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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표준 원전 PSA에서의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과 정량화 

 

II. 연구개발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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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원전의 PSA 모델의 품질향상을 위해 ASME PRA Standard를 사용하여 

표준원전 PSA 모델을 평가하고 품질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준원전 

PSA에서의 사고 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에 대한 평가결과, 사고 

전 인적오류 HRA 요건 15개 항목중 10개 항목이 개선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 원전 PSA에서의 사고 전 

인적오류의 인간신뢰도분석 품질이 ASME PRA Standard Category 

I+로 평가되는 것을 목표로 사고전 인적오류에 대해 인간신뢰도분석을 

새로이 수행하였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표준 원전 PSA에서 고려하는 계통 중 RPS/ESFAS를 제외한 모든 

수동밸브와 계측/제어 기기에  잠재적인 사고전 인적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에 따라 모델링할 인적오류를 

파악하고 정성적으로 선별된 인적오류는 그 근거를 문서화하였다. 

수동밸브에 이웃한 기기들의 시험/정비 등의 작업과 관련된  사고전 

인적오류 파악을 위해 160대의 수동밸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정비/시험작업 관련 사고 전 인적오류  64건을 파악하고 정량화하여 

관련계통에 모델링하였다. 교정작업관련 인적오류 파악을 위해 56대의 

계측/제어 기기에 교정작업으로 인한 잠재적인 사고 전 인적오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교정작업 사고전 인적오류 독립사건 33건, 

그리고 공통원인 사건 12건을 파악하고 정량화하여 관련 계통에 

모델링하였다. 정성적 선별에 대한  근거의 문서화와 상세 정량화를 

위한 입력정보의 파악을 위해 분석 대상 계통의 절차서(시험/운전 

등)와 P&ID, C&ID, 등을 검토하고 발전소 직원과의 면담, 그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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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를 수행하였다. 상세 정량화시 사용된 입력정보와 그 근거는 모두 

문서화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새로이 파악된 사고전 인적오류는 모두 91건으로, 시험/정비관련 46건, 

교정오류 관련 45건이다. 표준원전 PSA에서 새롭게 파악된 사고전 

인적오류가 노심손상빈도 미치는 영향은 약 1.81%로 나타났다. 새로이 

파악된 인적오류 중 교정오류의 영향이 노심손상빈도 변화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인간신뢰도분석 결과에 대해,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해 등급을 자체 평가한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II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의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인간신뢰도분석 결과는 

ASME PRA Standard의 Category II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원전 PSA 품질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RPS/ESFAS 계통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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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s of Pre-Accident Human Errors in the PSA of 
K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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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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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SME PRA Standard, 
evaluated the PSA model of the KSNP and identified the items to be improved to 
enhance its quality. The evaluation results of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 of 
the pre-accident human errors in the PSA model for the KSNP showed that 10 
items among 15 items of supporting requirements for those in the ASME PRA 
Standard were identified as them to be improved.  Thus, we newly carried out a 
HRA for pre-accident human errors for the KSNP as the target of grading its 
quality above ASME PRA Standard Category I+.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We considered potential pre-accident human errors for all manual valves and 
control/instrumentation equipments of the systems modeled in the KSNP PSA 
model except reactor protection system/ engineering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 (RPS/ESFAS). We identified pre-accident human errors to be modeled 
using the Korea Standard HRA method. The reasons of not being modeled for all 
the potential pre-accident human errors screened out were documented. We 
reviewed 160 manual valves to identify the pre-accident human errors related to 
the test and maintenance tasks of equipments adjacent to them. We reviewed 56 
control/instrumentation equipments to identify the pre-accident human errors 
related to the calibration tasks of them. Finally, we identified 64 pre-accident 
human errors related to the test and maintenance tasks and identified 33 
independent and 12 common pre-accident human errors related to the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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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and modeled them into the related systems. To document the reasons of not 
being modeled for all the potential pre-accident human errors screened out and to 
identify information for the detailed quantification, we reviewed several 
procedures such as testing and operation procedures, P&ID, and C&ID for the 
systems to be analyzed, had interviews with plant staff, and performed walk down. 
Information of all the input and bases for the detailed quantifications was 
documented using the quantification sheets.   
 
IV. Results of Project 
The number of the new identified pre-accident human errors is 91.  Among them, 
the number of those related to testing/maintenance tasks is 46. The number of 
those related to calibration tasks is 45. The core damage frequency (CDF) of the 
KSNP PSA model is increased by 1.81% due to new identified pre-accident 
human errors.  It was identified that the dominant contributors of the new pre-
accident human errors to the CDF of the KSNP PSA model was those for the 
calibration tasks. The self-assessment results for the new HRA results using the 
ASME PRA Standard show that almost items of its supporting requirements for 
pre-accident human errors were graded as its Category II. 

 

V. Proposal for Ap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HRA results for the pre-accident human error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greatly helpful to improve the PSA quality for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because they have sufficient PSA quality to meet the 
Category II of  supporting requirements for the pre-accident human errors in the 
ASME PRA Standard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hat the HRA for the 
potential human errors of the RPS/ESFAS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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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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규제기관이 ASME PRA Standard를 선호하기 때문에, ASME PRA 

Standard를 사용하여 파악된 품질향상 사항을 해결하여 표준원전의 

리스크 모니터 모델인 PRIME-U34i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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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원전 PSA의 HRA에 대해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고 후 인적오류의 HRA보다 사고 전 

인적오류의 HRA에 대한 보완사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6,7,8). 

파악된 사고 전 인적오류의 HRA 보완사항 중 50%이상이 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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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오류의 파악과 선별분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 원전 PSA 모델의 사고전 인적오류의 

인간신뢰도분석 품질이 ASME PRA Standard Category I+로 평가되는 

것을 목표로 사고전 인적오류에 대해 인간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한 새로운 분석결과는 별도의 보고서9) 에 기술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ASME PRA Standard내용과 HRA 요건, 그리고 

ASME PRA Standard를 토대로 한 표준원전 PSA의 사고 전 인적오류 

HRA 평가결과를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사고 전 인적오류의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10) 소개와 그 적용 결과를, 끝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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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한 등급 평가결과  
 이 장의 1절에서는 ASME PRA Standard에 대한 개요와 동 지침서에 

기술된 인간신뢰도분석 요건에 대해 기술하였다. 2절에서는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한 표준원전의 사고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 등급 

평가 결과6,7,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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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SME PRA 

Standard의 II등급을 만족 해야 한다. 표 1에 ASME PRA Standard의 

등급1,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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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 

범주와 
상세수준 
정도 

인적행위를 포함해

계통이나 계열 
수준에서 상대적 
중요 기여 인자 

파악 

인적행위를 포함해

구조, 
계통,기기(SSC) 
수준에서 상대적 
중요 기여 인자 

파악 

인적행위를 포함해

기기수준에서 
상대적 중요 기여 

인자 파악 

발전소 특성 
반영정도 

발전소의 고유한 
설계와 운전 

설비를 제외하고 
일반 데이터/모델 

사용 

주요 기여 인자에

발전소 고유  
데이터/ 모델 사용

이용가능시 모든 
기여인자에 발전소

고유 데이터/모델 
사용 

발전소 
반응에 대한 

실제성  
반영 정도 

실제성의 
이탈정도가  

의사결정(결론과 
위험도)에 작지않은

영향 줄 것 같음 

실제성의 
이탈정도가  

의사결정(결론과 
위험도) 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음 

실제성의 
이탈정도가 

의사결정(결론과 
위험도) 에 영향을

안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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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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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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파악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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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고 사고후 

인적오류 평가에는 ASEP(Accident Sequence Evaluation Program)13) 

HRA을 사용하였다. 사고 전 인적오류에는 절차서에 따라 보수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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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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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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47%), II 등급은 

11개(32.4%), III 등급은 3(8.8%)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II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세부항목이 58.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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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HRA 분석자가 사고 전 

인적오류 HRA에 적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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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경험에 대한 미국 NRC의 연구 보고서14)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등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고 전 인적오류 HRA를 위한 보완사항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8): 

 사고 전 인적 오류에 대해 체계적인 인간 신뢰도 분석 절차서를 

사용하여 계기교정 직무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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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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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표준원전 사고 전 인적오류 HRA 등급평가 결과   
요건 분류 I 

등급

미만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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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HR-A2:계기교정 직무

파악 
HR-A3:인적 오류로 인한

CCF* 유발 업무 파악 
HLR-HR-B(2): 사고 

전 인간 오류 
선별근거 마련 

 2   HR-B1:개별행위 선별

근거 
HR-B2:인적 오류로 인한

CCF 유발 업무 선별 
HLR-HR-C(3): 사고 
전 인간 오류 정의 

1  2  HR-C3: 대기 안전계통의

기동실패 연관 교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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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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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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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표준 인간신뢰도 
방법 적용   

본 장에서는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10) 

소개와 이의 울진 3&4 PSA 모델에 적용 결과를 기술하였다. 1절에서는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을, 2절에서는 인적오류 파악과 정성적 선별을, 

3절에서는 정량화 결과를 기술하였다. 끝으로 4절에서는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한 등급(category) 재 평가 결과와 새로이 파악된 사고 

전 인적오류의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 

민감도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제1절 사고 전 인적오류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  

이 절에서는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8)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1.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과 선별  

사고 전 인적오류의 파악을 위해 계통분석자는 담당하고 있는 계통의 

정.주기 시험, 교정작업, 정비작업과 관련한 절차서를 검토하여 사고 전 

인적오류를 파악한다. 인적오류 파악시 표 4의 지침을 사용한다. 

일차적으로 파악된 잠재적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해 인간신뢰도 분석자는 

표 4의 지침에 따라 정성적으로 선별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를 하여 

최종 모델링 여부를 결정한다. 모델링해야 할 인적오류 사건은 정량적 

선별분석을 수행하던지 상세분석을 수행한다. 

 

2. 상세 정량화  

 

가. 상세정량화 식  

상세 정량화는 다음의 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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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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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통분석자에 대한 사고 전 (정비/시험/교정) 인적오류 모델링 지침 
1.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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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 

B 기기의 정비작업  또는 시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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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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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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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펌프 등의 정기적인 시험 또는 정비 작업시 교차(staggering)방법이 아닌

동시(simultaneous) 또는 연속(sequential) 작업 수행시 관련 기기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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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상태가 shift마다 점검되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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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정비나 교정 작업 후에 기동절차서 등에 따라 계통 또는 기기가 재 배열되거나

운전되어 시험/정비/교정 관련 인적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바 위의 항목이외의 경우로써 PRA 결과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  

3. 사고 전 인적오류로 인한 공통원인고장 사건 모델링 지침 

3.가 
2계열 이상으로 이루어진 계통내의 기기들이 교차방식으로 시험되거나 정비 작업이

수행되면 인적오류로 인한 공통원인고장 사건은 고려 안 한다 

3.나 
교차방식으로 시험 또는 교정되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기기들 사이의 인적오류로

인한 공통 교정오류 가능성을 고려한다 

 

HER 과 MDT 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ER = ∑ α x Pi x Ri / T …………………………….(2)  

       Pi: 인적오류 모드 i 발생 확률, 본 분석에서는 누락오류만을 가정   

       Ri: 회복인자, 처음 발생된 인적오류 모드 i 에 대한 다른 작업자나 

 품질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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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기에 평균정지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9

MDT= H1 + C1 x H2 + C1xC2xH3 + .......+ C1x C2x ...Cm-1 x Hm-1 

………………………………………………………………………..(3)  

        m: 조작 사이의 확인 수,   

        H: 확인 사이 시간,  

        C: 주기적(일, 주, 월별 등) 점검시 확인 실패확률  

 

나. 인적오류 발생율 계산   

인적오류 발생율은 다음의 식처럼 표시가 가능하다:  

HER = α x P x R / T  

기본 HEP = P = ∑ Pi = 0.005, 오차인자(EF): 3  

α: 1/8 ~ 8사이의 값으로 절차서와 관리체계, 인간/기계 연계(MMI)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상수이다.  결국 α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며 각각의 

α값은 상, 중하로 평가되어 1/2, 1, 2의 값을 가지며 판단기준은 표 5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α= α절차서 x α관리체계 x αMMI수준  

 

표 5. α인자 판단기준 
항목  상 중 하 

절차서의 복잡(단계가 

많음) 여부  

평가 대상 기기와 직접

관련된 직무의 

절차서  중요행위(critical

action)에 대한  단계가

5step 미만,     

평가 대상 기기와 직접

관련된 직무의 

절차서  중요행위 

(critical action)에 

대한  단계가 5step ~10

step미만 ,  

평가 대상 기기와 직접

관련된 직무의 절차서 

중요행위(critical 

action)에 대한 단계가 

10step 이상  

문서화된 절차서 수준과 

관리체계 정도* 

점검항목 있는 절차서 

사용하고 & 작업에 대한

행정관리가 잘되어 있음.

점검항목이 있는 절차서

사용하거나 작업에 대한

행정관리가 보통임 

점검항목이 없는 절차서

사용하고  & 작업에 대한

행정관리가 잘 안되어 

있음. 

MMI 

수준**(기기배열과  I&C 

배치 수준, 인적오류 

확인 ) 

평가 대상 기기의 

배열이나 과 I&C 배치가

잘되어 있음 또는 기기

상태 확인이 MCR에서 

용이   

 평가 대상 기기의 

배열이나 또는 I&C 

배치가 보통임  

평가 대상 기기의 배열이

잘못되어 있거나  I&C 

배치가 잘 안되어 있음

*관리체계(admistrative control)가 잘되어 있다 여부 판단기준:  

 상(잘되어 있음): 한수원의 관리체계는 비교적 잘되어 있지만 QA부서에서 작업에 

직접 입회할 정도로 중요한 기기에 적용.  

 보통: 한수원의 Q, T, R, S 분류체계에서 Q 등급(안전관련 기기) 기기에 적용. Q 

등급 기기는 일반적으로 행정관리가 비교적 잘되어 있음. 하지만 보통으로 평가.  

 잘안되어 있음: 비안전관련 기기. 정비관련 작업을 위한 기기 배치작업은 대부분 

임시 절차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행정관리가 잘 안되어 있다고 기본적으로 

판단.  임시절차서는 또한 점검항목도 없는 것으로 판단.  

**MMI 수준: 기기 배열 또는 기기 I&C 배치의 잘되어 있느냐 여부는 직접 확인 또는 

관련 작업자와 면담하여 평가.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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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어 있음: 다른 기기와 식별이 잘되어 있고(표시(label)와 꼬리표(tag) 부착) 

기기가 잘 배열되어 있어(다른 기기와의 크기, 형태 등에 비해) 다른 기기와의 

식별이 용이함.  또는 MCR에서의 인적오류 확인 용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 보통으로 평가. 한수원의 현장에 있는 기기들 대부분은 

표시(label)와  꼬리표(tag), 자물쇠 잠금 표시 등이 비교적 잘되어 있음. 하지만 

다른 기기들과의 구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직접 현장 

방문하여 평가해야 함. 현장 방문하여 확인 안 할 경우 기본적으로 중으로 평가.    

 잘 안되어 있음: 평가 대상 기기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배열이 잘 못되어 

있음.  예) 라벨 식별이 잘 안되어 있음  

 

다. 회복인자 R 계산 

(식2)에서 회복인자 R은 표 6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최대 회복인자 적용은 

ASME HR-D41)( 다수의 recovery를 제한하는 최대치를 만든다)에 따라 

1.0E-2(2번이하)이상만 적용한다.  

 

표 6. 회복인자 R 계산 값 
번호 항목 근거 Table of THERP  비고 

절차서 or 

면담 

(A)T20-22, item 1 

Mean:5.8E-1, EF:5 

작업자와 high 

dependency 가정(동일

기관 동일 부서)  

  (B)T20-22, item 1 

Mean:2.8E-1, EF:5 

  

작업자와 medium 

dependency 가정(다른

기관 유사 부서) 

(1) Over-the shoulder 

insepction 

항시 zero이상의 종속성을 

고려해 평가  

  (C)T20-22, item 1 

Mean:2.03E-1, EF:5 

작업자와 low 

dependency(다른 

부서) 

(2) postmaintenance or 

postcalibration tests 

required and performed by 

procedure  

  T20-6, item 1 

Mean:1.61E-2, EF:5 

선별가능, CCF 가능성

있을 경우 적용  

(3) independent verification, 

using a written check-off 

list, which verify component 

status following 

maintenance/testing  

  T20-22, item 1 

Mean:1.61E-1,EF:5 

  

(4) original performer, using a 

written check-off list, makes

a separate check of 

component status at a later 

time 

   T20-22, item 1 

Mean:1.61E-1,EF:5 

  

(5) work shift or daily checks of

component status, using a 

written check-off list 

  T20-22, item 1 

Mean:1.61E-1,EF:5 

  

(6)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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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기적 점검시 실패확률  

(식2)에서 주기적 점검시 실패확률( C )은 일반적으로 THERP12)의 표 20-

6의 항목 1을 적용해 평균 1.61E-2, 오차인자 5를 부여해 평가한다.   

 

3. 종속성 평가  
ASEP을 토대로 만든 그림 1을 토대로 사고 전 인적 오류의 종속성을 

평가하고,  정량화는 표 7의 식을 이용한다.   

 

 
 동시 또는 연속작업: 시험/교정/정비 등의 작업 등이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수행될 

경우 해당 업무에 적용된다. 해당되는 업무는 대부분 두 채널의 동시 

교정작업이거나 펌프를 동시 또는 연속 시험시 관련 밸브들이다.  

 기기 이웃: 기기가 이웃해 있으면 종속성이 증가한다. 이웃에 대한 판단 여부는 

4미터(12피트이내) 이격 거리이내 또는 같은 일반구역(동일 방 등) 여부이다.  

 정보기록 요구: 각 기기에 대한 정보 요구시 종속성 수준은 낮아진다.    

그림 1. 사고 전 인적오류 종속성 평가 기준  
 

표 7. 인적오류 종속성 수준에 따른 정량화 식 
종속성 수준  계산 식   최소 조건부 확률 

완전(Complete)  P(A ∩ B) = P(A) 1.0 

고(High) P(A ∩ B) = P(A)*[ (1+ P(B))/2]  0.5 

중간(Moderate) P(A ∩ B) = P(A)*[ (1+ 6*P(B))/7] 0.14 

저(Low) P(A ∩ B) = P(A)*[ (1+ 19*P(B))/20] 0.05 

독립(Zero) P(A ∩ B) = P(A)*P(B)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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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실성 분석  
평균 값은 단순 계산(곱이나 덧셈등)을 통해 구하고, 오차인자는 각 

입력변수들의 입력변수에 대한 오차인자를 고려한 몬테칼로 모의실험을 

통해 오차인자를 구한다.  인적오류로 인한 공통원인고장 (human induced 

CCF)과 1.0E-3미만으로 평가된 인적오류 중 오차인자가 10미만으로 

계산된 인적오류에 대해서는 인적오류 확률 고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오차인자 10을 부여한다.  

 

 

제2절 표준원전의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    
정비나 시험 작업 등의 원인에 의해 사고 전 인적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기기는 밸브나 펌프 등 여러 가지 기기이지만 수동밸브를 제외한 

동력구동밸브와 펌프의 상태는 정상운전중 MCR에서 기기상태가 

확인가능하여 정성적으로 선별가능하다. 따라서, 수동밸브만이 실질적인 

사고전 인적오류 고려 대상 기기이다. 1에서는 수동밸브 관련 사고전 

인적오류15)를, 2에서는 RPS/ESFAS를 제외한 계측/제어 관련 교정작업의 

사고전 인적오류16)의 파악과 선별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수동밸브  

수동밸브의 기능은 여러가지 있지만 인적오류 발생관점에서 수동밸브의 

주된 기능은 수동밸브에 이웃한 동력구동 기기들의 정비나 시험시 이 

동력구동 기기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럴경우 수동밸브의 상태 변화가 올 

수 있다. 즉, 열려있던 수동밸브가 닫히게 되거나 닫혀있던 수동밸브가 

열려있게된다. 수동밸브 자체의 정비나 시험으로 수동밸브의 상태변화가 

올 수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이웃한 동력구동 기기들의 상태변화 

빈도보다 작아 고려하지 않는다. 수동밸브 관련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PSA 모델링 대상 모든 수동밸브에 잠재적인 사고전 인적오류를 

고려한다. 

 수동밸브 자체의 시험.정비로 인한 상태 변화 빈도보다 이웃한 

구동기기들의 정비나 시험 등으로 인한 수동밸브들의 상태변화 

빈도가 크다.  

 계측제어라인내의 수동밸브들의 상태변화는 교정오류에서 다룬다.  

 

PSA 모델링 대상 계통에서 모두 160대의 수동밸브에 잠재적인 사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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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오류를 고려해 최종 정비/시험작업 관련 사고 전 인적오류  64건을 

파악하여 관련 계통에 모델링하였다. 이전 인.허가 모델에서는 수동밸브 

관련 사고전 인적오류가 22건이었지만 새로이 46건의 인적오류를 

파악하여 모델링하였다. 사고전 인적오류 검토대상 수동밸브와 정성적 

선별 이유에 대한 사항 모두는 참고문헌 15에 기술되어 있다. 

 

2. 계측/제어 기기 
계측/제어 기기의 사고 전 인적오류는 이들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작업시 발생할 수 있다. 교정오류가 있으면 적정 

압력이나 수위 등에 따라 발생될 신호가 발생되지않거나 계측/제어 기기와 

관련된 기기가 작동이 안된다. 교정오류가 있더라도 MCR내에서 확인 

가능한 계측/제어 기기의 교정오류 대부분은 계측/제어 기기의 다중성 

설계로 회복오류의 정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정오류 대부분은 

바이스테이블 기기의 교정작업시 발생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RPS/ESFAS를 제외한 계측/제어 관련 교정작업의 사고전 인적오류에 

대해 인적오류의 파악과 정량화 결과를 기술하였다. RPS/ESFAS에 

대해서는 이미 교정오류가 분석되었다. 동력구동밸브들의 밸브 스템 이동 

거리(stroke distance)를 정하는 limiting switch 등에 대해서도 

교정작업을 수행하나 이와 관련된 교정작업은 자주 수행되지않고 이 

교정관련 인적오류 대부분이 동력구동 밸브 고장율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계측/제어 기기 관련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PSA에 모델링된 기기들의 작동이 계측/제어 기기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이들 계측/제어 기기 모두에 대해 잠재적인 사고 전 인적오류를 

고려한다. 

 PSA에 모델링된 기기와 연관이 없는 계측/제어 기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PSA에 모델링된 기기들의 경계에 계측/제어 기기가 포함되지않을 

경우에만 별도로 교정오류를 고려한다. 따라서, 동력구동밸브나 펌프 

등에 수행되는 교정작업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한다. 

 

PSA 모델링 대상 기기와 연관된 계측/제어 기기 56대에 교정작업으로 

인한 잠재적인 사고 전 인적오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전 인.허가 

모델에서는 RPS/ESFAS를 제외한 계통에 교정작업 인적오류가 없었지만 

새로이 사고전  인적오류 독립사건 33건, 그리고 공통원인 사건 12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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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관련 계통에 모델링하였다. 검토 대상 계측/제어 기기와 그 

결과가 참고문헌 16에 기술되어 있다.  

 

제3절 표준원전의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 
이 절에서는 앞의 2절에서 파악된 인적오류에 대한 정량화 결과를 

기술하였다. 인적오류는 분석 대상 기기별로 평가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시험절차서에 인적오류와 관련된 기기가 3개 있으면 3개의 기기 모두에 

사고전 인적오류를 별도로 고려한다. 모델링의 필요상 하나로 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각 기기의 인적오류 확률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모델링한다. 이 절에서는 대표적으로 수동밸브와 계측/제어 

기기의 관련 사고 전 인적오류 1건의 정량화 예를 기술하였다.   

 

1. 수동밸브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 예  
평가 대상 사고전 인적오류는 보조급수계통의 펌프 방출구의 수동밸브가 

닫혀있게되는 사고전 인적오류이다. 이 밸브는 펌프의 정비나 불시정비시 

닫히게되는데 펌프 정비작업후 작업자가 원위치에 제대로 두지못할 수 

있다. 그림 2에 이들 밸브가 나타나 있는데, 수동밸브 1005A, 1005B, 

1006A, 1006B이다. 펌프 정비후 수행되는 펌프 기능시험시 이들밸브의 

위치상태 파악이 안된다. (식 2)를 이용한 인적오류 발생율 HE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기기 상태 변경조작시간) = 1/Mf  (보조급수 펌프 고장 정비빈도, 펌프 

정비시마다 수동밸브가 닫힘) = 1/8.42E-5/hr (울진 3,4 보고서3) 참조) = 

1.187E+4 hr,  

정비시 정비작업 위한 기기 조작위한 절차서 step은 5미만으로 절차서 

수준 상.  절차서 대부분은 임시 절차서이기에 관리체계는 하.  MMI 

수준은 중.  

따라서 α x P: = 1/2*2*1*5.0E-3=5.0E-3 

R = 1, 정비작업 후의 성능시험시 주 작업자외에 별도의 작업자가 

참여할지 여부는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HER = α x P x R / T  = 4.21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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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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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사이 확인 수는 위의 T / H = 16.486, 즉 m=16.486≈17,  

주기적 점검시 확인 실패 확률 C = 1.61E-2 (THERP11)의  표 20-6, 

#1)가 되므로,  

MDT = H1 + C1 x H2 + C1xC2xH3 + .......+ C1x C2x ...Cm-1xHm-1  

      = 720 + 0.0161x720 + 0.0161x0.01x720 + …≈ 731.7 hr  

 

따라서, 펌프 고장 정비로 인한 인적오류 확률은 (식1)을 이용하면 

3.08E-4(평균 값)이 된다. 오차인자는 3이나 인적오류 확률 고유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10으로 평가하였다.   

수동밸브들 관련 시험/정비에 대한 사고 전 인적오류들의 정량화 결과 

요약은 표 8에 나타나 있고, 상세 정량화 결과는 참고문헌 17에 기술되어 

있다. 상세 정량화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위치변경이나 교정작업 주기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기기들에 대해,  

운전중인 계통의 위치변경이나 교정작업 주기는 18월로, 대기중인 

계통은 36월로 가정하였다. 

 이웃한 동력구동밸브의 정비 작업으로 인해 수동밸브의 위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정비작업직후에 이 수동밸브에 수행되는 별도의 

위치확인 작업은 없다. 

 수동밸브에 이웃한 기기들의 정비/시험 작업으로 인한 사고전 

인적오류 대부분은 정비작업으로 인한 것이다. 안전계통의 정기적인 

정비작업 대부분은 한계열식만 수행되기에 수동밸브에 대한 공통원인 

고장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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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표준 원전의 보조급수계통 단순계통도 



 

 

표 8. 수동밸브 관련 시험/정비 작업에 관한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 결

과 요약(1/3) 
Name Mean Error Factor Description 

AFOPUV1005AA 3.08E-04 1.00E+01 VV 1005A is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of MDP01A 

AFOPUV1005BB 3.08E-04 1.00E+01 VV 1005B is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of MDP 2B 

AFOPUV1006AB 3.08E-04 1.00E+01 VV 1006A is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of TDP 2A 

AFOPUV1006BA 3.08E-04 1.00E+01 VV 1006B is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of TDP 1B 

CCOPUVV1017A 2.78E-04 1.00E+01
CC: butterfly VV 1017 for CW chiller 01CA isolation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18B 2.78E-04 1.00E+01
CC: butterfly VV 1018 for CW chiller 01CB isolation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19A 2.78E-04 1.00E+01
CC: butterfly VV 1019 for CW chiller 02CA isolation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20B 2.78E-04 1.00E+01
CC: butterfly VV 1020 for CW chiller 02CB isolation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21A 1.39E-04 1.00E+01 DG01KA HX disch. line valve V1021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22B 1.39E-04 1.00E+01 DG01KB HX disch. line valve V1022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23A 2.78E-04 1.00E+01
CC: butterfly VV 1023 for CW chiller 01CA isolation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24B 2.78E-04 1.00E+01
CC: butterfly VV 1024 for CW chiller 01CB isolation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25A 2.78E-04 1.00E+01
CC: butterfly VV 1025 for CW chiller 02CA isolation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26B 2.78E-04 1.00E+01
CC: butterfly VV 1026 for CW chiller 02CB isolation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27A 1.39E-04 1.00E+01
SDC HX01A discharge line valve V1027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28B 1.39E-04 1.00E+01
SDC HX01B discharge line valve V1028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29A 1.39E-04 1.00E+01 CS HX01A discharge line valve V1029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030B 1.39E-04 1.00E+01 CS HX01B discharge line valve V1030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147A 2.78E-04 1.00E+01 CC HX HE01A disch. line valve V1147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148B 2.78E-04 1.00E+01 CC HX HE01B disch. line valve V1148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149A 2.78E-04 1.00E+01 CC HX HE02A disch. line valve V1149 is not restored after T&M

CCOPUVV1150B 2.78E-04 1.00E+01 CC HX HE02B disch. line valve V1150 is not restored after T&M

CSOPUVV1013A 1.39E-04 1.00E+01 VV1013 is not restored after T&M 

CSOPUVV1014B 1.39E-04 1.00E+01 VV1014 is not restored after T&M 

CSOPUVV1039A 1.39E-04 1.00E+01 VV1039 is not restored after T&M 

CSOPUVV1040B 1.39E-04 1.00E+01 VV1040 is not restored after T&M 

CVOPUV754 2.78E-04 1.00E+01 CH754 unavailable due to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CVOPUV755 2.78E-04 1.00E+01 CH757 unavailable due to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CVOPUV756 2.78E-04 1.00E+01 CH756 unavailable due to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CVOPUV757 2.78E-04 1.00E+01 CH755 unavailable due to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CWOPUAF-

1034A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AFW MDP 01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AF-

1034B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AFW MDP 02B) Remains 

Closed after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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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동밸브 관련 시험/정비 작업에 관한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 

결과 요약(2/3) 

Name Mean 
Error 

Factor 
Description 

CWOPUAF-1035A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AFW MDP 01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AF-1035B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AFW MDP 02B)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C-1082A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CCW Pp 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C-1082B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CCW Pp 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C-1083A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CCW Pp 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C-1083B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CCW Pp B)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H-1061A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Chg Pp 1)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H-1061B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Chg Pp 2)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H-1062A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Chg Pp 1)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H-1062B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Chg Pp 2)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H-1101A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Chg Pp 3)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H-1101B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Chg Pp 4)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H-1103A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Chg Pp 3)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H-1103B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Chg Pp 4)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S-1046A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CS Pp 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S-1046B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CS Pp B)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S-1047A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CS Pp 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CS-1047B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CS Pp B)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HS-1049A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HS Pp 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HS-1049B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HS Pp B)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HS-1050A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HS Pp 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HS-1050B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HS Pp B)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LS-1058A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LS Pp 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LS-1058B 2.78E-04 1.00E+01
Outlet Valve of Cubicle Cooler (LS Pp B)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LS-1059A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LS Pp A) Remains Closed after 

T&M 

CWOPULS-1059B 2.78E-04 1.00E+01
Inlet Valve of Cubicle Cooler (LS Pp B) Remains Closed after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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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동밸브 관련 시험/정비 작업에 관한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 

결과 요약(3/3) 

Name Mean 
Error 

Factor 
Description 

IAOPUVV1004A 8.52E-04 1.00E+01
After repairing air comp CM1 , error prob. of not opening 

1004A. 

IAOPUVV1005A 8.52E-04 1.00E+01
After Repairng Air Receiver (TK01), the error prob. of  not 

opening valve 1005. 

IAOPUVV1008B 8.52E-04 1.00E+01
After Repairing of Air Comp CM2, error prob. of not opening 

valve v1008 . 

IAOPUVV1009B 8.52E-04 1.00E+01
After Repairing Air Receiver (TK02), error prob. of not opening 

valve v1009. 

MSOPUVV1113 5.00E-03 1.00E+01
Manual VV1113 is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of  TBV 

1007 

MSOPUVV1115 5.00E-03 1.00E+01
Manual VV1115 is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of  TBV 

1008 

 

2. 계측/제어 기기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화 예  
평가 대상 사고 전 인적오류는 기기냉각수 펌프 후단에 있는 

압력전송기의 교정오류이다. 그림18) 3에 기기냉각수 펌프 후단의 

압력전송기 PT053이 나타나 있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PT053의 

신호는 PY053과 PY053B를 거쳐 제어실의 PI053에 전달된다. 실질적인 

기기냉각수 펌프 기동은 압력신호가 PY053A를 거쳐 PS053에 다다를 

경우 일어난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PT053, PY053A에 교정오류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PI053에 의해 제어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PS053에 있을 수 있는 교정오류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PS053에 대해서만 교정오류를 고려하였다. 압력 전송기는 

1주기(18월)마다 교정작업이 수행된다. 교정작업직후나 중간에 별도로 이 

압력전송기의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은 수행되지않는다.  정량화 대상 

인적오류에 대해 오류 발생주기와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세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식 2)를 이용해서 인적오류 발생율인 HE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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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준 원전의 기기냉각수계통 펌프 후단 압력 전송기 계측/제어도 

T(교정작업 시간) = 1/Mf  (교정작업 빈도, 18월마다 시행) = 1/(18월) 

하지만 계측/제어부 직원과의 면담결과 일반적인 교정작업은 교정작업 대상 

기기의 교정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만 교정을 수행한다고 한다. 

계측/제어부 직원들의 실질적인 교정작업은 30%미만이라고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보수적으로 교정작업 대상 기기가 교정이 잘 못되었을 경우를 

50%로 가정하면 교정작업 빈도는 36개월이 된다. 

정비시 정비작업 위한 기기 조작 절차서 step은 10이상으로 절차서 수준 

하.  교정작업 절차서는 대부분 문서화되어 잘 관리되어 있어 절차서 

관리수준 중.  MMI 수준은 중으로 평가.  

따라서 α x P: = 2*1*1*5.0E-3= 1.0E-2  

R = 1, 교정작업 후의 성능시험시 주 작업자외에 별도의 작업자가 

참여할지 여부는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 고려하지 않음.  

 

교정작업 중간에 잠재적 교정오류를 확인하는 시험은 수행되지않는다. 

따라서, 평균정지시간은 0.5이고, HEP는 바로 시간 단위를 없앤 HER에 

0.5를 곱한 값이되어 5.0E-3로 평가된다. 오차인자는 인적오류 확률 고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10으로 평가하였다.  

계측/제어 기기들의 교정작업에 관한 사고 전 인적오류들의 정량화 결과 요

약은 표 9에 나타나 있고, 상세 정량화 결과는 참고문헌 17에 기술되어 있

다. 상세 정량화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위치변경이나 교정작업 주기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기기들에 대해,  

운전중인 계통의 위치변경이나 교정작업 주기는 18월로, 대기중인 

계통은 36월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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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작업이 수행되는 공기조화계통과 기기냉각수계통. 필수해수계통의 

기기에 대해 잠재적인 교정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점검 작업은 

수행되지 않는다.  

 계측/제어부 직원과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교정작업은 항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정작업 대상 기기의 교정상태가 잘 못되었을 경우에만 

수행한다. 따라서, 교정대상 기기의 상태가 잘못되어 교정작업을 

수행할 확률은 0.5로 평가한다.   

 바이스테이블를 제외한 다른 기기의 교정오류는 대부분 작업중 또는 

작업직후 발견가능성이 커서 이들 기기의 교정상태가 제어실에서 확인 

가능하면 고려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교정오류확률은 

바이스테이블 교정오류 확률의 10%를 할당한다.  

 교정작업으로 인한 공통원인 고장 원인은 크게 교정작업시 사용되는 

기준(reference) 기기의 잘못이나 교정 대상 기기들 사이의 공통된 

절차나 작업자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공통된 절차나 작업자 등에 

의한 종속성은 보수적으로 모두 고 종속성(high dependency)으로 

평가하였다. 계측/제어부의 직원 면담과 절차서를 토대로 기준기기의 

잘못으로 인한 공통원인 사건은 고려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준기기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기준기기로 여러 기기들을 

교정하기 때문에 여러 기기들의 교정작업 수행시 그 기준 기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기기는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다. 

중요 기준기기는 표준연구원에서 직접 교정한다.  

 기준 기기를 계측/제어부 직원에게 내주기전에 관련직원이 점검하고, 

이 기준기기를 반납받은 후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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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계측/제어 기기 교정작업 사고 전 인적오류에 관한 정량화 결과 요약
(1/2) 

Name Mean 
Error 

Factor 
Description 

HCOPUAF-TE5152 3.29E-03 1.00E+01 Miscalibration of all TE/TS (AFW Pp Rm) 

HCOPUAF-TE51A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AFW Pp Rm A) 

HCOPUAF-TE52B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AFW Pp Rm B) 

HCOPUCC-TE43TO46 3.29E-03 1.00E+01 Miscalibration of all TE/TS (Chg Pp Rm) 

HCOPUCC-TE5758 3.29E-03 1.00E+01 Miscalibration of all TE/TS (CCW Pp Rm) 

HCOPUCC-TE57A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CCW Pp Rm A) 

HCOPUCC-TE58B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CCW Pp Rm B) 

HCOPUCH-TE43A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Chg Pp 1 Rm) 

HCOPUCH-TE44B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Chg Pp 4 Rm) 

HCOPUCH-TE45A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Chg Pp 3 Rm) 

HCOPUCH-TE46B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Chg Pp 2 Rm) 

HCOPUCS-TE3334 3.29E-03 1.00E+01 Miscalibration of all TE/TS (CS Pp Rm) 

HCOPUCS-TE33A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CS Pp Rm A) 

HCOPUCS-TE34B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CS Pp Rm B) 

HCOPUHP-TE3536 3.29E-03 1.00E+01 Miscalibration of all TE/TS (HPSI Pp Rm) 

HCOPUHP-TE35A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HPSI Pp Rm A) 

HCOPUHP-TE36B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HPSI Pp Rm B) 

HCOPULP-TE3132 3.29E-03 1.00E+01 Miscalibration of all TE/TS (LPSI Pp Rm) 

HCOPULP-TE31A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LPSI Pp Rm A) 

HCOPULP-TE32B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TS (LPSI Pp Rm B) 

HDOPUTE-013A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 (DG-AH05A) 

HDOPUTE-014B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 (DG-AH05B) 

HDOPUTE-051A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 (DG-AH03A) 

HDOPUTE-052B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 (DG-AH03B) 

HDOPUTE-065E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 (AAC DG-AH15E) 

HDOPUTE-066E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 (AAC DG-AH17E) 

HDOPUTE-067E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 (AAC DG-AH19E) 

HDOPUTE-AAC 3.29E-03 1.00E+01 Miscalibration of all TE (AAC DG Rm) 

HDOPUTE-EDG 3.29E-03 1.00E+01 Miscalibration of all TE (EDG Rm) 

HHOPUPS-07778 3.04E-03 1.00E+01 Miscalibration of all PDIS (ESW Pump Rm) 

HHOPUPS-077A 6.0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PDIS-077 

HHOPUPS-078B 6.0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PDIS-078 

HHOPUTE-05556 3.29E-03 1.00E+01 Miscalibration of all TE (ESW Pump Rm) 

HHOPUTE-055A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 (AH01A/02A) 

HHOPUTE-056B 6.50E-03 1.00E+01 Miscalibration of TE (AH01B/02B) 

IAOPUPW3113A 1.20E-02 3.00E+00 Pressure Switch 3113A calibration error. 

IAOPUPW3113B 1.20E-02 3.00E+00 Pressure switch 3113B Calibra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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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계측/제어 기기 교정작업 사고 전 인적오류에 관한 정량화 결과 

요약(2/2) 

Name Mean 
Error 

Factor 
Description 

CCOPUPI053A 5.00E-03 1.00E+01 Miscalibration error for pressure Indicator 053A 

CCOPUPI054B 5.00E-03 1.00E+01 Miscalibration error for pressure Indicator 054B 

CCOPWPI53-54 2.53E-03 1.00E+01 CCF due to human error(miscalibration) 

SWOPUPTI2A 5.00E-03 1.00E+01 Miscalibration error for presssure transmitter PTI2A 

SWOPUPTI2B 5.00E-03 1.00E+01 Miscalibration error for presssure transmitter PTI2B 

SWOPUPTI2C 5.00E-03 1.00E+01 Miscalibration error for presssure transmitter PTI2C 

SWOPUPTI2D 5.00E-03 1.00E+01 Miscalibration error for presssure transmitter PTI2D 

SWOPWPTI2 2.53E-03 1.00E+01 CCF due to human error (micalibration) 

 

 

제4절 보완사항과 민감도 분석 
표준원전 리스크 모니터 모델(PRiME-U3i)의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PRA 품질등급이 ASME PRA Standard Category I+이상이 평가되는 것을 

목표로 표준 HRA 방법을 이용한 인간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간신뢰도분석시 정성적 선별을 위해 관련 고장수목 담당자와의 면담, 

P&ID와 시험절차서 검토, 운전원과 발전소 직원 등의 면담 등을 

수행하였다.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하여 새로이 수행된 

인간신뢰도분석 결과를 평가한 결과, 표 10에 나타나 있듯이 앞의 

2장에서 파악된 II 등급미만 사항 중 대부분의 항목이 II 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II 등급미만으로 평가된 부분은 HR-D7으로써 

모든 계통 분석자들이 인적오류 측면에서 발전소 직원과의 면담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RPS/ESFAS까지 포함하여 ASME PRA Standard 

기반으로 PRiME-U3i의 PRA 품질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HR-A3, HR-B2 

항목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이 파악된 인적오류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위해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하였다. 울진 원전의 설계단계 PSA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인적오류가 

많아 이번 연구에 개발된 PRiME-U3i에 대해 평가하였다. 2005년 1월 

현재 PRiME-U3i에 모델링된 사고전 인적오류 건수는 RPS/ESFAS를 

포함하여 141건이다. 이들 인적오류 모두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노심손상빈도 감소는 2.2E-7/yr로 약 1.81% 감소를 나타내 사고 전 

인적오류의 전체 노심손상빈도 기여분은 약 1.77%로 판단된다. 새로이 

파악된 인적오류 모두를 고려하지않을 경우를 기본 노심손상빈도로 보고, 

새로이 파악된 인적오류 모두를 고려했을 경우 노심손상빈도는 1.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 민감도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노심손상빈도 증가분 중 지원계통(supporting system)과 교정오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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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표준원전 사고 전 인적오류 HRA 등급평가 결과 보완여부  
요건 분류 보완 관련사항 보완 수단 보완 

여부 

HLR-HR-A (3):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에 

체계적 절차서 

사용 

HR-A2:계기교정 직무 파악 

HR-A3:인적 오류로 인한 CCF 

유발 업무 파악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16 & 

본 보고서 표 

13 

보완 

보완 

HLR-HR-B(2): 

사고 전 인간 

오류 선별근거 

마련 

HR-B1:개별 독립행위 선별 근거

HR-B2:인적 오류로 인한 CCF 

유발 업무 선별 

참고문헌 

15&16 

참고문헌 

15&16 

보완 

보완 

HLR-HR-C(3): 

사고 전 인간 

오류 정의 

HR-C3: 대기 안전계통의 

기동실패 연관 교정업무 

참고문헌 16 보완 

HLR-HR-D(7): 

체계적인 절차서 

사용해 사고 전 

인간 오류 

정량화 

HR-D3:절차서/기기 배치 등 

고려 

HR-D4:회복오류 평가 근거 

HR-D5:체계적인 결합HEP 평가 

HR-D6:체계적인 불확실성 분석 

HR-D7:운전경험 반영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15,16,17 

참고문헌 17 

일부 계통 

반영  

보완 

보완 

보완 

 

보완 

부분 보완

 

 

표 11. 새로이 파악된 사고전 인적오류에 대한 민감도분석 
새로이 파악된 인적오류의 

민감도분석 항목 

증가분 증가율(기본 

CDF에 비해) 

비고 

모든 인적오류 고려시 2.2E-7 1.81%  

지원계통만 고려시 1.4E-7 1.15%  

전위계통만 고려시 8.0E-8 0.65%  

교정오류만 고려시 1.3E-7 1.06%  

수동밸브 관련 정비/시험만 

고려시 

9.0E-8 0.74%  

공통원인고장만 고려시 1.2E-7 0.99% 교정오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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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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원전의 PSA 모델의 

품질향상을 위해 ASME PRA Standard를 사용하여 표준원전 PSA 모델을 

평가하고 품질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준원전 PSA 모델에서의 사고 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에 대한 평가결과, 사고 전 인적오류 HRA 요건 

15개 항목중 10개 항목이 개선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표준 원전의 사고 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 

품질향상을 위하여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간신뢰도분석 수행은 먼저, 모든 

수동밸브와 계측/제어 기기 모두에 잠재적인 사고전 인적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의 사고전 인적오류 선별지침에 

따라 인적오류를 파악하여 모델링하였다. 정성적인 선별분석과 상세 

정량화시 사용된 관련 정보 모두는 문서화하였다. 수동밸브와 이웃한 

기기들의 시험/정비 등과 관련된  사고전 인적오류 파악을 위해 160대의 

수동밸브를 검토하여 최종 정비/시험작업 관련 사고 전 인적오류  64건을 

파악하고 정량화하여 관련계통에 모델링하였다. 교정작업관련 인적오류 

파악을 위해 56대의 계측/제어 기기에 교정작업으로 인한 잠재적인 사고 

전 인적오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교정작업 사고전 인적오류 독립사건 

33건, 그리고 공통원인 사건 12건을 파악하고 정량화하여 관련 계통에 

모델링하였다. 새로이 파악된 사고전 인적오류는 모두 91건으로, 

시험/정비관련 46건, 교정오류 관련 45건이다. 새롭게 파악된 사고전 

인적오류가 PRiME-U3i에 미치는 영향은 약 1.81%로 나타났다. 새로이 

파악된 인적오류 중 교정오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인간신뢰도분석을 수행하고 

인간신뢰도분석시 사용된 관련 정보 모두를 문서화함으로써 ASME PRA 

Standard에 따른 등급 자체평가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II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인간신뢰도분석 결과는 ASME 

PRA Standard의 Category II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원전 PSA 품질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RPS/ESFAS 계통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운전 경험을 통해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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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오류의 정량적 평가 결과는 일반적으로 일반 데이터를 토대로 

인간신뢰도분석시 얻어진 정량화 결과와 다르다. 또, 계측/제어 기기들의 

독립고장과 공통원인 고장 사건들에는 인적오류가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와 같이 별도로 계측/제어 기기에 사고 전 인적오류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보수적으로 기기 신뢰도를 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보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교정오류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하거나, 또는 교정오류를 고려하는 계측/제어 기기에 대해서는 

인적오류를 고려하지 않고 hardware의 고장율을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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