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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계통 모델링 지침: 사고 전 인적오류
II. 연구개발의 배경 및 목적
위험도정보활용 규제/적용의 실행에 PSA의 품질이 중요시되고 있다. 건설중에
수행된 표준원전의 PSA는 표준원전의 취약성과 안전성 확인을 주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위험도정보활용 적용/규제의 실행에 제한점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표준원전 PSA 모델의 품질향상을 위해 ASME PRA
Standard를 사용하여 표준원전 PSA 모델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표준원전 PSA 모델에서의 사고 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에 대한 평가결과,.
개선사항 10개중 50%이상은 사고 전 인적오류의 파악과 선별분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표준 원전 PSA 모델에서의
사고 전 인적오류 보완사항을 일정부분 해결하기 위해 모델링 지침을 개발하였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국내 표준 원전의 여러 가지 절차서와 발전소 직원과의 면담, 그리고 ASME PRA
standard 및 NEI PRA Guidance 및 표준 원전 계열 PSA 보고서 및 다른 원전
PSA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지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침서는 크게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파악, 정성적 선별, 공통회복오류)과
상세안내서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링 지침에는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링, 선별분석 등에 대한 원칙이 기술되어 있고, 상세 안내서에는
시험/정비/교정 직무별로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상세 모델링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개발된 지침서는 계통분석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계통분석자가 담당하고 있는
계통의 기기에 적용하고 인간신뢰도분석자는 확인한다. 계통분석자는 담당하고
있는 계통의 시험.교정.정비작업과 관련한 절차서를 검토하여 담당 계통 별로
잠재적인 사고 전 인적오류의 기본적인 정보 표를 작성한다. 다음에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계통분석자나 HRA 담당자가 파악된 사고 전 인적오류가
정성적으로 선별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선별되지 않는 사고 전
인적오류 모두는 계통 고장수목(fault tree)에 모델링한다.
IV. 연구개발 결과
개발된 사고 전 인적오류의 모델링 지침에 대한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표준
원전 보조급수계통에 개발된 지침을 적용하였다. 동 지침을 적용한 결과
보조급수계통의 사고 전 인적오류 HRA에 대한 보완사항의 50%이상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은 표준원전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원전의 사고 전 인적오류의 인간신뢰도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추후 개발될
사고 전 인적오류의 정량화에 대한 상세 절차서와 함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침서를 사용하면 PSA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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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Guidelines for System Modeling: Pre-Accident Human Error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PSA quality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risk-informed regulations/applications(RIR&A).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model for the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 previously performed under construction was mainly
aimed at the identification of its the vulnerability and the confirmation of its
the safety. Therefore, the PSA model for the KSNP has some limitations for
the RIR&A.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using ASME PRA
Standard, evaluated the PSA model for the KSNP and identified the items to
be improved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The evaluation results of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 of the pre-accident human errors in the PSA for the
KSNP using the ASME PRA Standard show that more than 50% of 10 items to
be improved are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and screening analysis for them.
Thus, we developed a guideline for modeling pre-accident human errors for
the system analyst to resolve the items to be improved for them.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o develop a guideline, we reviewed the operation, testing, and maintenance
procedures of the KSNP and the PSA reports of other nuclear power plants,
and held interviews with staff of the KSNP. The developed guideline
consists of modeling criteria for the pre-accident human errors (identification,
qualitative screening, and common restoration error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pre-accident human errors relating to testing, maintenance, and
calibration works of NPPs.
The system analyst use the developed guideline and he or she applies it to
the system which he or she takes care of. The HRA analyst review the
application results of the system analyst. After the system analyst review the
procedures for testing, maintenance, and calibration works relating to the
systems being in charge of by him or her, he or she prepares tables of basic
information for the potential pre-accident human errors relating to them.
Next, the HRA analyst or the system analyst performs screening analysis for
the potential pre-accident human erros according to the guideline. All the
pre-accident human errors not being screend out are modeled into the
system fault trees.
IV. Results of

Project

We applied the developed guideline to the auxiliary feed water system of
the KSNP to show the usefulness of it. The application results of the
developed guideline show that more than 50% of the items to be improved for
pre-accident human errors of auxiliary feed water system ar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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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guideline for modeling pre-accident human errors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other nuclear power plants as well as the KSNP. It is
expected that both use of the detailed procedure,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for the quantification of pre-accident human errors and the guideline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greatly enhance the PSA quality in the HRA of
pre-accident huma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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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원자력분야의 자원(resources)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위험도정보활용
적용/규제가
원자력
분야
전체로
확대
적용되면서
위험도정보활용
적용/규제업무에 기반이 되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의 품질이 중요시 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PSA 수행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방법론과 데이터의 기술과 품질 수준은 개별 발전소의
PSA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미국의 원자력기계학회인 ASME(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와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자 협의체인
NEI(nuclear energy institute)에서는 PSA의 기술수준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침서인 ASME PRA Standard1)와 NEI PRA Peer Review Guidance2)를
발간하였다. 이들 지침서에는 위험도정보활용 적용/규제 분야에 따라 사용될
PSA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사용 데이터와 방법, 그리고 문서화 수준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국내 원자력발전소 PSA 대부분은, 설계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취약점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도정보활용 적용/규제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 수행된 PSA의 검토와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준원전의
PSA
모델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ASME PRA Standard와 NEI PRA Review Guidance를
사용하여 표준원전인 울진 3,4호기의 PSA 모델3)을 평가하고 PSA 등급향상을
위한 보완사항을 파악하였다4,5). ASME PRA Standard의 PRA 기술요건이 NEI
PRA Review Guidance보다 다소 더 엄격하고, 국내.외 규제기관이 ASME PRA
Standard를 선호하기에 ASME PRA Standard를 사용하여 파악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원전의 PSA 모델을 개정 중에 있다.
기 수행된 원자력발전소 PSA 결과에 의하면 인적오류가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고 실제적으로 발생된 대형사고 대부분은
인적오류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SA에 모델링되는 인적오류는
크게 2가지로
사고 후 인적오류(post-accident human errors)와 사고 전
인적오류(pre-accident human errors)가 있다. 사고 후 인적오류는 이상사태나
사고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운전원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사고 전 인적오류는
보수나 시험 등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PSA 수행 결과,
노심손상빈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대부분 사고후 인적오류로 밝혀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PSA의 인간신뢰도분석(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
전문가들은 사고 후 인적오류 HRA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사고 전
인적오류 HRA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표준원전
PSA의 HRA에 대해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고 후
인적오류의 HRA보다 사고 전 인적오류의 HRA에 대한 보완사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6). 파악된 사고 전 인적오류의 HRA 보완사항 중
50%이상이 사고 전 인적오류의 파악과 선별분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표준 원전 PSA 모델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을 개발하였다. 2장에서는 ASME PRA
Standard내용과 HRA 요건, 그리고 ASME PRA Standard를 토대로 한 표준원전
PSA의 사고 전 인적오류 HRA 평가결과를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 개발과정과 내용, 그리고 개발된 지침을 표준원전
보조급수계통에 적용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끝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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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표준원전 인간신뢰도분석 평가결과
이 장의 1절에서는 ASME PRA Standard에 대한 개요와 동 지침서에 기술된 인
간신뢰도분석 요건에 대해 기술하였다. 2절에서는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한
표준원전의 사고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제1절 ASME PRA Standard 개요와 인간신뢰도분석
요건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원전에서 위험도정보활용의 적용/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PSA의 기술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외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안전등급 분류체계인
Option 27)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SME PRA Standard의 II등급을 만족 해야
한다. 표 1에 ASME PRA Standard의 등급과 그에 따른 기준이 나타나 있다.
ASME PRA Standard에서는 PSA 품질정도를 나타내는 등급 평가를 위해 PSA의
기술적인 측면을 9개의 요소로 나누고 있다. 이들 기술적 요소에는 등급별 세부
항목이 기술되어 있는데, 전체 세부항목 수는 266개이다.
표 1. ASME PRA Standard의 등급분류
범주와
상세수준
정도
발전소
특성
반영정도
발전소
반응에
대한
실제성
반영
정도

I 등급
인적행위를 포함해
계통이나 계열
수준에서 상대적
중요 기여 인자 파악
발전소의 고유한
설계와 운전 설비를
제외하고 일반
데이터/모델 사용
실제성의 이탈정도가
의사결정(결론과
위험도)에 작지않은
영향 줄 것 같음

II 등급
인적행위를 포함해
구조, 계통,기기(SSC)
수준에서 상대적
중요 기여 인자 파악
주요 기여 인자에
발전소 고유
데이터/ 모델 사용
실제성의 이탈정도가
의사결정(결론과
위험도) 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음

III 등급
인적행위를 포함해
기기수준에서
상대적 중요 기여
인자 파악
이용가능시 모든
기여인자에 발전소
고유 데이터/모델
사용
실제성의
이탈정도가
의사결정(결론과
위험도) 에 영향을
안 줌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HRA의 경우에는 세부항목이 34개로 시험/보수 등과
관련된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세부요건이 15개, 이상사태에 대응하는 사고후
인적오류에 대한 세부 요건이 18개, 문서화 항목 1 개로 구성되어 있다. ASME
PRA Standard의 등급별 세부 항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방법(how to do)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을 것(what to do)인가이다. 예를 들면
HRA 기술적 요소에서는 특정 방법을 사용해 인적오류를 정량화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정량화시에 운전원 오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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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SME PRA Standard의 인간신뢰도 분석 세부요건
ASME - 34개의 세부항목
사고 전 인적오류– 15 항목
파악 – 3 개 항목
선별 – 2개 항목
인간실패사건 정의 등 – 3개 항목
상세/의존성 평가 – 7개 항목
사고후 인적오류 – 18
파악 – 4개 항목
항목
인간실패사건 정의 등 – 2개 항목
상세/의존성 평가- 9개 항목
회복행위 – 3개 항목
문서화 – 1 개 항목

제2절 표준원전 인간신뢰도분석 평가결과
PSA가 수행목적에 따라 그 분석 폭과 깊이가 달라지듯이 HRA 역시 수행
목적에 따라 분석의 폭과 깊이는 달라진다. 울진 3,4 PSA의 목적이 설계단계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협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울진 3,4 PSA에서의 HRA 역시 설계단계에서의 PSA에 나타나게 되는
자료사용의 불충분성, 운전경험 미반영 등의 제한성을 갖게 된다. 이 절에서는
표준원전인 울진 3,4 PSA에서 사용된 인간신뢰도분석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HRA 과정과 그에 따른 등급평가와 보완사항을
기술하였다.
울진 3,4 PSA의 HRA
절차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대부분의 HRA 절차와
마찬가지로 인적오류 파악, 선별분석, 상세분석, 문서화 순으로 수행되었다.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에 사용된 방법과 데이터는 THERP(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8) 이고 사고후 인적오류 평가에는 ASEP(Accident
Sequence Evaluation Program)9) HRA을 사용하였다. 사고 전 인적오류에는
절차서에 따라 보수나 시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절차서를 빼뜨리는
누락오류(omission error)와 절차서에서 언급한 어떤 기기의 작동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조치오류(commission error)가 있다. 울진 3,4 PSA의
HRA에서는 상세 정량화전 사고 전 인적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통
고장수목에 모델링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정성적 선별분석이 수행되었다.
선별분석 후 모델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인적오류에 대해서는 THERP에서
주어지는 기본 인간오류 확률에 감독자의 회복오류 확률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시 평가 대상 인적오류와 관련된 절차서나 작업 특성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준원전 PSA의 HRA를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총
34개 요건 중, I 등급이하가 4(11.2%),
I 등급은 15개(44.1%), II 등급은
12개(35.3%), III 등급은 3(8.8%)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II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세부항목이 55.3%가 되어 PSA의 다른 분야보다 보완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 사고 전 인적오류는 ASME PRA standard의 세부 항목
15개중 10개가 II등급 미만으로 평가되어 사고 후 인적오류보다 II 등급미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에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상세 평가결과가 나타나
있다. 사고 전 인적오류 HRA가 이렇게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HRA 업무는 PSA의 다른 업무보다 운전원과의 면담이나 각종 절차서 등의
검토 등을 필요로 하지만 설계중인 발전소이기에 이들 자료 사용이 용이하지
않았음.
사고 전 인적오류가 노심손상빈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사고후 인적오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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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HRA
인적오류 HRA에 적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

분석자가

사고

전

ASME PRA Standard의 사고 전 인적오류 HRA 요건 강화. ASME PRA
Standard에서는 사고 전 인적오류 대 사고 후 인적오류 요건 비율이 15:
18인 반면, NEI PRA Review Guidance에서는 4:18, ASME PRA
Standard에서 사고 전 인적오류 HRA 요건이 강화된 것은 원전의 인적오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운전경험에 대한 미국 NRC의 연구 보고서10)
추측된다.
표 3. 표준원전 사고 전 인적오류 HRA 등급평가 결과
요건 분류

I
등급
미만

HLR-HR-A (3): 사고
전 인간오류 파악에
체계적 절차서 사용
HLR-HR-B(2): 사고
전 인간 오류
선별근거 마련
HLR-HR-C(3): 사고
전 인간 오류 정의
HLR-HR-D(7):
체계적인 절차서
사용해 사고 전 인간
오류 정량화

I
등
급

II
등
급

2

1

2

1
1

2
4

관련사항

III
등
급

2

HR-A2:계기교정 직무 파악
HR-A3:인적
오류로
인한
CCF* 유발 업무 파악
HR-B1:개별행위 선별 근거
HR-B2:인적
오류로
인한
CCF 유발 업무 선별
HR-C3:
대기
안전계통의
기동실패 연관 교정업무
HR-D3: 절차서/기기 배치 등
고려
HR-D4:회복오류 평가 근거
HR-D5:체계적결합 HEP 평가
HR-D6:체계적 불확실성 분석
HR-D7:운전경험 반영

*: 공통원인고장
등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고 전 인적오류 HRA를 위한 보완사항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사고 전 인적 오류에 대해 체계적인 인간 신뢰도 분석 절차서를 사용하여
계기교정 직무 파악 필요
인적 오류로 인한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e: CCF）유발 업무
파악과 선별 필요
사고 전 인적 오류 선별 근거 및 문서화 필요
사고 전 인적 오류 정량화시 관련 절차서와 기기 배치 등 고려 필요
사고 전 인적 오류의 회복 오류 평가 시 관련 절차서 등의 검토와 직원 면담
통해 근거 보완 필요
사고 전 인적 오류의 체계적인 불확실성 분석 필요
운전 경험을 검토하여 분석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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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고
적용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 개발과

2장에서 기술된 사고 전 인적오류 HRA의 보완사항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하여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을 개발하였다. 동 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내 표준 원전의 여러 가지 절차서와 발전소 직원과의 면담, 그리고 ASME PRA
standard 및 NEI PRA Guidance 및 표준 원전 계열 PSA 보고서 및 다른 원전
PSA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지침서 작성과정을 다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개발된 지침서는 크게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파악, 정성적 선별,
공통회복오류)과 상세안내서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링 지침에는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링, 선별 등에 대한 원칙이 기술되어 있고, 상세
안내서에는 시험/정비/교정 직무별로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상세 모델링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일반적인 모델링 지침은 이 장에 기술되어 있고 상세
모델링 지침은 부록 1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1.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 개발 과정

제1절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
표 4에는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과 정성적 선별, 공통회복오류에 대한 모델링
지침서가 나타나 있다. 이 지침서는 계통분석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계통분석자가
담당하고 있는 계통의 기기에 적용하고 인간신뢰도분석자는 확인한다.
기본적으로는 기 작성된 고장수목에 모델링된 기기에 적용한다. 계통분석자는
담당하고 있는 계통의 정.주기 시험, 교정작업, 정비작업과 관련한 절차서를
검토하여 담당 계통 별로 표 5와 같은 형태의 표를 계통별로 계통분석자가
작성한다. 다만 제어실에 밸브상태가 표시되거나 밸브상태 이상시 경보가 울리는
가동중시험 대상 동력구동밸브(power operated valve: MOV, AOV, SOV, POV
등)의 가동중시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부록 2에는
사고 전 인적오류 관련된 절차서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다음에는 표 4의 2에
있는 선별분석 지침에 따라 계통분석자 자신이나 HRA 담당자가 파악된 사고 전
인적오류가 정성적으로 선별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선별되지 않는
사고 전 인적오류 모두는 계통 고장수목(fault tree)에 모델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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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통분석자에 대한 사고 전 (정비/시험/교정)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
1.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지침

1.가

밸브/펌프- 시험/정비 절차서나 운전 방법 또는 운전이력을 검토하여
정상적인 운전이나 대기상태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시험이나 정비 등의
직무 파악
A

출력 운전 중 기기의 정.주기 시험 또는 정비시 관련 밸브의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B

정지운전 중 기기의 정비작업시 밸브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계측/제어- 교정/시험/정비 절차서나 운전 방법 또는 운전이력을 검토하여
대기 상태의 안전 기기를 필요시 작동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계측/제어 기기 교정이나 시험 직무를 파악
1.나

A

모델링할 기기에 계측/제어 관련 고장이 모델링되어 있으면 잠재적으로
계측/제어 기기에 교정오류 고려(압력전송기, 수위전송기, 유량전송기
등에 의해 구동되는 기기 모두(인터록 포함)).

B

계기의 교정 작업 또는 계기의 시험시 교정 직무

C

계기의 신호발생 설정치를 변동하는 시험/운전/정비 등의 직무

2 계열 이상의 기기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시험, 정비,
교정작업과 운전경험 검토를 통해 파악
1.다

A

펌프 등의 정기적인 시험 또는 정비 작업시 교차(staggering)방법이
아닌 동시(simultaneous) 또는 연속(sequential) 작업 수행시 관련 기기

B

계측/제어 기기(transmitter, temperature/pressure switch, trip unit)
등의 교정 또는 시험 작업시 관련 계측/제어 기기
2. 사고 전 인적오류 정성적 선별지침

2.가

기기 상태 변경이 제어실에 경보로 나타난 경우

2.나

기기 상태가 제어실에 표시되고, 적어도 매일 점검되는 경우

2.다

계통 요구에 따라 기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신호를 받는 경우

2.라

정비나 교정 작업후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점검 시험이 수행되는 경우

2.마

기기상태가 shift마다 점검되는 경우

2.바

시험,정비나 교정 작업 후에 기동절차서 등에 따라 계통 또는 기기가 재
배열되거나 운전되어 시험/정비/교정 관련 인적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사

PRA 결과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 미미하다는 기준은 인간오류 확률의
정량화 결과가 1.0E-5(평균 값 기준 ) 이하로 평가될 경우
3. 사고 전 인적오류로 인한 공통회복오류 모델링 지침

3.가

2계열 이상으로 이루어진 계통내의 기기들이 교차방식으로 시험되거나 정비
작업이 수행되면 공통 회복 오류는 고려 안 한다

3.나

교차방식으로 시험 또는 교정되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기기들 사이의
공통 교정오류 가능성을 고려한다

표 4의 내용을 상세 부연 설명하면 표 4는 크게 사고전 인적오류의 파악지침,
선별지침, 공통회복오류 모델링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의 지침은
전출력운전 뿐만 아니라 정지/저출력 운전 PSA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사고전 인적오류는 관심 갖고 있는 시험/정비/교정 등의 작업 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갖는 작업시의 운전모드뿐만 아니라 이후의 다른
운전모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전출력 운전에 대한 PSA일 경우라도
분석대상의 기기에 대한 시험/정비/교정 작업 등이 핵연료 재장전시에 수행되고
그 작업에 대한 잠재적 인적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직무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６

사고전
인적오류는
전출력
운전 PSA에서 모델링해야 한다. 하지만
정지운전시에 수행되는 많은 시험/정비/교정 작업과 연관된 사고전 인적오류는
전출력 운전전에 수행되는 여러가지 시험과 운전절차의 수행에 의해 정정
가능하다. 사고전 인적오류 파악은 단순히 계통이나 기기 관련 절차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운전 경험 등도 검토를 해야하고 필요시 발전소 직원과의
면담도 수행해야 한다.
표 4의 정성적 선별지침은 인적오류 정량화에 THERP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가정시 적용가능하다. 만일 THERP의 데이터보다 보수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일부 지침은 변경될 것이다. 정비나 교정 작업후에 수행되는 기능점검시험
수행시 모든 사고전 인적오류가 정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절차서를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능점검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표 4의 공통회복오류 모델링 지침에서 교차방식으로 수행되는 시험 또는
교정작업시의 공통 교정오류 가능성은 교정장비 잘 못으로 인한 것이다.
교정하는 장비의 기준 교정이 잘못되었다면 교차방식으로 시험 또는 교정 작업을
수행할지라도 이 장비로 인해 공통교정오류 가능성이 있다. 교정장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교정장비의 오류 가능성은 미미할 것이다.

７

표 5. 사고 전(시험/교정/정비 관련) 인적 오류 파악 및 선별을 위한 표
계통

기기*

계통이름, 기기
이름은
약자
동일
기능을
사용
하며
같은
인적오류
가능성
있는
기기들을 기재
CCWS

HX 02 A/B
outlet valve
1027/1028

관련

시험/교정/정비/기타*

절차서*

종류

시험.교
정.정비.
교대운전
등의
절차서,

시험/
교정/
정비
여부를
기재

정비xxxx(?),

정비,
시험

시험-

방법
교차/연
속/동시
시험/교
정/정비
나
여부를
기재

잠재적 인적오류

선별기준

잠재적인
인적오류
가능성을
위의
기준(1번항)을
기술

선별로
인한
삭제여부
기술.
선별되면
그
기준
기술

(1.가.A)열교환기
정비후 이들
밸브를 닫아놓을
가능성

적용 안됨

기본 사건 이름*

비고

주기
실시
주기를
기재

교차(
? ), ?
?
?

*: 계통분석자들이 최소한 작성해야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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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고장
가능성
등
특이사항 기술

CCOPUVV1027A
CCOPUVV1028B

핵연료 재장전
운전시 정지냉각
운전 경우

제2절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 적용 예

3장의 표 4의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을 표준원전의 보조급수계통에
적용하였다. PSA의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인간신뢰도분석의 시작은
분석대상의 계통이나 기기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도 보조급수계통의
기능과 설계사양3)을 먼저 기술하고, 다음에는 보조급수계통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정비/교정 직무 관련 사항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본 보고서에 기술된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 적용 결과와 파악된 인적오류에 대한 정량화 예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 결과는 인간신뢰도분석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중인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에 의한 정량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원전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보조급수계통과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과 선별

보조급수계통(AFWS)은 주급수 공급이 상실 될 경우 증기발생기에 보조급수를
공급하는 공학적 안전설비(ESF)이다.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보조급수계통은
분리된 2개의 다중 계열(train)으로 구성된다. 각 계열은 2대의 100% 용량
펌프(전동기 구동 펌프 1대 및 터빈 구동 펌프 1대)와 관련 밸브, 배관, 계측
제어 장치로 구성된다. 보조 급수 펌프는 정상 운전 중 대기 상태에 있고 펌프
방출구측 전동식 보조 급수 유로 격리밸브 및 솔레노이드식 보조급수
변조밸브(modulating valve)는 정상적으로 열려 있다. 비상시 보조 급수
작동신호가 발생하면 대기중인 4대의 보조 급수 펌프는 기동되고, 4대의
유량조절 밸브인 변조(modulating)밸브는 변조모드에 있고, 열려있는 격리밸브는
열림 확인 신호를 받게 된다.
표준원전의 보조급수계통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절차서와 기술지침서의 검토,
그리고 발전소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보조급수계통에 수행되고 있는 시험, 정비,
교정업무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기술지침서와
가동중
시험계획서에
따라
보조급수계통에
적용되는
시험:3개월에 한 번씩 펌프 성능시험과 동력구동 밸브들의 행정시험, 1개월에
1번씩 기기 위치 확인시험, 18개월에 한 번씩 전 유량시험.
각각의 펌프에 수행되는 펌프 예방정비는 2번의 핵연료 재장전
주기(36개월)마다 시행되고 일반 데이터를 토대로 파악된 펌프 계열의
불시정비(unscheduled maintenance)
주기는
16.3개월마다 시행된다.
정비작업 후에는 펌프 정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펌프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보조급수계통의 계측/제어 기기들에 수행되고 있는 교정작업은 보조급수계통
작동 신호와 다중보호계통을 제외하고 보조급수계통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정작업은 없다. 복수저장탱크의 수위계, 보조급수펌프의
전단과 후단에 있는 압력전송기, 온도지시계 등은 보조급수계통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들 계측기를 보조급수계통 신뢰도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계측기 교정오류와 다른 조건부 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예: 복수저장탱크 수위 저하로 보조급수 펌프가 증기발생기에 급수
공급을 못할 경우,복수저장탱크 수위 저하를 가져오는 사건 발생과 더불어
수위 지시계 교정오류를 고려해 야 한다) 그 발생 가능성이 낮아 고려하지
않는다. 보조급수계통작동신호와 다중보호계통은 별도의 계통에 모델링되어
보조급수계통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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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 닫음
18"
PT

PT

AFW

1A

V1347

P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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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 P 0 1 B (T D P )
DPS-1
AFAS-1

V 1004B
PT

A FW

TI

LO
V1003A

A
6"

P P 0 1 A (M D P )

D PS-1
AFAS-1

TI

6"

SG1

V1048

M
FO

V1005A

V0035

V 1007A

FL

V0043

LO

V1012A

LO

V1179

V1015A

FI

RAW W ATER
SYSTEM

LC

LC

V1014B

V1013B
V1182

가동중시험
시 이들 밸
브 잠금

LC

V1011A
18"

펌프

펌프 가동중
시험시 개방

V 1168

V 1016B
L .C

LC

DW ST
V2186

6"

LC

1C

정비시 닫음

A FW PU M P
T U R B IN E A

PT

V2187

PT

3C

TI

D P S - 2 m o d u la t io n m o d e
A F A S - 2 m o d u l a t io n m o d e

S

V1183

6"

LO

D

FO

M

open on

C
FL

LO

18"

V1197

FT

FL

6"

LC
FI

LC

C

V0044
V0036
V1008B
D P S - 1 m o d u la t io n m o d e
A F A S - 1 m o d u l a t io n m o d e

AFW

V1004A

C

V0037

V1006A

V 1002A

12"

PT

V1348

1D

LO

LO

P P 0 2 A (T D P )
DPS-2
A FA S-2
6"
A FW

V 1001B

V1196

3D

V1011B

V1012B

V1013A

V1015B

V0038

V1007B

펌프 가동중
시험시 개방

LC

LO

V 1005B

FI

LC
V1014A

V1016A

그림 2. 표준원전 보조급수계통 단순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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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DPS-2
AFAS-2

TI

V0045

M

FO

6"

FI

LO

TI

LO
V1003B

B
6"

P P 0 2 B (M D P )

PT

V 1008A

D P S - 2 m o d u l a t io n m o d e
A F A S - 2 m o d u la t io n m o d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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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V1001A
6"

CST
"B "

D

FO

V1006B

3A

6"

LO

V1167

LC

LO

V1002B

12"

D P S - 1 m o d u l a t io n m o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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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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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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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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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준원전 보조급수계통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 및 선별을 위한 표
계통*

기기*

관련

시험/교정/정비/기타*

절차서*

종류

방법

주기

잠재적 인적오류

선별기
준

기본사건 이름*

비고

AFWS

AFWS Modulating
Solenoid VV
035/036/037/0038

정기 - 발-06,
보조급수계통
운전 가능성 시험

정기
시험

계열별
시차
시험

3개월

(1.가.A) 관련 펌프 시험시
이들 밸브를 잠갔다가
그대로 둘 가능성

2.나,
2.다

해당 사항 없음

동일 계열의 MDP와 TDP
사이 인적오류 CCF
가능성 있지만 열림 신호
받기에 선별

AFWS

AFWS Recirculation
Line Manual VV
1015A/1015B
1016A/1016B

정기 - 발-06,
보조급수계통
운전 가능성 시험

정기
시험

계열별

3개월

(1.가.A) 관련 펌프 시험시
이들 밸브를 열었다가
그대로 둘 가능성

2.나

해당 사항 없음

동일 계열의 MDP와 TDP
사이 인적오류 CCF
가능성. 하지만 그 오류
확률이 작아 모델링 하지
않음.

AFWS

TD AFWP Steam
Isolation Valve
009/010

정기 - 발-06,
보조급수계통
운전 가능성 시험

정기
시험

시차
시험

3개월

(1.가.A) 관련 펌프 시험시
이들 밸브를 잠갔다가
그대로 둘 가능성

2.나,
2.다

해당 사항 없음

AFWS

TD AFWP Main
Steam Inlet Line
Isolation Valve
109/110

정기 - 발-06,
보조급수계통
운전 가능성 시험

정기
시험

시차
시험

3개월

(1.가.A) 관련 펌프 시험시
이들 밸브를 잠갔다가
그대로 둘 가능성

2.나,
2.다

해당 사항 없음

AFWS

AFWS PP suct. Line
manual VV

정비 – 기-542PP01/PP02

고장
정비

시차

16.27
개월

(1.가.A) 관련 펌프
고장정비후 밸브를
잠갔다가 그대로 둘
가능성

2.라.B

해당사항 없음

펌프성능시험시 밸브상태
확인 됨,

정비 – 기-542PP01/PP02

고장
정비

시차

16.27
개월

(1.가.A) 관련 펌프
고장정비후 밸브를
잠갔다가 그대로 둘
가능성

선별

AFOPUVV1005A

성능시험 수행으로 확인
안됨. 30일마다 현장에서
기기 상태 확인. 새로운
인적오류

시차
시험

1001A/1001B
1002A/1002B
AFWS

AFWS PP disch..
Line manual VV
1005A/1005B
1006A/1006B

안됨

AFOPUVV1005B
AFOPUVV1006A
AFOPUVV1006B

*: 계통분석자들이 최소한 작성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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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험, 정비와 관련된 절차서 검토와 운전경험 검토한 결과 기기 상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펌프 성능시험: 펌프 성능시험에 관한 상세 절차서가 부록 3에 기술되어 있다.
시험 절차서 중 사고 전 인적오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펌프 성능시험동안 펌프 방출구 방향의 모든 동력 구동밸브들 닫음,
재순환관 전단부 수동밸브 열음
펌프 성능시험후 펌프 방출구 방향의 모든 동력 구동밸브들 열음,
재순환관 전단부 수동밸브 닫음
동력구동 밸브들의 행정시험: 펌프 방출구 방향의 모든 동력 구동밸브들
제어실에서 스위치 이용하여 열고 닫음. 본 연구에서는 3장 1절에 따라
별도의 표를 작성하지 않음.
펌프의 예방정비와 불시정비: 정비시 펌프 전.후단의 수동밸브 닫음, 정비작업
종료후 열음
그림 2에는 펌프 성능시험과 펌프 정비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밸브들이
나타내고 있다. 이들 밸브들에 표 4의 선별분석 지침을 적용한 결과가 표 ６에
나타나 있다. 표 6에는 사고 전 인적오류 관련 절차서와 직무, 주기, 선별분석
근거 등이 기술되기 때문에 표 3에서 밝혀진 II등급미만 사항 10개중 7개를
II등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에는 표 3의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여부가 나타나 있다. 표 4의 선별분석 지침 적용결과 대부분의
잠재적인 사고 전 인적오류들은 선별되고 펌프 불시정비와 관련된 사고 전
인적오류만이 남아 있다. 사고 전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밸브는 펌프
방출구 방향에 있는 수동밸브들이다. 이 수동밸브에 대한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는 다음절에 기술하였다.
표 7. 표준원전 사고 전 인적오류 HRA 등급평가 결과 보완여부
요건 분류

<I

I

II

III

관련사항

보완

등급 등급 등급
HLR-HR-A (3):
사고 전 인간오류
파악에 체계적
절차서 사용

2

HLR-HR-B(2):
사고 전 인간
오류 선별근거
마련

2

HLR-HR-C(3):
사고 전 인간
오류 정의

1

HLR-HR-D(7):
체계적인 절차서
사용해 사고 전
인간 오류 정량화

1

4

1

여부
HR-A2:계기교정 직무 파악

보완

HR-A3:인적 오류로 인한 CCF
유발 업무 파악

보완

HR-B1:개별 독립행위 선별 근거

보완

HR-B2:인적 오류로
유발 업무 선별

인한 CCF

보완

2

HR-C3:
대기
안전계통의
기동실패 연관 교정업무

보완

2

HR-D3:절차서/기기 배치 등 고려

보완

HR-D4:회복오류 평가 근거

부분보완

HR-D5:체계적인 결합HEP 평가

적용안됨

HR-D6:체계적인 불확실성 분석

적용안됨

HR-D7:운전경험 반영

12

보완

2.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

이 절에서 파악된 펌프방출구의 수동밸브에 대해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
결과를 기술하였다. 정량화는 기기 상태 변경 주기와 점검 주기를 고려하고,
THERP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펌프의 불시정비
주기와 인적오류 확률 데이터 모두는 일반 데이터이다.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는 다음의 식을 사용해 평가하였다:
HEP= HER*MDT⋯⋯⋯⋯⋯..(1)
여기서, HEP(human error probability): 인적오류 확률,
HER(human error rate): 인적오류 발생율(/시간),
MDT(mean down time due to human error): 인적오류로 인해 기기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는 평균 시간
HER과 MDT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ER = Σ Pi x R i / T ⋯⋯⋯⋯⋯(2)
Pi: 인적오류 모드 i 발생 확률
R i: 회복인자, 처음 발생된 인적오류 모드 i 에 대한 다른 작업자나 품질
부서 등의 확인 또는 점검 오류 확률
T: 기기 상태 변경 조작 시간, 인적오류 발생 기준이 되는 시험,정비,또는
교정 작업 주기(시간, 월, 년, )
새로운 시험, 정비, 또는 교정 작업이 시작되면 기존 인적오류는 없다고
가정.
MDT= H1 + C1 x H2 + C1xC2xH3 + .......+ C1x C2x ...Cm-1xHm-1 ⋯.(3)
m: 조작 사이의 확인 수,
H: 확인 사이 시간,
C: 주기적(일, 주, 월별 등) 점검시 확인 실패확률
식 (2)를 이용해서 인적오류 발생율인 HE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기기 상태 변경조작시간) = 1/Mf
정비시마다

(보조급수 펌프 고장 정비빈도, 펌프

수동밸브가 닫힘) = 1/8.42E-5/hr (울진 3,4 보고서3) 참조) =
1.187E+4 hr,
Pi: = 3.0E-3 (절차서 누락오류, 다른 오류는 미미해 고려하지 않음, 중앙 값,
THERP8). 표 20-3, #3)
R i = 1, 정비작업 후의 성능시험시 주 작업자외에 별도의 작업자가 참여할지
여부는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HER = Σ Pi x R i / T = 2.52E-7/hr 이다.
식 (3)을 사용해서 기기 평균 정지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달에 1번씩 점검하므로 H(확인 사이 시간, H1 = H2 = H3 =⋯⋯=1달) = 720hr,
조작사이 확인 수는 위의 T / H = 16.486, 즉 m=16.486 ≈ 17,
주기적 점검시 확인 실패 확률 C = 0.01 (중앙 값, THERP8). 표 20-6, #1)가
되므로,
MDT = H1 + C1 x H2 + C1xC2xH3 + .......+ C1x C2x ...Cm-1xHm-1
= 720 + 0.01x720 + 0.01x0.01x720 + ⋯⋯⋯⋯.≈ 727 hr
따라서, 펌프 고장 정비로 인한 인적오류 확률은 식 (1)을 이용하면 1.83E4(중앙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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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만들어진 표준 원전의 PSA 모델에서는 정비후에 수행되는 펌프
기능시험으로 수동 밸브의 상태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펌프후단에 있는
수동밸브의
불시정비로
인한
인적오류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조급수계통의 예에서 보았듯이, 펌프 정비 작업후 펌프시험으로 수동밸브의
상태가 확인이 안될 경우 그 수동밸브에 대해 인적오류를 고려해야 한다. 기기
불시정비 주기가 매우 커서, 즉 기기 고장 발생이 거의 안 일어나서 고장정비
등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고장정비로 인한 수동밸브 인적오류 발생이 낮다면
수동밸브에 대해 인적오류를 모델링 할 필요성은 없다. 추후 울진 3/4 발전소
운전 경험을 반영하여 인적오류 모델링 여부 및 정량화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부록 4에는 교정오류에 대한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과 정량화, 공통원인 고장
모델링, 그리고 사고전 인적오류의 의존성 평가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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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위험도정보활용 적용/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PSA의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다. 건설중에 수행된 표준원전의 PSA는 표준원전의 취약성과 안전성
확인을 주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위험도정보활용 적용/규제의 실행에
제한점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표준원전 PSA 모델의 품질향상을 위해
ASME PRA Standard를 사용하여 표준원전 PSA 모델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표준원전 PSA 모델에서의 사고 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에 대한
평가결과, 사고 전 인적오류 HRA 요건 15개 항목중 10개 항목이 개선사항으로
파악되었다. 개선사항 10개중 50%이상은 사고 전 인적오류의 파악과 선별분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표준 원전 PSA
모델에서의 사고 전 인적오류 보완사항을 일정부분 해결하기 위해 모델링 지침을
개발하였다.
국내 표준 원전의 여러 가지 절차서와 발전소 직원과의 면담, 그리고 ASME
PRA standard 및 NEI PRA Guidance 및 표준 원전 계열 PSA 보고서 및 다른
원전 PSA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지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침서는 크게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파악, 정성적 선별,
공통회복오류)과 상세안내서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링 지침에는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링, 선별분석 등에 대한 원칙이 기술되어 있고,
상세 안내서에는 시험/정비/교정 직무별로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상세 모델링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개발된 지침서는 계통분석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계통분석자가 담당하고 있는
계통의 기기에 적용하고 인간신뢰도분석자는 확인한다. 계통분석자는 담당하고
있는 계통의 정.주기 시험, 교정작업, 정비작업과 관련한 절차서를 검토하여 담당
계통 별로 잠재적인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한다.
다음에는 선별분석 지침에 따라 계통분석자 자신이나 HRA 담당자가 파악된
사고 전 인적오류가 정성적으로 선별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선별되지
않는 사고 전 인적오류 모두는 계통 고장수목(fault tree)에 모델링 하여 정량화
한다.
개발된 사고 전 인적오류의 모델링 지침에 대한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표준
원전 보조급수계통에 개발된 지침을 적용하였다. 동 지침을 적용한 결과
보조급수계통의 사고 전 인적오류 HRA에 대한 보완사항의 50%이상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은 표준원전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원전의 사고 전 인적오류의 인간신뢰도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추후
사고 전 인적오류의 정량화에 대한 상세 절차서와 함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침서를 사용하면 PSA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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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상세 모델링 지침
다음은 I.1, 2, 3의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과 정성적 선별지침, 그리고
울진 3,4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비,시험, 교정작업에 근거해 작성한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상세 안내서이다.
1. 정비/시험/교정 주기
가. 정비주기
• 안전계통 기기들의 정비주기는 통상적으로 핵연료 장전 2주기마다 1번씩임.
• 고장 정비 주기는 기기 불시정지로 인한 정비주기 값을 사용
• 안전계통의 펌프 정비후에는 펌프 성능시험이 수행되고 있음(가동중시험계획서).
• 그외 ASME 코드요건에 따라 시험수행이 어려운 밸브들은 분해조립(일종의
정비)이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가동중시험계획서를
참조바람.
나. 시험주기
• 정.주기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 통상적으로 3개월에 1번씩임.
계측.제어기기는 1개월에 1번씩임. 상세사항은 관련 절차서 참고

일부

다. 교정주기
• 안전기기 관련 계측/제어 기기의 교정주기는 핵연료장전 1주기마다 수행되고
있음. 바이스테이블 등의 계측/제어 기기는 1개월 또는 3개월의 정기 시험동안
필요시 교정 작업을 수행. 표준원전 계측부 직원들과 면담 결과(2004.2.11)
정기시험시 계측/제어 기기의 이상으로 교정작업을 수행한 경험은 없다고 함.
2. 정비 관련 기기의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가. 펌프 전.후단의 수동밸브에 대한 사고 전 인적오류
• 정성적 선별지침 2의 라.C에 따라 안전계통은 대부분 모델링 할 필요 없음.
하지만 성능시험으로 인적오류가 파악이 안될 경우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함.
• 가동중시험계획서에 따라 펌프 정비후 펌프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 이후 출력기동 운전 전에 종합운전절차서 01의 부록 6에 따라 안전계통의
기기상태를 점검하고 있음.
나. 다른 능동기기(냉방기 등) 전.후단 수동밸브에 대한 사고 전 인적오류
• 정비작업후 성능시험이 수행된다고 하면 역시 정성적 선별지침 2의 라.C에
따라 모델링 할 필요 없음. 하지만 성능시험으로 인적오류가 파악이 안될 경우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함.
다. 열교환기 등의 피동기기

전.후단 수동밸브에 대한 사고 전 인적오류

• 일반적으로 능동기기의 정비작업후 시행되는 성능시험으로는 수동밸브 상태를
알 수 없음.
라. 정비작업 후 현장에 있는 스위치 등의 위치 잘못으로 인해 기기 기동이나
작동 실패 가능성있는 사고 전 인적오류
• 정비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기기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스위치 조작시. 이
스위치의 상태가 제어실에 안 나타날 경우.
• 제어실에 나타날 경우는 모델링 할 필요 없음.
3. 시험관련 기기의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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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성능시험
• 펌프 성능시험을 위해 3개월마다 시험시 펌프 후단의 관련 밸브를 잠금.
• 표준 원전 경우 대부분 동력구동밸브(모터,공기,솔레노이드 구동 등)를 잠그고
시험.
• 이들 밸브는 대부분 제어실에 위치상태가 나타나 있음.
• 이들 밸브는 정성적 선별지침 2.나에 의해 모델링 할 필요 없음.
• 시험을 위해 수동밸브를 잠갔다가 연다면 수동밸브 대부분은 제어실에
밸브상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들 수동밸브에 대해 인적오류 모델링해야 함
나. 냉방기 등의 다른 능동기기
• 펌프 성능시험 경우와 유사
다. 동력구동밸브
• 동력구동밸브들은 가동중시험계획서에 따라 3개월마다 행정 시험이 수행됨.
행정시험은 대부분 제어실에서 밸브 개.폐 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행정시험으로 인한 기기위치 변동 인적오류는 발생가능성이 낮아 선별지침
2.나에 의해 모델링 하지 않음. 이 밸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려진 행위이고,
계통분석자들의 부담을 안주기 위해 별도의 표를 작성안함.
• 일부 동력구동밸브들은 MOV, AOV 등의 특별 시험 절차에 의해 정적/동적
시험이 수행되고 있음. 만일 이들 시험으로 인해 주변 기기들의 상태변화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함
라. 피동기기(열교환기 등)
• 이들 기기의 시험은 통상적으로 핵연료 재장전주기에 이루어짐.
• 피동기기의 시험을 위해 피동기기 전.후단에 있는 밸브 등의 작동은 없음.
• 만일 있다고 하면 별도로 모델링 해야 함.
4.교정관련 계측/제어 기기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4.1 교정오류의 특성
• 교정오류는 통상적으로 전송기(transmitter)와 바이스테이블, I/V 변환기 등의
교정시 발생할 수 있음.
• 교정오류는 기본적으로 교정이 잘못된 계측/제어 기기가 기기고장을
유발시키느냐에 초점. 기기 고장을 유발시키지 않는 지시계(indicator)와 이
지시계 관련된 V/I converter 등의 교정작업이 수행되더라도 이는 인적오류
고려 대상이 아님/.
• 핵연료 재장전시 수행되고 있는 각 채널(계열)내의 계측/제어 기기들의
교정작업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교정장비와 서로 다른 작업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정작업은 통상적으로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있는 압력 전송기 A를 특정 시간에 교정작업한다고 했을
경우, 압력 전송기 A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압력 전송기에 대해
교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 계측/제어 기기에 의한 기기작동 특성
연속작동:계측되는 값(압력 또는 온도 등)에 따라 연속으로 작동되는
기기의 경우, 교정이 조금만 잘 못 되면 바로 기기의 잘못된 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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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거나 작동 불능을 일으킬 수 있음.
On-Off 작동: 특별한 설정치에 따라 작동되는 계측/제어 기기 교정시
교정을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기기들의 작동이나 운전에
교정오류의 영향은 미미할 것임. 하지만 이를 인적오류 정량화에
이를 반영하기는 쉽지 않음
• 교정오류 파악과 복구: 일부 계측/제어 기기의 교정오류는 계측/제어에
사용되는 물리적인 패러미터(압력, 온도 등)가 정상운전시 감시되기 때문에
교정오류가 파악되고 복구할 수 있음.
4.2 교정작업 관련 기기의 사고 전 인적오류 모델링
가. RPS/ESFAS 계통을 제외한 일반적인 계측/제어 기기
대상 기기는 기본적으로 현재 표준 원전 FT에 모델링된 스위치, 인터록
등임 (CCWS 펌프 정지시 대기중인 펌프 자동 기동시키는 신호, 높은
압력시 밸브 개방시키는 인터록이나 전송기 등). 계측/제어 기기일지라도
교정작업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모델링 할 필요 없음
계통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측/제어 기기는 모델링 할
필요 없음. 예를 들면 펌프의 운전과는 무관하게 단지 지시를 나타내는
펌프 전.후단의 압력 전송기나 유량계 등.
일반적인 계측/제어 기기의 교정 작업은 대부분 핵연료 재장전 주기마다
수행됨.
명시적인 절차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교정주기와 교정 절차 확인을 위해
계측/제어부 직원과 면담 필요
동일 기능하는 2개이상의 계측/제어 기기가 하나의 펌프나 밸브 등을
작동시키거나(예: 2개의 압력 전송기가 하나의 밸브 개방시) 하나의
계측/제어 기기가 하나의 펌프나 밸브를 작동시키지만 동일 기능하는
펌프나 밸브가 많을 경우(예: 압력전송기 PT1에 펌프 P1, 다른 압력전송기
PT2에 동일 기능하는 펌프 P2) 에는 개별 교정오류와 공통 교정오류 함께
고려
나. RPS/ESFAS 계통
대상기기는 계측채널과 바이스테이블, 그리고 이들 기기와 관련 기기(변환기,
전원공급기 등)
표준원전 계측채널의 교정주기는 대부분 핵연료 재장전기간마다 수행되어
교정오류 발생 가능성이 18개월에 1번.
표준원전의 바이스테이블은 1개월에 1번씩 시험되어 교정오류 발생
가능성이 1개월에 1번. 하지만 울진원전 계측부 직원 면담결과 정기적인
시험시 이전 교정작업 수행한 경험이 없다고 함.
교정작업시 “O”점 조정, 전압이나 전류 변화에 따른 값 조정 등을 대표적인
공통원인 교정오류로 고려.
공통원인 교정오류는 동일 기능하는 각 채널 사이의 동일 형태
기기사이 고려
공통원인 교정오류의 일차적인 원인은 정밀 시험 교정장비로 간주.
핵연료 재장전시에는 각 채널별로 서로 다른 교정장비를 이용하여
교정하지 않기에 각 채널교정직무들 사이의 공통원인 교정오류
고려.
표준 원전에서는 교정용 표준 시험 장비(표준 연구소에서 교정)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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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정밀 시험장비를 교정함. 이 정밀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의 계측/제어 기기를 교정함. 교정된 정밀 시험 장비의 사용
기간은 시험 장비의 정밀도에 따라 사용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1년
정도임(표준기행 정비-04 및 계기절차서). 교정장비는 교정작업후
장비의 정확성을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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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고 전 인적오류 관련 절차서 소개
절차서에는 정기(발, 기, 전, 계)시험(기술지침서에서 규정한 시험) 절차서, 주기
주기 시험(발전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시험) 절차서, 계기시험 절차서, 정비
절차서가 있다. 2003년 현재 국내 원전에서는 모든 발전소 절차서와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수행중에 있어 본 부록에서 소개하는 절차서 내용과 일부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정기시험의 경우 정기-발은 발전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시험 절차서 역시 발전부에서 작성한다. 이외에도 모든 원전의
기술행정에 적용되는 표준기행이 있다. 표 부록 2-1에는 주요 표준 기행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시험관련 인적오류
시험 관련 절차서인 정기시험/주기시험 절차서를 통해 담당 계통의 기기가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한다. 계통분석자들은 담당계통관련 시험 절차서외에
다음과 같은 절차서를 검토한다:
가동중시험계획서: 안전등급 펌프 및 밸브 시험계획서
정기-발-34: 안전등급 밸브 동작시험
주기-09: 계통밸브 잠금상태 점검
주기-39: 회전기기 교체운전 및 점검
정지운전중에 수행된 시험이나 교정, 정비 작업의 오류는 발전소 기동전에
수행되는 가열전 상태점검에 따라 파악되어 정정될 수 있다(종합-01 상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대기 상태 운전의 가열전 상태점검 실시 목록).

교정관련 인적오류
분석 대상 기기의 신호와 관련된 기기의 해당 계기 절차서를 검토한다.
원자로보호계통과 발전소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관련 신호는 별도로
고려하기 때문에 계기 절차서를 검토할 필요 없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계통의
기기 시험 절차에서 교정관련 오류가 확인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지운전중에 수행된 시험이나 교정, 정비 작업의 오류는 발전소 기동전에
수행되는 가열전 상태점검에 따라 파악되어 정정될 수 있다(종합-01 상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대기 상태 운전의 가열전 상태점검 실시 목록).

정비관련 인적오류
정비와 관련된 절차서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고 전 인적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서는 없다. 대부분 정비작업은 다양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정비작업 요청시
필요에 따라 발전과장이 필요 작업지시서를 발행해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비작업후에는 정비가 올바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시험이 수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기시험이나 주기시험 절차에 따른다. 정비후에 수행되는 시험이 항시
정비시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전 인적오류를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발전소
직원이나 관련 절차서의 검토를 하여 확인해야 한다. 정지운전중에 수행된
시험이나 교정, 정비 작업의 오류는 발전소 기동전에 수행되는 가열전
상태점검에 따라 파악되어 정정될 수 있다(종합-01 상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대기 상태 운전의 가열전 상태점검 실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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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2-1 주요 표준기행 절차서 내용(1/2)
표준기행
기행- 정비관
1권
정비-03 리

시험
표준기행
기행장비
1권
정비-04
관리

10주기까지 계획, 통상은 3주기까지 계획하여 시행
일반적인 교정 절차: 표준시험장비 또는 교정용
표준시험장비로 정밀 시험장비 교정, 정밀 시험장비로
현장 계측기 교정
표준시험장비와
교정용표준시험장비는
국가가관에서 교정
- 정밀시험장비는 발전소 자체에서 교정
- 교정담당자는 3년마다 교육
PUMAS/N-III 에 포함되는 기기의 예방점검/정비 등에
적용,
발전과장: 정비등의 작업에 필요한 기기조작 및
작업의뢰서 발행한 것에 대한 검토,
정비주관부서장:정비후시험수행 여부 결정, 작업부서장:
제반 작업 수행후 정비부서에 정보제공,

작업책임자: 작업위한 제반환경 파악, 절차확인,
작업의 준비요건 등의 확인 및 통보, 작업부서장 결재,
표준기행
기행- 뢰서
정비주관 부서 담당자 확인, 발전과장에 작업허가
1권
정비-05 발급 및 요청, 중요작업
정비주관부서가 작업허가 신청
처리
발전과장: 기기격리/복구조작지시서 작성, 정비후시험
조작서 작성
면담결과 :
1.작업하는 모든기기에 꼬리표를 부착
2.품질부서가 입회하는 기기는 Q, T, R 등급이라고
절차서에서 명시. 하지만 인력이 모자라 선별적으로
입회. 품질부서 입회관련 기기에 대한 절차서는 품질
울품-1/2발-10-1, 품질감독 및 검사에 기술되어 있음
정기시험: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 요구
정기 및항목.
법적인 요건
표준기행
기행- 주기
2권
시험-02 시험
주기시험: 발전소 설계 및 제작 요건으로 계통,
수행
기기의 운전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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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2-1 주요 표준기행 절차서 내용(2/2)
계측설 계측설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관한 규정, 최소
기술행정
비
1달에 1번 점검하여 누설 등을 점검
기행-06
1권
예방점
검 관리
교정가능하고 주기적인 교정이 요구되는 기기에 적용,
- 운영기술지침서 관련은 1주기 1번에 교정,
계기검
- 제작사 권고가 있는 기기는 제작사 권고에 따라
교정
교정, 계기 교정 주기는 계기가 계통 등에 미치는
기술행정
대상항
기행-07
영향에
따른
중요도,
계기종류,
현장조건,
1권
목
및
안전등급, 발전소 정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교정주
등급을 부여해 주기 결정,
기 설정
교정작업은 교정작업 전산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
주간
기술행정
기행-08 효율
1권
점검
발전소
기술행정
정비
기행-11
1권
경향분
석
품질

출력 100% 운전상태에서 주 1 회 발전소 터빈 기기의
성능, 발전기 전기 출력, 2 차계통 주요기기의 성능 및
열소비율을 측정 - 기기성능 변화를 추적
PUMAS/N-III에 목록화된 기기들 중 고장수리정비
대상 기기에 대해 경향분석, 단위 기기별로 되어있음

Q,T, R, S 등급, class 1E & non class 1E, ASME class
울품품질등급 I, II, III에 대한 설명 및 이에 해당되는 기기 명시
2발-3-2
관리
품질부서의 감독 대상 업무는
- 정기 및 주기시험

품질

울품1/2발10-1

- 경상/계획예방정비 작업의뢰서
품질
감독 및- 가동중 점검 및 시험
검사
- 특수작업(용접, 비파괴검사, 열처리 등)
- 원전연료 재장전
품질부서에서 직접 입회하는 작업은 별도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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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보조급수계통 정기시험 절차서
보조급수계통의 시험 절차서 항목 10.1.1.8, 10.1.1.9, 10.1.1.10이 밸브
정상위치에 못두게 되는 경우로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해당 절차서를
굵은 글씨와 아래 밑줄로 표시를 하였다.
10. 1 보조급수 펌프 재순환 유량 시험
10. 1. 1 전동기구동 보조급수 펌프 재순환 유량 시험
10. 1. 1. 1 주제어실에서 전동기구동 보조급수 펌프 후단 유량조절제어기를
사용하여 밸브를 완전히 닫고 핸드스위치에 상태등이 점등됨을 확인한다.
계열펌 프 명 밸 브 명

유량
제어기

핸드
스위치

지 시 등

제어반

A

AFPP01A

AFV035

AF-LIK

AF-HS

-035A

-035A

녹 색

B

AFPP02B

AFV038

AF-LIK

AF-HS

(CLOSE/MOD)

-038A

-038A

PM07

10. 1. 1. 2 주제어실에서 전동기구동 보조급수 펌프 후단 격리밸브 핸드스위치의
CLOSE 버튼을 눌러 밸브를 닫는다.
계 열펌 프 명

밸 브 명 핸드 스위치

지 시 등제 어 반

A

AF-PP01AAF-V043AF-HS-043A녹 색

B

AF-PP02B AF-V046AF-HS-046A(CLOSE)

PM07

10. 1. 1. 3 주제어실에서 전동기구동 보조급수 펌프 핸드스위치의 START
버튼을 눌러 펌프를 기동한다.
계 열펌 프 명

핸드 스위치

지 시 등제 어 반

A

AF-PP01AAF-HS-009A적 색

B

AF-PP02B AF-HS-012A(START)

PM07

10. 1. 1. 4 현장에서 유량계를 보며 재순환 유량조절밸브를 열어 유량이 34.8 ℓ/s
(552.8gpm)가 되도록 밸브를 조절한다.
계 열펌 프 명

밸 브 명

유 량 계

A

AF-PP01AAF-V1015AAF-FI-013

B

AF-PP02BAF-V1015BAF-FI-016

주) 재순환 유량조절밸브가 열리면 주제어실 경보창에 "AUX FW SG1/2 BISI" 및
"SYSTEM TRN A/B INOP" 경보가 발생한다.
계 열펌 프 명

밸 브 명

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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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 반
(경보창)

A

AF-PP01AAF-V1015A

AUX FW SG 1

PM03

BISI

(UL-31)

SYSTEM TRN A INOP

(UL-16-1E)
PM03

AUX FW SG 2 BISI
B

PM07

(UL-32)

AF-PP02B AF-V1015B
SYSTEM TRN B INOP

PM07
(UL-16-2E)

10. 1. 1. 5 펌프를 안정된 상태로 2분 이상 운전한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붙임 14. 1의 시험결과 기록지에 기록한다.
1) 펌프의 입.출구 압력과 차압
2) 펌프 및 전동기 진동
10. 1. 1. 6 안전등급 밸브 AF-V1012A/V1012B의 열림 상태 및 안전등급 밸브
AF-V1014B/V1014A의 닫힘 상태를 점검하여 붙임 14. 3의 시험 결과 기록지에
기록한다.
주1) AF-V1012A/V1012B의 열림 상태는 유량계 FI-013/FI-016에 유량이
형성됨으로 안전등급 밸브의 열림을 확인한다.
주2) AF-V1014B/V1014A의 닫힘 상태는 유량계 FI-014/FI-015에 유량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안전등급 밸브의 닫힘을 확인한다.
10. 1. 1. 7 주제어실에서 전동기구동 보조급수 펌프 핸드스위치의 STOP 버튼을
눌러 펌프를 정지한다.
계 열펌 프 명

핸드 스위치

지 시 등제 어 반

A

AF-PP01AAF-HS-009A녹 색

B

AF-PP02BAF-HS-012A(STOP)

PM07

10. 1. 1. 8 주제어실에서 전동기구동 보조급수 펌프 출구 유량조절제어기를
사용하여 밸브를 완전히 열고 핸드스위치에 상태등이 점등됨을 확인한다.
계열펌 프 명

밸 브 명 유량 제어기

핸드 스위치 지시등 제어반

A

AFPP01A

AFV035

AF-LIK035A

AF-HS035A

B

AFPP02B

AFV038

AF-LIK038A

AF-HS038A

적 색
(OPEN)

PM07

주) 밸브를 열고 난 후 유량조절제어기는 자동 상태로 복구한다.
10. 1. 1. 9 주제어실에서 전동기구동 보조급수 펌프 후단 격리밸브 핸드스위치의
OPEN 버튼을 눌러 밸브를 연다.
계열펌 프 명

밸 브 명 핸드 스위치

지 시 등제어반

A

AF-PP01AAF-V043AF-HS-043A적 색

B

AF-PP02B AF-V046AF-HS-046A(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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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07

10. 1. 1. 10 현장에서 재순환 유량 조절밸브를 완전히 닫고 주제어실 경보창에
"AUX FW SG 1/2 BISI" 및 "SYSTEM TRN A/B INOP" 경보가 소멸되는지
확인한다.
계열펌 프 명

밸 브 명

경

보

AUX FW SG 1 BISI
A

AF-PP01AAF-V1015A

SYSTEM TRN A INOP
AUX FW SG 2 BISI

B

AF-PP02B AF-V1015B

SYSTEM TRN B I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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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 반
(경보창)
PM03(UL-31)
PM07
(UL-16-1E)
PM03(UL-32)
PM07
(UL-16-1E)

부록 4. 가압기 압력전송기 교정오류 파악과 정량
화
본 부록에서는 가압기 압력전송기의 교정오류를 파악하고 정량화하였다. 평가
대상 가압기 압력전송기는 표준원전 정기-계-25 절차서에 따라 교정작업이
수행된다. 이 교정작업은 핵연료 재장전시에 수행되며 출력 운전중에 이
전송기에 수행되는 시험이나 교정작업은 없다. 정기-계-25 절차서는 가압기의
계측채널에 대한 교정절차서이다. 이 절차서에서 가압기 압력전송기 계측채널에
수행되고 있는 교정작업 대상 기기는 압력전송기, I/V Converter 전자기판,
경보전자기판, isolator, V/I converter, 압력 지시계, DPS 케비넷 후단 압력
지시계, 압력기록계이다. 이중 ESFAS 계통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정오류 관련 기기는 압력전송기와 I/V converter 전자기판이다. 이 부록의
그림 첨부 1-2에 나타나 있듯이 압력전송기와 I/V converter의 교정오류는
교정작업이 종료된후 기동운전시 MCR에서 관측 가능하다. 하지만 교정장비로
인한 교정오류는 계측기 자체에도 교정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교정오류가 파악될지라도 압력 전송기의 교정오류는
압력전송기가 격납용기내에 있어 교정오류의 복구가 가능하지 않다. I/V
converter의 교정오류는 기동운전시 압력이 변함에 따라 쉽게 탐지 가능하고
복구가 가능해 정성적 선별지침 2의 나에 의해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교정장비
이상으로 인한 공통교정오류는 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려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압력 전송기의 개별적인 교정오류를 평가하고, 압력전송기와
I/V converter의 공통교정오류를 평가하였다. 이 부록의 1에는 전송기 개별
교정오류 평가가, 2에는 공통교정오류 확률 평가 결과가, 3에는 결어가 기술되어
있다. 첨부 1에는 교정작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ESFAS 계통에 대해
기술하였다. 첨부 2에는 울진 3,4호기 가압기 압력 계기의 압력전송기(PT)의
교정 절차가, 첨부 3에는 사고 전 인적오류 의존성 평가와 교정작업에 대한
공통원인고장 모델링이 기술되어 있다. 본 부록에서의 평가 결과는
인간신뢰도분석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중인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에 의한 정량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원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전송기 개별 교정오류 평가
첨부
3의
전송기
교정작업
절차
절차
세부
항목
모두에
대해
고장모드영향분석(failure mode effects and analysis)을 표 부록 4-1과 같이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행위가 중요 인적오류로 파악되었다:
교정작업전 전송기 압력 배기직무
교정작업 직무
교정작업후 압력차단밸브 개방직무
본문의 3장 2절 2에 있는 인간오류 확률 평가식 (1)과 (2)에서 평균정지시간
MDT와 기기상태 변경조작시간 T가 서로 같은 18월이기에 인간오류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HEP ≈ HER*MDT = ( Σ Pi x R i / T)*MDT = Σ Pi x R I
Pi: 인적오류 모드 i 발생 확률
R i: 회복인자, 처음 발생된 인적오류 모드 i 에 대한 감독자나 품질
부서 등의 점검 오류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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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4-1 전송기 교정작업에 대한 FMEA 결과
번
호

절차서
항목

고장모드

1

10.1.1.
1

적용대상
아님

2

10.1.1.
2

밸브
열린
상태

3

10.1.1.
3

배기실패

4

5

6

7

8

10.1.1.
4~
10.1.1.
6
10.1.1.
7
10.1.1.
8~
10.1.1.
9

교정장비
연결실패

0점
맞춤
실패
교정전
측정
안함,
잘못
측정

10.1.1.
10~

교정
안함

10.1.1.
12

교정
잘못

10.1.1.
13~

교정후
측정
안함,
잘못
측정

10.1.1.
14

9

10.1.1.
15~10.
1.1.17

교정장비
분리실패

1
0

10.1.1.
18

차단밸브
닫힘

1
1

10.1.1.
19

배기실패

오류

영향

비고

누락오
류

전송기 교정시 압력
걸릴
경우
교정
잘못할 우려

정지운전중
압력
걸릴
가능성 희박, 펌프 압력
변동시 밸브 개방여부 확인
가능, 10.1.1.7~10.1.8에서
확인 가능

누락오
류

대기압이상인 경우
교정 잘못할 우려

중요 인적오류

누락오
류

교정
위한
압력
생성
실패,
전류
측정 불가능 --- >
교정 불가능

교정이
불필요

교정전 측정치 잘못
나타냄.

직접적인 교정작업과 무관,
교정작업전
측정치
잘못
나타낼 우려

압력
증가.감소에
대한 교정전 측정치
알
수
없거나
제대로 알 수 없음

직접적인 교정작업과 무관,
교정작업에 대한 검토.비교
교정값으로서 의미

종류

누락오
류
조치오
류
누락오
류,
조치오
류
누락오
류,
조치오
류
누락오
류,
조치오
류

누락오
류
누락오
류

누락오
류

교정안할 경우, 이전
교정치
이상이면
문제,

불가능하기에

고려

중요 인적오류

교정 잘못으로 문제
발생
압력
증가.감소에
대한 교정후 측정치
알
수
없거나
제대로 알 수 없음

직접적인 교정작업과 무관,
교정작업에 대한 검토.비교
교정 값으로서 의미

전송기
불가능

압력

측정

작업자가 교정장비를 작업후
안 갖고 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

전송기
불가능

압력

측정

대기압 이상시 압력
측정 잘 못

중요 인적 오류, 작업대상
기기가
근거리에
있어
조치오류는 고려안함
10.1.1.3에서도
배기,
교정작업중
압력
걸릴
가능성 희박, 압력 펌프에
의한 압력 증가는 무시가능

중요 인적오류로 파악된 3가지 행위에 대해 THERP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표준원전의 계측 제어부 직원들과의 면담과 절차서 검토를 통해 평가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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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작업은 절차서에 따라 수행된다.
교정작업을 어렵게하는 위해요인은 없다.
안전관련 기기의 교정작업은 주 작업자와 감독자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평가 결과가 표 부록 4-2에 나타나 있다. 전송기 개별 교정오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전송기 주 작업자 교정 오류 확률 : 표 부록 4-2의 1(교정작업전 배기)은
0점 맞춤이나 교정작업 등에 의해 회복가능. 2의 교정작업은 교정작업후의
기록 등에 의해 또한 회복 가능. 회복 오류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0.1로
평가하면 0.5*0.003*0.1+0.5*0.003*0.1+0.002*0.1 + 0.003 = 3.3E-3(중앙
값)
주 작업자의 오류를 두 번째 작업자가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 교정
오류 확률 : 3.3E-3 *0.1 (두 번째 작업자가 파악 못할 확률)=3.3E-4(중앙
값)
표 부록 4-2 가압기 압력전송기 교정오류 평가 결과
N
o

절차서

수행 내용

1

10.1.1
.3

교정작업전
배기

10.1.1
.10

교정작업(압력
을
0%~100%,
100%~
0%
상하로 점검
및 교정)

2

~
10.1.1
.12

3

10.1.1
.18

교정작업
차단밸브
개방

오류

HEP(중앙값)

종류

(THERP
Table #)

누락
오류

누락
오류
조치
오류

후 누락
오류

비고

0.003(Table
7, #2)

전송기내
높은
압력
상태로 있을 가정 50%,
0점 조정이나
교정작업
등에 의해 회복 가능

0.003(Table
7, #2)

교정 잘못되어 있을 가정
50%, 교정작업결과 문서화
등에 의해 회복 가능

0.002(Table
10, #2)

교정작업결과
문서화
등에 의해 회복 가능

0.003(Table
7, #2)

2. 공통원인 교정 오류 확률 평가
공통원인 고장오류는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정의에 합당하게 병렬계통(다중채널
또는 다중계열)에만 적용한다. 즉, 교정작업에서는 계측채널간의 공통 교정오류와
교정장비의 이상으로 인한 공통원인 고장을 고려한다. 핵연료 재장전
기간동안에는 각 계측 채널에 대한 교정작업은 공통 절차를 사용하고, 동일
작업자가 교정작업을 수행하기에 개별 전송기나 계측기의 교정오류사이
공통교정오류 가능성을 고려한다. 즉, 공통 교정오류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이다:
•

동일 절차, 동일 작업자로 인한 공통 교정오류 : 동일 번호를 갖는 각
전송기의 채널 사이 또는 번호가 다르지만 절차, 동일 작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동일 기능/동일 형태의 계측기 교정작업

•

계측 장비 이상으로 인한 공통 교정오류: 동일 기능과 동일 형태의 전송기
사이 또는 유사 전송기 사이

각 전송기의 채널별로 개별 교정작업에 대한 공통교정오류를 고려하고, 동일
기능하는 동일 유형의 전체 전송기 사이에는 교정장비로 인한 공통교정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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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
전송기
전송기 개별 교정오류시 동일 절차, 동일 작업자로 인한 공통원인
교정오류는 이 부록의 첨부 3에 따라, 채널 교정 작업에 대한
인적오류 확률이 1.0E-3으로 평가시 채널 전체를 고장나게 하는
공통원인 고장 확률은 1.0E-4, 채널 개별 교정작업 인적오류(다른
인적오류와 독립인)는 9.00E-4가 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채널
교정오류가 3.3E-4로 평가되었으므로, 채널 공통 교정오류 확률은
3.3E-5, 개별 교정작업 인적오류 확률은 2.97E-4로 평가된다.
계측 장비인 공기 펌프의 교정오류로 인한 공통원인 교정오류:
발전소 직원과 면담결과 이러한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발생 경험 없다고 함. 또 교정장비에 대한 관리는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I/V converter 공통원인 교정오류: 개별 교정오류는 없기에 절차서나
작업자에 의한 공통 교정오류 고려하지 않는다. 교정장비로 인한 공통
교정오류는 같은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만일 I/V converter에 공통 교정오류가 있다면 전송기와 I/V converter의
교정장비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사건이름(basic event)을 사용하여 FT에
모델링한다.
3. 결어
이 절에서는 핵연료 재장전시 수행되는 압력전송기의 교정작업에 대한
교정오류를 정량화 하였다. 평가 결과 개별 채널의 교정작업 인적오류는 2.97E4(중앙 값), 전체 채널사이의 공통 교정오류는 3.3E-5 ( 중앙 값)으로 평가되었다.
평균 값을 사용하여 정량화 한다면 본 분석 결과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본 부록에서의 교정오류 정량화는 교정대상 기기의 기능이나 고장모드
등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고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문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모델링은 각 채널별로 개별 교정작업 인적오류와 공통교정오류를 별도로
한다. 각 채널별 교정작업 인적오류 사이의 의존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독립 RPS/ESFAS의 계측/제어 기기들은 핵연료 재장전이외에 1달 또는 3달에
1번씩 수행되는 정기시험시 교정작업이 수행된다. 핵연료 재장전시와는 달리
교정작업후에 복구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복구작업에 대한 기 발생 교정오류
회복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정계-14).
참고문헌
1) 민경란 외, “ 신뢰도 상세분석: 표준원전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KAERI/TR-2165/2002,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2) A.D.Swain and H.E.Guttman, "Handbook of Human Reliability Analysis with
Emphasis on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s", NUREG/CR-1278, S.N.L,
Aug. 1983
3) A. Mosley et al., “Procedures for Treating Common Cause Failures in
Safety and Reliability Studies”, NUREG/CR-4780, NRC(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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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의 첨부 1. ESFAS 계통 일반
ESFAS 계통은 그림 첨부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센서를 포함한 계측채널,
바이스테이블, 논리회로, 개시회로 및 부계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교정작업이 수행되는 기기는 그림 첨부1-2에서 점선내의 계측채널과
바이스테이블이다. 작동신호와 관련한 다양한 압력 및 수위 변수들은 ESFAS의
전압비교회로 (바이스테이블)에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 감시된다. 이들
공정 변수들은 4개의 독립된 계측채널에 의해 측정되며, 그림 첨부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계측채널은 감지기/전송기, 변환기/전원공급기, 지시계
또는 기록계 등으로 구성된다. 4개 채널의 계측 루프로부터 전달된 전압신호는
미리 정해진 트립 설정치와 비교를 위하여 해당 채널의 전압비교회로
(바이스테이블)에 전달된다. 어떤 공정 변수에 대한 1 개 채널이 트립 설정치에
도달하면 해당 채널의 바이스테이블은 바이스테이블 출력계전기를 비여자시킨다.

NSSS, Containment & Tank

Core Protection Calculator

RPS/ESFAS Measurement Channels

RPS Bistables

RPS/ESFAS Bistables

ESFAS Bistables

2/4 Matrix Logic

2/4 Matrix Logic

PPS Cabinet

Initiation Circuit

Initiation Signal

Initiation Circuit

Initiation Signal

Trip Circuit Breakers

Interface Relays
Actuation
Signal

Subgroup Relays

ESFAS-Aux. Relay Cabinet
그림 첨부1-1.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단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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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첨부1-2. 전형적인 계측채널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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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의 첨부 2 울진 3,4호기 가압기 압력 계기의 압력전송기(PT)의 교정 절차
울진 3,4호기 가압기 압력 계기의
같다(정기-계-25).
10.1.1.1

압력전송기(PT)의 교정 절차는

다음과

교정하려는 전송기는 다음과 같다.
PT-101A

PT-101B

PT-101C

PT-101D

PT-199X

PT-102A

PT-102B

PT-102C

PT-102D

PT-199Y

PT-103

PT-104

PT-105

PT-106

10.1.1.2

전송기의 압력 차단 밸브를 완전히 잠근다

10.1.1.3
전송기의 배기 플러그를 서서히 열면서 전송기의 압력을 서서히
분출 시킨후 잠근다.
10.1.1.4

전송기의 압력단에 압력 시험 펌프를 연결한다.

10.1.1.5

전송기의 덮개를 연다.

10.1.1.6
연결한다.

전송기의 시험 단자에

10.1.1.7

압력 시험 펌프에 압력계를 연결하고 영점을 맞춘다.

‘mA’ 측정할 수 있도록 전류계를

10.1.1.8
교정하려는 전송기의 신호 압력을 0%, 25%, 50%, 75%, 100%가
되도록 증가시키면서 ‘mA’출력을 붙임 14의 ‘교정전’란에 기록한다
10.1.1.9
교정하려는 전송기의 신호 압력을 100%, 75%, 50%, 25%, 0%가
되도록 감소시키면서 ‘mA’출력을 붙임 14의 ‘교정전’란에 기록한다.
10.1.1.10
신호 압력을 0%에 정확히 맞추고 전송기의 영점 조정기를
사용해서 영점을 조정한다.
10.1.1.11
신호 압력을 100%에
조정기를 사용해서 스팬을 조정한다.
10.1.1.12
반복한다.

정확히

맞추고

전송기의

스팬

영점과 스팬이 정확히 맞을 때까지 10.1.1.10항과 10.1.1.11항을

10.1.1.13
교정하려는 전송기의 신호 압력을 0%, 25%, 50%, 75%, 100%로
증가시키면서 전류계의 지시치를 붙임 14의 ‘교정후’란에 기록한다.
10.1.1.14
교정하려는 전송기의 신호 압력을 100%, 75%, 50%, 25%, 0%로
감소시키면서 전류계의 지시치를 붙임 14의 ‘교정후’란에 기록한다.
10.1.1.15

전류계를 분리한다.

10.1.1.16

전송기의 덮개를 닫는다.

10.1.1.17

압력 시험 펌프를 분리한다.

10.1.1.18

전송기의 압력 차단 밸브를 완전히 연다.

10.1.1.19

전송기의 배기 플러그를 열어 충분히 배기시킨 후 다시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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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의 첨부 3. 사고 전 인적오류 의존성 평가와
공통원인고장 모델링

교정작업에 대한

직렬계통, 즉, 인적 오류가 고장수목상의 “OR” 논리로 결합된 인간행위 사이에는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의존성의 고려는 병렬계통 즉, 고장수목상에
“AND”논리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인간행위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고려대상
오류는 주로 누락오류(error of omission)이다. ASEP을 토대로 만든 아래의 그림
첨부 3-1을 토대로 사고 전 인적 오류의 의존성을 평가한다.

동시 또는 연
속 작업

동일작업자가 동일
절차서 사용하여 작업
ye s

기기 이웃

정보기록
구

요 의존성
수준

ye s

h igh

no

c o m p le te

ye s

lo w

no

m e d iu m

ye s

no
A*B
no
동일 절차서 사용하여 작업

ze ro

그림 첨부 3-1. 사고 전 인적오류 의존성 평가 기준
1) 동시 또는 연속작업: 시험/교정/정비 등의 작업 등이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수행될 경우 해당 업무에 적용된다. 이 경우 대부분 동일
작업자가 동일 절차서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되는 업무는
대부분 두 채널의 동시 교정작업이거나 펌프를 동시 또는 연속 시험시
관련 밸브들이다. 동시 또는 연속작업이 아니더라도 동일 계측장비를
사용할 경우 동일 계측장비 사용으로 인한 공통원인 고장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2) 기기 이웃: 기기가 이웃해 있으면 의존성이 증가한다. 이웃에 대한 판단
여부는 12미터(4피트이내) 이격 거리이내 또는 같은 일반구역(동일 방
등) 여부이다.
3) 정보기록 요구: 각 기기에 대한 정보 요구시 의존성 수준은 낮아진다.
교정작업에 대한 공통원인고장 모델링과 정량화
정지/저출력시에는 채널별 구분이 없이 지역별로 교정작업을 수행하기에(울진제
어.계측부 직원에 의하면 정지/저출력시에는 작업 물량이 많아 채널별 구분 안함)
채널 교정작업에 대한 공통원인 고장과 교정장비로 인한 공통원인 고장 2가지를
모델링 해야한다. 의존성 수준 평가는 아래의 표 첨부 3-1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34

표 첨부 3-1 인적오류 의존성 수준에 따른 정량화 식
Level of
Dependence

Calculation

Minimum Conditional
Probability

Complete

P A∧B = P A

1.0

High
Medium
Low
Zero

1+P B
2

0.5

P A∧B =P A

1+6•P B
7

0.14

P A∧B =P A

1 + 19 • P B
20

0.05

P A∧B =P A

P A∧B =P A •P B

P(B)

채널은 보통 4가지인 A, B, C, D로 구성되어 있다. 계통 정량화후에 이들 채널들
의 인적오류 사이 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장 기준이 3 of 4이므로 A, B, C, D
를 각 채널의 개별 인적오류라면 인적오류 의존성은 AB(AC, AD, BC, BD,
CD)*hardware, ABC, ABD, ACD, BCD사이 발생된다. 이들 인적오류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채널 A에 대한 교정작업 인적오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자:
AT = AI + CAB + CAC + CAD + CABC+ CABD+ CACD + CABCD
여기서, AT는 채널 A의 전체 인적오류, AI는 채널 A의 개별 인적오류, CXY는 채
널 X와 채널 Y의 공통 인적오류, 각각의 사건은 서로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다.
4개의 채널이 있을 경우, A와 C 채널, B와 D채널은 같은 계열에 있다. 핵연료 재
장전시에는 보통 지역별로 작업이 수행됨으로(울진 계측 제어부 직원 면담), 그림
첨부 3-1을 토대로 동일 계열의 채널 A와 C, 채널 B와 D의 교정작업은 동일지
역내에서 수행됨(울진 계측제어부 직원 면담)으로 high dependency이고 다른 계
열 사이의 채널간에는 계열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의존성이 low
dependency로 평가된다. 따라서 독립 교정인적오류와 공통 교정오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AI) = 채널 개별 교정인적오류 확률 = Q1
P(CAB )= P(CAD )≈ 0.05*채널 개별 교정인적오류확률= Q21= 0.05Q1
P(CAC ) ≈ 0.5*채널 개별 교정인적오류 확률= Q22= 0.5Q1
P(CABC)=P(CABD) =P(CACD )= Q3
≈ 0.025*채널 개별인적오류 확률= 0.025* Q1
P(CABCD) ≈0.5*0.05*0.5*채널 개별 인적오류 확률= Q4 = 0.0125 Q1
따라서, 인적 오류만을 고려한 계통 고장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가능하다:
P(Sfail-human)≈4{Q1}3+4Q1Q22+8Q1Q21+6{Q21}2+8Q21Q22+{Q22}2+4Q3+ Q4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각 채널의 고장확률를 P(AT, BT, CT or DT ) ≈ Qind+
Qccf 로 모델링 한다면, 즉 각 채널의 고장확률을 독립 인적 오류와 공통원인 인
적오류 2가지로 모델링 한다면 공통원인 인적오류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된
다:
Qccf ≈ 4Q1Q22+8Q1Q21+6{Q21}2+8Q21Q22+{Q22}2+4Q3+ Q4
=2.865{Q1}2+0.1125Q1 ≈ 0.1125*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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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채널의 교정 인적오류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한다:
채널 개별 교정작업 인적오류 + 채널 교정작업 공통원인 인적오류( 0.1125* 채
널 개별 교정작업 인적오류 ) + 교정장비 공통원인 인적오류 ( 본 분석에서는 0)
예를 들어 채널 교정 작업에 대한 인적오류 확률이 1.0E-3으로 평가 되었다면,
채널 전체를 고장나게 하는 공통원인 고장 확률은 1.0E-4가 된다. 채널 개별 교
정작업 인적오류(다른 인적오류와 독립인)는 9.00E-4가 된다.
중수로와 같이 고장 기준이 2 o f 3인 경우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통원인
고장확률을 구하여 모델링 한다. 즉 채널 A, B, C가 있을 경우 각 채널사이 간격
이 작다면 각 채널사이의 의존성을 high dependency로 평가하고, 채널사이의 간
격이 충분히 넓다면 low dependency로 평가한다.
1) high dependency로 평가 된경우
P(S fail-human)≈ 3{Q1}2 +3Q2 + Q3 = 3{Qind}2 + Qccf
Qccf ≈ 3Q2 +Q3= 1.75Q1= 1.75*채널개별 인적오류 확률
2) low dependency로 평가 된경우
P(S fail-human)≈ 3{Q1}2 +3Q2 + Q3 = 3{Qind}2 + Qccf
Qccf ≈ 3Q2 +Q3= 0.153Q1= 0.153*채널개별 인적오류확률
따라서, 각 채널의 교정 인적오류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한다:
채널 개별 교정작업 인적오류 + 채널 교정작업 공통원인 인적오류( 1.75(또는
low dependency인 경우 0.153)* 채널 교정작업 인적오류 확률 ) + 교정장비 공
통원인 인적오류 ( 교정장비 관리가 잘되어 있고 운전 경험상 고장이 없다면 0,
최종 모델링 여부는 운전 경험 검토 및 직원 면담후 결정)
예를 들어 채널 교정 작업에 대한 인적오류 확률이 1.0E-3으로 평가 되었다면,
교정작업 상호간 high dependency인 경우 공통원인 고장 확률은 3.64E-4가 되
고, 채널 개별 교정작업 인적오류(다른 인적오류와 독립인)는 6.36E-4가 된다.
Low dependency인 경우에는 공통원인 고장 확률은 1.33E-4가 되고, 채널 개별
교정작업 인적오류(다른 인적오류와 독립인)는 8.67E-4가 된다.
인적오류를 2가지인 독립 인적오류와 공통원인 인적오류 2가지로 모델링하는 방
식은 인적오류에 의한 채널별 공통원인고장 CXY와 채널 하드웨어가 동시에 고장
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에 계통 신뢰도에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다소 낙관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정량화 결과에 대해 별도로 의존성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이 있다.
만일 계열별로 시차를 두고 교정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교장작업으로 인한 계열사
이의 공통원인 고장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동일 계열에 있는 채널 A와 C, B와 D
사이의 공통원인 고장만을 고려한다. 교정장비로 인한 공통원인 고장 발생 가능
성도 있지만 표준원전의 경우에는 교정장비가 잘 관리되고 있어 장비로 인한 교
정오류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정장비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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