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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표준 원전 PSA에서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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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개선 작업이 수행된 표준원전의 

새로운 risk monitor 모델은 PRiME-U3i로 부른다. 기존의 표준원전 PSA 

모델에서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에 대한 평가결과, 문서화 

요건을 포함한 사고 후 인적오류 HRA 요건 19개 항목중 10개 항목이 

개선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 원전 PSA에서의 사고 

후 인적오류의 인간신뢰도분석 품질이 ASME PRA Standard Category 

I+로 평가되는 것을 목표로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해 인간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PRiME-U3i의 인간신뢰도분석은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인간신뢰도분석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은 ASME PRA 

Standard의 Supporting Requirements Category II를 만족시키며 

수행하였다. 기존 설계단계 PSA와 비교해 PRiME-U3i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절차서의 해석과 운전원 행위 모델 , 정량화 결과에 대해 운전원 면담실시, 

 운전원 행위 단서와 필요 행위 파악에 운전원 면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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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해 최소확률 적용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에 대해 5가지 초기사건그룹 별로 모델링    

 동일 계통에서 계열별로 모델링된 운전원 행위 한가지로 모델링  

 체계적인 종속성 및 불확실성 분석  

 개별 인적오류 평가와 종속성 평가시 사용된 모든 정보 

문서화 

 

IV.  연구개발 결과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에 따라 재평가한 PRiME-U3i의 사고 후 

인적오류는 모두 92건으로 이를 좀 더 분류하면 개별 인적오류 55건, 종속성 

있는 인적오류 37건이었다. 개별 인적오류 55건 중 상세분석 수행한 

인적오류는 32건(회복행위 포함), 선별분석 수행한 인적오류는 23건이었다. 

초기사건별로 충전 및 방출(Feed & Bleed) 운전을 5가지로 모델링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모델링할 경우, PRiME-U3i의 CDF는 기본 CDF보다 

1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인적오류의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PRiME-U3i의 CDF는 기본 CDF에 비해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SME PSA Standard를 이용하여 PRiME-U3i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을 평가한 결과, 동 지침서의 Supporting 

Requirements Category II를 80%이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ASME 

Category I+는 충분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의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한 인간신뢰도분석 결과는 ASME PRA 

Standard의 Category II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원전 PSA 품질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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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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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risk monitor PSA model for the KSNP of which quality was enhanced and up-graded 

is called as PRiME-U3i.  The evaluation results of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 

of the post-accident human errors in the PSA model for the KSNP showed that 10 

items amon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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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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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ucted a HRA for post-accident human errors of PRiME-U3i using Korea 

Standard HRA method for NPPs. We collected and reviewed input data need for the 

HRA to meet the Category II of supporting requirements of ASME PRA Standard.  

Following tasks were additionally performed in the HRA of post-accident human 

errors of PRiME-U3i compared with the previous PSA model of the KSNP: 

 Interviews with operator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cedure, modeling of 

operator actions, and the quantification results of human errors 

 Interviews with operators in the identifications of clues for operator a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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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activities 

 Application of limiting value to the combined post-accident human errors 

 Modeling of initial feed and bleed operation as human actions according to 5 

initiating event groups 

 Modeling of several human actions modeled per train within the same system as 

the single human action. 

 Systematic analysis of human dependency and uncertainty 

 Documentation of  information of all the input and bases for the detailed 

quantifications using the quantification sheets   

 

IV. Results of Project 

The number of the re-estimated human errors of PRiME-U3i according to the Korea 

Standard HRA method is 92.  Among them, the number of individual post-accident 

human errors is 55. The number of dependent post-accident human errors is 37. 

Modeling of one event for initial feed and bleed operation increase the CDF of 

PRiME-U3i by 13.58% compared with baseline CDF. The core damage frequency 

(CDF) of PRiME-U3i without the considerations of post-human error dependency is 

decreased by 2.81% compared with baseline CDF. The assessment results for the 

new HRA results of post-accident human errors of PRiME-U3i using the ASME PRA 

Standard show that above 80% items of its supporting requirements for post-accident 

human errors were graded as its Category II. Thus, this study results sufficiently meet 

the ASME PRA Standard Category I+. 

 

V. Proposal for Ap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HRA results for the po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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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accident human errors in the ASME PRA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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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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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1]와 

NEI PRA Peer Review Guidance[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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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3]을 평가하고 PSA 등급향상을 위한 보완사항을 파악하였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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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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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인적오류는 이상사태나 사고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운전원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사고 전 인적오류는 보수나 시험 등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표준 원전의 PSA 모델 품질향상 

일환으로 사고후 인적오류의 인간신뢰도분석 품질이 ASME PRA Standard 

Category I+로 평가되는 것을 목표로 사고후 인적오류에 대해 

인간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인간신뢰도분석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6].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ASME 

PRA Standard내용과 HRA 요건, 그리고 ASME PRA Standard를 토대로 한 

표준원전 PSA의 사고 후 인적오류 HRA 평가결과를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사고 후 인적오류의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7] 소개와 그 적용 결과를, 

끝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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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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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 등급 평가 

결과[4,8]를 기술하였다.  

 

제 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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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SME PRA Standard의 

II등급을 만족 해야 한다. 표 1에 ASME PRA Standard의 등급[1,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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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HRA의 경우에는 세부항목이 34개로 시험/보수 

등과 관련된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세부요건이 15개, 이상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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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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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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 평가 –  7개 항목 

사고후 인적오류  –  

18 항목 

파악 –  4개 항목 

인간실패사건 정의 등–  2개 항목 

상세/종속성 평가-  9개 항목 

회복행위–  3개 항목 

문서화 –  1 개 항목 

 

제 2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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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인적오류에 대한 HRA 

과정과 그에 따른 등급평가와 보완사항을 기술하였다.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출간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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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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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10] 이고 사고후 인적오류 평가에는 

ASEP(Accident Sequence Evaluation Program) HRA[11]을 사용하였다. 

ASEP HRA 방법은 THERP 방법을 간략히 개정한 것이다. 사고후 

인적오류와 관련된 행위는 발전소에 사건이나 사고 발생시, 이에 대처하는 

운전원 행위와 관련된 행위이다. 이 행위에는 기기 고장시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케하는 회복행위도 포함한다. 울진 3,4 PSA의 HRA에서는 사고후 

인간행위 평가를 ASEP 방법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상세 

정량화전 사고전 인간행위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별분석을 수행하였다. 

ASEP을 이용한 사고후 인간행위 정량화는 THERP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단오류 확률과 수행오류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량화한다: 

 진단오류 확률 = 기본 진단오류확률 (진단여유시간) X 보정 인자 

(factors) 

 수행오류확률 = Σ [세부직무 기본오류확률 X보정 인자] 

 

진단오류 확률 평가에서 기본 진단오류 확률은 진단여유시간에 따라 

다른데 이 값은 ASPE과 THERP의 표에 나타나 있다. 진단 여유 시간이란 

1단계 PSA 결과인 원자력발전소의 노심손상빈도 전까지 주어지는 시간이다.  

보정인자는 운전원의 훈련이나 경험등의 정도를 반영하여 기본 진단오류 

확률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인자이다. 울진 3,4 PSA의 HRA에서 

진단오류 평가시 고려한 보정인자는 사건의 친숙성, 스트레스, 

꺼리김(hesitancy), 절차서 품질이다.  울진 3,4 PSA의 HRA에서 평가 대상 

행위의 세부직무에 대한 기본오류 확률 평가는 운전원이 받는 스트레스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ASEP의 표를 사용하여 평가했다.  울진 3,4 PSA의 

HRA에서 수행오류 평가시 고려한  보정인자는 행위형태(step-by-step, 

dynamic)와  스트레스, 행위 수행장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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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표 3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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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A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타나 있다. II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세부항목이 

58.8%가 되어 PSA의 다른 분야보다 보완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인적오류는 ASME PRA standard의 세부 항목 18개중 

9개가 II등급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표 4에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한 상세 

평가결과와 보완사항이 나타나 있다.  

표 3.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한 표준원전 PSA의 HRA 등급 평가결과 
항목과 항목수 <I I II III 

사고전 

인간행위(15) 

2 8 5 0 

사고후 

인간행위(18) 

2 7 6 3 

문서화(1)  1   

계(34) 4 16 11 3 

 

등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고 후 인적오류 HRA를 위한 보완사항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4,8]: 

 열수력학적 분석결과 토대로한 시간분석(time analysis) 수행과 관련 

단서(cues) 파악 

 주요 가정사항 및 주요 인간행위의 HRA 분석에 운전원 검토 참여   

 시뮬레이터 훈련 결과 반영 또는 운전원 상세 면담 

 사고경위내의 전체 운전원 실패 오류가 1.0E-6보다 작은지의 여부 확인  

 열수력학적 분석 등으로부터 주어지는 운전원 허용시간이나 가정사항 

등에 대한 근거 및 정보원의 기술   



 

 

 

7 

  

 

 

표 4. 표준원전 사고 후 인적오류 HRA 등급평가 결과 

요건 분류 < I I II III N/A 1 등급 관련  보완 사항 

HR-E(4): 

identification of 

post-accident HE  

 2 2   HR-E3: 절차서 해석에 대해 직원과 

면담 

HR-E4: 운전원 모델에 대한 모의제어반 

사용 또는 면담  

HR-F(2): definition  

of post-accident 

HE 

  2      

HR-G(9): 

quantification of 

post-accident HE 

1 4 1 3  HR-G3: PSF의 종합적인 반영  

HR-G4: 시간에 따라 운전원이 받는 

정보 명시  

HR-G7: 체계적인 사고경위 종속성 평가 

HR-G8: 최소 결합 HEP 정의와 정당화 

HR-G9: 불확실성 분석  

HR-H(3): recovery 1 1 1   HR-H2: 회복행위 근거 등  

HR-H3: 체계적인 종속성 분석 

HR-I(1): 

documentation 

 1    HR-I1: 관련 절차서, cues 등 문서화  

총 19개 요건 2 8 6 3   

 



 

 

 

8 

  

 

 

제 3 장.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    

본 장에서는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한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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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을, 2절에서는 표준 원전 PSA에서 모델링되어 

있는 사고 후 인적오류 관련 사고경위와 관련 열수력정보, 그리고 운전원 

직무성공기준을, 3절에서는 정량화 결과를 기술하였다. 끝으로 4절에서는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한 등급(category) 재 평가 결과와 민감도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제 1 절. 사고 후 인적오류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   

이 절에서는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한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7]을 

주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1에서는 개별 사고 후 인적오류의 상세 평가 

방법을, 2에서는 종속성 평가 방법을, 3에서는 불확실성분석 방법 

기술하였다. 

1. 개별 사고 후 인적오류의 상세 평가 방법 

표준 인간신뢰도분석방법에서 사고 후 인적오류 평가는 크게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분석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진단오류 및 

수행오류는 각각 기본오류확률을 산출한 후, 여러 가지 오류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산출한 보정 값을 곱하여서 진단오류 및 수행오류의 최종확률을 

계산한다.  

 

가. 진단오류 평가   

표준 방법에서는 진단여유시간의 함수로 기본 진단오류확률을 구한 후, 

영향 인자를 고려한 보정 값을 곱하여 진단오류확률을 다음처럼 계산한다:  

Pr(진단오류) = Pr(기본 진단오류) * 보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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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Pr(기본 진단오류) = ƒ(진단 여유시간 = 허용시간 - 수행시간), 

         보정값 = ƒ(주관심작업, MMI/경보, 절차서, 교육/훈련, 의사결정 

부담감) 

1). 기본 진단오류확률 계산 

진단 여유시간에 따른 기본 진단오류확률은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THERP 또는 ASEP에서 제공한 진단오류확률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그림 1. 기본진단오류 확률 함수 [NUREG/CR-1278]  

 

진단여유시간이란 대상 직무에 진단에 순수하게 허용된 시간을 의미한다. 

진단 여유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하여 최대로 허용된 시간(즉 

직무의 성공기준시간)과 해당 직무에 대한 진단과 의사결정이 끝난 후 그에 

따라 해당 기기들을 물리적으로 조작하는데 필요한 수행시간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진단여유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이다: 

 직무 허용시간 (= 직무성공기준 시간 - Cue 인지 시점 ): 직무 

허용시간이란 해당 직무를 위해 허용된 최대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작업의 

필요성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작업이 가능한 최종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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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성공기준 시간: 원자로 정지(Reactor Trip) 시점을 기준으로 직무가 

시작되거나 완료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 직무의 시작이냐 또는 완료냐는 

직무의 정의에 따라 결정한다.  

 Cue 발생 시점: 원자로 정지 시점으로부터 해당 직무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알리는 '경보/계기/절차서' 등 cue 발생 시점을 말한다. 여기서 cue는 해당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Cue 인지 시점 (= Cue 발생 시점 + 1분): 원자로 정지 시점으로부터 해당 

직무의 필요성을 운전원이 처음으로 인지하는 시점을 말한다. 표준 

방법에서는 cue 발생 시점 후 약 1분 정도의 인지 지연시간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작업수행시간: 진단 및 의사결정이 완료된 후 실제 기기를 물리적(혹은 

육체적)으로 조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단위작업별로 산출한다. 

단위작업 별 수행시간 산출 지침은 다음과 같다: 

 MCR/EER에서의 기기조작    

 단위작업으로 구분된 한 항목마다 기본적으로 1분  

 밸브 조작인 경우는 조작 밸브의 수에 따라 : 1-2 개(1분), 3-

5개(2분), 6개 이상(5분)  

 Local의 기기 조작: 단위작업 행위시간 : Local 이동시간 (10분) 

+  기기조작 시간   

 진단 여유시간 (= 직무허용시간 – 단위작업 수행시간의 합): 

진단여유시간은 순수하게 진단 및 의사 결정을 위해 허용된 

여유시간으로서, 앞에서 구한 직무허용시간에서 모든 작업수행시간을 뺀 

값이다.  

 

THERP에서 제공하는 기본 진단오류확률은 중앙(median) 값이기 때문에, 

이를 평균(mean) 값으로 변환해서 사용한다.  

 

2). 최종 진단오류확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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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구한 기본 진단오류확률에 다른 영향 인자 즉, ‘ 주관심 작업 유무’ , 

‘ 경보/MMI 수준’ , ‘ 절차서 수준’ , ‘ 교육/훈련 수준’ 을 고려하여 최종 

진단오류확률을 구한다. 영향인자들의 보정 값 결정규칙은 그림 2와 같다. 

 

 주관심 작업 여부: 대부분의 사고 후 인적직무. 보조계통이나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경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보나 정보의 과부하로 운전원이 쉽게 감지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는 ‘주관심 작업’이 

아니라고 판정한다.    
 MMI 수준 (경보/계기)[진단관점]: 해당 직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관련 계통의 경보나 계기가 

있는데, 경보를 포함한 MMI 설계 수준에 따라 진단오류 확률을 보정한다.   
 절차서 수준 [진단관점]: 절차서의 해당 직무 목적, 진입조건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침과 

주의사항 등이 얼마나 잘 기술되어 있는가에 따라 진단오류 확률을 보정한다.   
 교육/훈련 수준 [진단관점]: 해당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의 수준에 따라 진단오류 확률을 보정한다.  

 의사결정 부담: 해당 조치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경제적/사회적) 때문에 직무 수행이 늦어지거나 

실패하는 경우. 상(2), 중(1.5), 하(1)로 평가하여 평가된 인적오류 확률에 곱한다. 

 

그림 2. 진단오류확률 보정 값 결정 규칙 

나. 수행오류 확률 계산   

 표준 방법에서 수행오류 확률 평가는 분석대상 행위를 단위작업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작업 별로 오류확률을 평가한 후 이를 더하여 수행오류 

확률을 계산한다.  수행오류확률을 계산하는데 표준 방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인자(작업유형, 스트레스 수준, 오류복구 가능성)에 의해 수행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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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수행오류확률의 계산 절차와 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r(수행오류) = ∑ [Pr(단위작업오류)] * Pr(복구실패)]  

       여기서, Pr(단위작업오류) = ƒ(작업유형, 스트레스수준),  

작업유형 = ƒ(작업복잡도, 절차서, 교육/훈련, 동시작업 유무),  

스트레스 수준 = ƒ(시간긴급성, 상황심각성, 작업위험성),  

            Pr(복구실패) = ƒ(시간긴급성, MMI, 감독자)  

 

1). 단위작업 구분 규칙  

표준 방법에서는 수행절차 세분화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위작업 

구분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단위작업 구분 기본 원칙  

 작업자가 다를 경우 

 작업하는 대상 계통이나 기기의 유형(펌프, 밸브, 냉각기 등)이 다를 

경우 

 작업의 목적(goal)이나 관련 안전기능(safety function)이 다를 경우 

 작업하는 장소(위치 또는 해당 판넬)가 다를 경우 

 작업 간에 시간 간격이 6분 이상인 경우 

 단위작업 구분 예 

 종류가 다른 기기(밸브, 펌프, 냉각기 등)의 조작은 별개의 단위작업으로 

구분한다.  

 다수의 밸브를 조작하는 경우, 절차서에 동일 step에 기술되어 있으며 

동일한 계통에 포함된 2개 이상의 밸브를 연속적으로 조작(line up)하는 

행위는 하나의 단위작업으로 정의한다. 하나로 정의된 단위작업이라도 

조작하는 밸브 수를 고려하여 HEP를 계산하도록 보정규칙을 제공한다.  

 밸브 수 1~2개 : 기본 HEP의 1배,  

 밸브 수 3~5개 : 기본 HEP의 1.5배  

 밸브 수 6개 이상 : 기본 HEP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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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수행오류확률 계산 

단위작업 별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기본 수행오류확률을 계산한다. 

가). 작업유형 구분  

단위작업의 작업유형은 Simple-Response, Step-by-Step, Dynamic 세 

가지로 구분되며, 그림 3과 같이 결정된다.    

 
 단위작업 복잡도:단위작업 자체의 특성이나 복잡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한다.  

 If-then: 절차서화된 비상직무의 대부분 작업 

 복잡: 연속적인 조절 또는 많은 정보를 비교/취합하는 작업 

 Simple: ‘ if-then’  형태보다 대응이 단순하고 간단한 직무   

 절차서 수준 [수행관점] : 단위작업의 물리적/행위적 수행관점에서의 절차서 기술 수준 

 시간여유 및 친숙도: 단위작업의 물리적/행위적 수행관점에서 시간적 여유와 작업에 친숙한 정도   

그림 3.  단위작업의 작업유형 결정 규칙 
 

나). 스트레스 수준 결정   

단위작업의 스트레스 수준은 Extremely High, Very High, Moderately 

High, Optimum, Low 등 5개로 구분되고, 그림 4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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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긴급성 상황심각성
단위작업
위험성

교육/훈련
수준

스트레스 수준

Extremely High

Extremely High

Moderately High

Extremely High

Very High

Extremely High

Extremely High

Moderately High

Very High

Very High

Optimum

Moderately High

Moderately High

IE후 <= 29분

IE후 30~59
분

IE후 >=60분

MCR

상, 중

하

LOCAL

예 (LOCA,
안전계통 고장,
Auto작동 실패)

아니오 (상태
안정후 정지냉

각운전인 경우
포함)

해당직무가 마지막 수단일 경우(2시간 이내)

Local의  위험환경/특수의복

MCR

상, 중

하

LOCAL

해당직무가 마지막 수단일 경우(2시간 이상)

MCR

상, 중

하

LOCAL

 

 시간긴급성 : IE(초기사건) 발생 시점부터 계산한 해당 직무의 성공기준 시간으로 구분  

 상황심각성 : 해당직무가 마지막 수단인 경우, 또는 LOCA, 안전계통 고장, auto 작동 실패 등 

상황이 심각한 경우  

 작업 위험성 : 작업환경, 장치 접근성 수준, 특별장비/의복 필요성 등  

 교육/훈련 수준 [수행관점] : 해당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 빈도, 또는 평소 경험으로 친숙한 정도   
  ‘ 상황심각성’ 의 ‘ 안전계통 고장’ 이란 평상시는 사용하고 대기 중인 ‘ safety system’ 을 

의미함. 또한 ‘ Auto작동 실패’ 란 ‘ 해당 운전변수가 미리 정의된 설정치에 도달하면 자동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자동 작동에 실패한 것’ 을 의미함.   

 ‘ 상황심각성’ 의 ‘ 마지막 수단’ 은 기본적으로 ET 표제에서 해당 표제의 실패 시 노심손상이 

초래되는 경우의 관련된 직무를 의미하나, 최소단절집합(MCS) 에 나오는 HFEs를 검토해서 

‘ 마지막 수단’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서 평가함. 

그림 4.  단위작업의 스트레스 수준 결정 규칙 

 

다). 단위작업의 기본 수행오류확률  

단위작업의 기본 수행오류확률을 단위작업 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표  

5와 같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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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단위작업의 수행오류확률 

작업성격 스트레스 수준 
기본 오류  

확률(mean) 

 

오차인자

THERP 단위 직무 

HEP 분포 (median) 

Low 0.002 3   

Optimum / 

Moderately 

High 

0.001 

3 

  Simple 

Response 

Very high / 

Extremely High
0.003 

3 
  

Low 0.01 3 0.001 ~ 0.01 

Optimum 0.005 3 0.0005 ~ 0.005 

Moderately 

High 
0.01 

3 
0.001 ~ 0.01 

Very high 0.02 3   

Step-by-Step 

Extremely High 0.05 5 0.0025 ~ 0.025 

Low - 5 0.001 ~ 0.01 

Optimum 0.01 5 0.0005 ~ 0.005 

Moderately 

High 
0.03 

5 
0.0025 ~ 0.025 

Very high 0.08 5   

Dynamic 

Extremely High 0.25 3 0.25 

 

 

3). 최종 수행오류확률 계산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수행오류확률은, 단위작업 별로 수행오류에 대한 

복구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정된 수행오류확률을 구한 후, 모든 단위작업의 

보정된 수행오류확률을 합함으로써 얻어진다.  

가). 단위작업 수행오류의 복구실패확률  

 ‘ 시간긴급성’ , ‘ MMI’ , ‘ 감독자’  세 인자를 고려하여 복구실패확률 

결정 규칙을 정하며 그림 5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16 

  

 

 

 시간긴급성 : 해당 직무의 직무성공기준시간으로 시간긴급성을 평가한다. 만일 대략적으로 추정한 

오류복구 여유시간이 복구조치에 필요한 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복구실패 확률을 ‘ 1’ 로 본다.   

 MMI 수준 [오류복구관점] : 수행결과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의 유무와 설계 

수준으로 구분한다.  

 감독자 : 작업자가 아닌 동료나 감독자가 명시적인 절차서, check list를 가지고 독립 점검을 하는 

경우에 고려한다. EOP의 경우 이전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독립적인 절차가 있는 경우에 감독자 

복구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림 5. 수행오류 복구실패확률 결정 규칙 

 

나). 최종 수행오류확률 계산  

최종 수행오류확률은 모든 단위작업의 수행오류확률을 합함으로써 구한다.  

다. 최종 오류확률 계산 

사고 후 인적오류 사건의 최종 오류확률은 진단오류확률과 

수행오류확률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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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후 인적오류 사건 사이 종속성 분석 

가. 종속성 파악과 수준 결정 규칙  

표준 HRA 방법에서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한 종속성 평가는 다음 절차로 

수행된다: 

 인간행위 종속성 파악: 종속성 파악은 일반적으로 사건수목이나 

고장수목을 검토하고 PSA의 정량화 결과인 단절집합을 검토한다.  

  종속성 정량화는 THERP의 종속성 평가 수식인 표 6을 사용한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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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인간행위 종속성을 평가한다:  

 단계 1: 동일 단서(cue)일 경우, 완전 종속 가정, 다른 단서(cue)일 

경우, 고 종속 가정한다.  

 단계 2: 평가결과가 보수적이면 그림 2의 진단오류 결정수목을 

이용하여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구분없이 평가한다. 

 단계 3: 단계 2에서의 평가결과가 보수적이면 진단오류와 

수행오류를 분리하여   종속성을 평가한다.  

 진단오류 사이의 종속성이 독립이 아닌것으로 평가된 경우, 

수행오류 사이의 종속성은 진단오류 사이의 종속성 수준보다 

높지않다.   

 종속성 평가 일반 규칙은 표 7를 적용한다  

 사고 후 인적오류의 진단오류 종속성은 그림 6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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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 인적오류의 수행오류 종속성은 그림 7로 평가한다.  

  

표 7. 인간행위 종속성 평가 일반 규칙 

 항목 내용 비고 

A 

단절집합내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3번째 운전원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원의 증가된 stress를 고려하여 medium 

dependency로 평가한다.  

 

 

G1

B 

단절집합내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4번째 운전원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원의 증가된 stress를 고려하여 high dependency로

평가한다. 

 

G2 

. 

동일 계통내의 운전원 행위는 예를 들면 계열별 SIAS-train A, 

SIAS-train B 작동 행위는 동일 행위로 처리하여 완전종속으로

평가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독립 종속성으로 평가한다   

A 
암기화된 행위(예 SIAS, RAS 등)와 같이 운전원이 평상시 그

발생조건을 알 수 있는 행위와 다른 행위들 사이 
  

G3

B 
현재 평가 대상 행위 이전의 행위가 성공하거나 비록 실패할지라도

후속으로 다른 hardware의 작동뒤에 수행되는 행위   
  

G4 

사고경위나 단절집합에 나타나는 결합 인적오류 확률(jointed 

human error probability)은 1.0E-6보다 작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작은 값을 사용하려면 정당화시켜야 한다.     

 

 

유사 또는
동일 단서

동일
시간대

동일
절차서

종속성
수준

complete  D1

complete  D2

high  D3

high  D4

medium  D5

low  D6

zero  D7  

 유사 또는 동일 단서: 필요행위의 진단에 대한 단서(cue)가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  

 동일시간대: 두 행위에 대한 단서가 10분이내 발생 경우.  

 동일 절차서: 비상운전 절차서의 경우 동일 사건기반 EOP(예, 동일 EOP-5) 또는 동일 

회복절차서(예, 동일 HR-3). 현재  절차서는 없고 운전원 일부만 알고 있다면 동일 절차서 간주.   
그림 6. 진단오류 종속성 평가를 위한 사건수목 

 

 



 

 

 

19 

  

 

 동일
작업자

동일
시간대

동일
절차서

동일
위치

종속성
수준

complete  E1

high  E2

high  E3

medium  E4

medium  E5

 low  E6

zero  E7

medium  E8

low  E9

zero  E10  

 동일 작업자: 제어실 운전원 또는 현장 운전원 등 작업자가 동일할 경우.    

 동일시간대: 절차서 수행시간(기기 작동시간 포함)이 5분이상이냐의 여부.   

 동일 절차서: 절차서의 특정 항목(step)이 동일. 현재  절차서는 없고 운전원 일부만 알고 있다면 

동일 절차서 간주.   

 동일 위치: 제어실의 동일 패널 또는 동일계통내의 기기   

그림 7. 수행오류 종속성 평가를 위한 사건수목  

나. 종속성 행위 정량화와 표시  

사고후 인적 오류는 아래와 같이 진단 부분의 오류와 진단 후 세부 동작 

부분에서의 오류로 나뉜다:   

HE = HEd + HEa  

여기서, HE : 인간 오류 HE의 기본 사건   

HEd: 인간 오류 HE의 진단 부분 사건  

HEe: 인간 오류 HE의 진단 후 행위 수행 오류 사건  

 

두 인간 오류 HE1과 HE2가 하나의 최소 단절 집합에 나타났다고 가정 

경우  두 인간 오류에 대한 사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E1 * HE2 = (HE1d + HE1e) * (HE2d + HE2e)= HE1d*HE2d + 

HE1e*HE2d + HE1d*HE2e + HE1e*HE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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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을 확률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r( HE1*HE2)= Pr(HE1)*Pr(HE2∣ HE1)  

 

위의 식에서 Pr(HE2∣ HE1)를 Pr(HE2-DEP)로 표현하면, Pr( HE1*HE2)= 

Pr(HE1)*Pr(HE2-DEP)가 된다. 사고경위 단절집합에서는 두 행위사이의 

종속성이 독립이면 인간오류 사건 표현이 변동 없지만 독립이 아니면 HE2-

DEP로 표현을 한다. 결국 종속성 있는 인간행위 정량화에서,  Pr(HE2-DEP) 

값을 구하는 것이다. 두 행위의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사이는 이 절에서 

기술한 종속성 평가 규칙을 적용해 평가한다.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사이는 

서로 독립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위의 식은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r(HE2-DEP)={Pr(HE1d)*Pr(HE1d∣ HE2d)+Pr(HE1e)*Pr(HE2d)+ 

Pr(HE1d)*Pr(HE2e)+Pr(HE1e)*Pr(HE2e∣ HE1e) }/ Pr(HE1)  

   

3. 불확실성 분석  

평균 값은 단순 계산(곱이나 덧셈등)을 통해 구하고, 오차인자는 각 

입력변수들의 입력변수에 대한 오차인자를 고려한 몬테칼로 모의실험을 

통해 오차인자를 구한다. 1.0E-2미만으로 평가된 인적오류 중 오차인자가 

10미만으로 계산된 인적오류에 대해서는 인간신뢰도분석 고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오차인자 10을 부여한다. 

 

제 2 절. 사고경위와 운전원 행위 성공기준 

이 절에서는 분석대상 사고 후 인적오류와 관련된 사고경위에 대해, 

운전원 행위 기본사건과 성공기준(성공위한 주요 행위), 그리고 

성공기준시간을 기술하였다. 이 절의 1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수목에서 

나타나는 표제와 이와 관련된 운전원 행위를, 2에서는 냉각재 상실사고나 각 

사건수목, 또는 보조계통(supporting systems)에서 특별히 다루는 운전원 

행위를 기술하였다.  사고경위와 관련해 상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3]에 

기술되어 있다. 운전원 행위에 대한 직무 성공기준시간과 관련 단서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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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 요약되어 나타나있다[3, 12~24]. 초기 충전 및 방출(Feed & 

Bleed)행위와 재순환(recirculation)운전, 복수저장탱크 용량관련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록 A에 나타나 있다. 특별한 열수력분석 결과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여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을 

구하였다: 

 중형/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와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해 발전소가 정지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과도사건 발생시의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60분이다. 이는 일.이차측에 급수공급이 안될경우의 증기발생기 

고갈시간(dryout time) 30분과 증기발생기 고갈이후의 노심노출시간 

(core uncovery time) 30분을 고려한 시간이다. 노심이 노출되면 

일.이차측간의 열 전달이 어려워 본 분석에서는 노심손상으로 간주한다.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노심손상까지 운전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사고 경위마다 달라질 수 있다. 분석시 이를 고려하여 최종 

평가한다. 이 절에서 주어지는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일반적인 직무 

성공기준시간이다. 만일 분석대상 행위이전에 다른 행위가 고려된다면 표 

10의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이전에 고려된 운전원행위 조치시간을 

반영해 감소된다.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가 고갈되면 동일시간이나 또는 짧은시간 이내에 

가압기 압력밸브도 개방된다. 보수적으로 가압기 개방시간은 증기발생기 

고갈시간과 같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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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 정보(1/3) 

기본사건 사고진행 및 기타 단서 운전원 

직무 

성공기

준시간 

비고 및 

참고문헌 

SDOPHE-LOFW 

SDOPHE-FW 

 기동급수펌프 

사용못하는 

급수상실 고압사고 

사용   

RX trip            30 

AFAS signal N/a 

SG Dryout 1200 

PSV open 1394 

Core Uncover 5308 

MFWP 01/02 TRIP 

경보, AFWP 

핸드스위치 INOP 

경보, 

SG 

수위지시계(NR/WR) 

AFWS inoperable 

 

 

23분 

low level에 

의한 trip 경우 

SG level 

42.8%임. 

[참고문헌 

14 ] 

SDOPHE-SL 

SDOPHE-SG 

저압사고 –  small 

LOCA, SGTR에 

사용  

참고문헌 2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가정 

AFAS signal   RX trip후 

30분 

SG Dryout AFAS 

signal후 30분 

PSV open     AFAS 

signal후 30분 

Core Uncover  

PSV개방후 20분 

MFWP 01/02 TRIP 

경보, AFWP 

핸드스위치 INOP 

경보, 

SG 

수위지시계(NR/WR) 

AFWS inoperable 

 

60분 

[참고문헌 

13]를 

토대로한 

가정사항 

SDOPHEARLY: 

일반적인 고압 

과도사건과 이차측 

증기제거 실패뒤에 

사용  

참고문헌 1과 2를 토대로 

AFAS signal   RX trip후 

10분 

SG Dryout AFAS 

signal후 20분 

PSV open     AFAS 

signal후 20분 

Core Uncover  

PSV개방후 20분 

MFWP 01/02 TRIP 

경보, AFWP 

핸드스위치 INOP 

경보, 

SG 

수위지시계(NR/WR) 

AFWS inoperable 

 

 

30분 

[참고문헌13 

& 14]을  

토대로한 

가정사항, 

증기제거실패

시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 

짧지만 

노심손상을 

기준으로한 

직무 

성공기준시간

은 급수 공급이 

성공이라 

오랜시간으로  

판단 .  

SDOPHLATE 정지냉각실패후 

수행되기에 PPS bypass 

원상복귀에 대한 운전원 

행위 필요 . 

정지냉각진입성공후 

MSHR실패시 PSV 

개방까지 410분  

고온대기상태 성공후 

실패시 PSV 개방시까지 

2.5시간 

SG 수위지시계(WR), 

가압기 압력지시계, 

RCS 온도지시계 

MFWP 01/02 TRIP 

경보, S/U FW Pp07 

Trip경보,AFWP 

핸드스위치 INOP 

경보, SG 

수위지시계(NR/WR)

150분 [참고문헌13] 

 

 

 



 

 

 

23 

  

 

표 8.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 정보(2/3) 

기본사건 사고진행 및 기타 단서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

간 

비고 및 참고문헌

MSOPHSR: 

일반과도사건  

MSOPHSR-L: 

소형 LOCA 또는 

SGTR 

 직무 성공기준시간 

60분(증기발생기 

고갈시간 30분 + 이후 

core uncovery time 

30분), 실제적으로는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    

RCS 냉각재 온도 60분 [참고문헌13] 

공학적 판단 

MSOPHEVADV-

2 

직무 성공기준시간 

60분(증기발생기 

고갈시간 30분 + 이후 

core uncovery time 

30분), 실제적으로는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 

RCS 냉각재 온도, 

ADV 관련 전기 

상실 또는 SBO  

60분 [참고문헌 13] 

공학적 판단. 

Total loss of 

feedwater 가정 

MFOPHSUFWP Core uncovery까지의 

시간으로 60분(AFAS후 SG 

dryout time 30분 이후 core 

uncovery time 30분)  

MFWP 01/02 TRIP 

경보, AFWP 

핸드스위치 INOP 

경보, SG 수위지시계 

(NR/WR), RCS 

압력/온도 지시계 

60분 [참고문헌13&14]

 공학적 판단      

MXOPHDPLI 핵연료 온도 2200K까지의 

시간으로 30분안에 성공  

HPSI INOP 경보 30분 [참고문헌 13] 

 

MXOPHDPLR  보수적으로 HPSIS 펌프 

2대의주입운전시간인 

4시간의 1/2 가정.  

RAS 발생 경보  

HPSI INOP 경보 

2시간 [참고문헌 15,22]

공학적 판단   

AFOPHALTWT CST 고갈시간으로, 울진 2발 

정상운전 중 용량은 약 

40,0000(80%) 갤런임. CST 

low level 경보가 70%, low-

low level 경보 60%에 발생, 

Empty 발생은 7.1%, AFWS 

PP 공급량은 550GPM. 

따라서,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315000/550= 9.54시간  

CST 수위지시계, 

AFWP 입구압력 

지시계 

540분 [참고문헌 

18~22]  

MXOPHEBOR AFW 공급, 이차측 감압 

정상상태와 유사, 공학적 

판단으로 60분 가정  

1차측 

출력/온도/압력 확인

Tavg/Tref Dev HI / 

VOPT (PRE) 

TRIP등등 

60분 공학적 판단 

HSOPHHLCLR LOCA 사고후 3시간이내 

수행  

RCS 과냉각도, 

가압기 수위  

RVUH 수위  

120분 [참고문헌 23, 

24] 

EGOPHDG01E  일반적인 노심노출시간 60분  C-1E 4.16KV 

모선저전압 경보 

60분  [참고문헌 

13&14]를 고려한 

공학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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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직무 성공기준시간 정보(3/3) 

기본사건 사고진행 및 기타 단서 운전원 

직무 

성공기

준시간 

비고 및 

참고문헌 

 

MXOPHMSHR 

SDOPHLATE 참고, AFAS signal 

발생후의 시간을 고려해 

300분 가정  

S/U PP 사용시:SG 

WR 위계(23.6%미만), 

&급수유량계(32L/S이

하)  

AFWS 사용시: LPSI 

Pp 'INOP' 경보, LPSI 

Pp 출구 저유량 경보 

5시간 [참고문헌 

13&14] 

공학적 판단 

AFWS와 S/U 

PP 동일행위 

가정 

SCOPHSDCOP SDOPHLATE 참고, AFAS signal 

발생후의 시간을 고려해 

300분 가정 

가압기 압력/수위, 

과냉각도,RCS Th, 

RVUH 수위지시계 

및 RCS 방사능준위 

5시간  [참고문헌 13] 

SCOPHCSSOP SDOPHLATE 참고, AFAS signal 

발생후의 시간을 고려해 

300분 가정 

SCS 이용불능 5시간 SCOPSDCOP부

터 시간 

[참고문헌 13] 

FSOPVSIAS 

FSOPVSIAS-M: 

중형 LOCA 

FSOPVSIAS-L: 

대형 LOCA 

소형 LOCA 및 일반 경우 격납용기 고압력 또는 

가압기 저압력 

60분  [참고문헌 

13&14]를 

공학적 판단,  

중형 LOCA시 

20분, 대형 

LOCA시 15분  

FSOPVRAS 일반적인 경우, HPSIS 또는 LPSIS 

주입하므로, LPSI 운전 경우, RWT 

low level에서 RAS 발생되는 싯점 

까지  

 

RWT low level 

110분 [참고문헌 

15&22] 

 

FSOPVRAS-M 대형 LOCA시 RWT low level 에서 

RAS 신호발생까지 소요되는 시간 

25분  

RWT low level 25분  [참고문헌 

15&22],   

FSOPVAFAS  일반적인 60분시간에 10분후 

AFAS신호발생 가정  

SG low level 50분 [참고문헌 

13&14] 

RCOPHPCON  HPSI pump 운전시 RWT Low-

level시의 용량(607260gallon)에서 

RAS가 발생될때까지 시간, 

554212/1000= 550분 

일,이차측 압력 9시간 [참고문헌 

15&22] 

공학적 판단    

MSOPHEVISOL

ADV 

 RCOPHPCON 참고, 일, 이차측 압력 9시간 [참고문헌 

15&22] 

공학적 판단 

MXOPHULK  RCOPHPCON 참고, 일, 이차측 압력 9시간 [참고문헌 

15&22] 

공학적 판단 

MXOPHRWT 증기발생기 누출양에 의해 결정, 

RWT Low-level시의 

용량(607260gallon)에서 RAS가 

발생될때까지 554212gallon의 물이  

SGTR사고에서  400gpm 빠지는 

시간으로 계산, 23시간 

RWT level 23시간 [참고문헌 

15&22] 

공학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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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사건수목 표제와 관련된 운전원 행위  

원자로 정지 후에는 정지냉각계통 운전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 이차측 급수 

및 증기 방출을 통한 냉각운전을 수행한다.  원자로가 정지하면 주급수 

유량은 정상 운전 시의 5%로 감소하게 되며, 만일 주급수계통이 사용 

불가능할 경우는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에 의해 보조급수계통이 작동한다. 

보조급수계통이 이용불능하게 되면 운전원이 기동급수 펌프를 이용할 수 

있다.  증기 방출의 경우, 터빈우회대기밸브, 대기덤프밸브, 또는 주증기 

안전밸브를 통해 이차측 증기를 제거한다. 만일 증기 제거를 위해 주증기 

안전밸브만이 이용 가능한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지냉각계통 운전 

조건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안정된 고온정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노심 

잔열은 정지냉각계통 운전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이차측 열제거를 통해 

제거된다. 정지냉각계통 운전 조건에 도달하면, 장기적인 노심 잔열 제거를 

위해 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계통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전소는 이차측을 통한 지속적인 열제거에 의해 안정된 고온정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사고 초기 또는 후기에 이차측을 이용한 노심 잔열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방출 및 주입 운전(bleed and feed)으로 노심 잔열을 제거할 

수 있다.  방출 및 주입 운전은 안전감압계통을 통한 원자로냉각재의 방출과 

고압안전주입펌프를 이용한 재장전수의 주입으로 이루어진다.  재장전수가 

고갈되면 고압안전주입 운전에서 재순환 운전으로 운전모드가 전환된다.  

방출 및 주입 운전 시에 가압기 상부를 통한 방출이 노심 내의 유로를 

확보하여 붕소의 침전을 막기 때문에 고압안전주입에 의한 고온관 및 저온관 

재순환 운전은 필요하지 않다.  방출 및 주입 운전에 의해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과 온도가 낮아지면, 운전원은 방출 및 주입 운전을 

중단시키고 장기적인 노심 잔열 제거를 위해 정지냉각 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  정지냉각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방출 및 주입 운전을 지속해야 하며, 

방출 및 주입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격납건물살수계통으로 재순환수의 열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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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건수목에서 운전원 행위와 관련된 주요 표제는 다음과 같다: 

 원자로 정지 

 급수공급 운전 

 이차측 냉각 및 감압 운전  

 냉각 및 감압 운전 뒤의 정지냉각 운전  

 이차측 열제거 유지  

 방출 및 주입운전과 후속 운전   

 

가. 원자로 정지(RT)와 관련된 운전원 행위   

원자로가 신호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정지가 안될 경우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행위는 비상운전 절차서 초기에 나타나는 행위로써 

다른 행위와 구별이 된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과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RPOPVTRIP: Operator fails to manually trip reactor 

 성공기준: PPS나 DPS를 통한 원자로 수동 정지 

 직무 성공기준시간: 원자로 정지관련 신호발생후 노심 노출까지  30분 

가정    

 

나. 급수 공급(FW)과 관련된 운전원 행위  

주급수계통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에 의해 

보조급수계통이 작동하여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한다. 만일 보조급수 

계통이 이용불능이면 운전원은 기동급수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여 급수 

공급을 한다.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증기발생기 고갈시간 30분과 노심의 core uncovery 시간 30분을 고려해 

통상 60분이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FSOPVAFAS: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AFAS 

 성공기준: 보조급수계통 작동신호 수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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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성공기준시간: 원자로정지후 노심노출까지 60분   

 MFOPHSUFWP: OPERATOR FAILS TO LINE UP MF S/U FWP 07P 

 성공기준: 1대의 기동급수 펌프를 이용해 2대중 1대의 증기발생기에 

급수 공급 

 직무 성공기준시간: 원자로정지후 노심노출까지 60분  

  

다. 이차측 냉각 및 감압과 관련된 운전원 행위  

가. 터빈우회밸브 또는 대기덤프밸브를 통한 증기 제거 (SR1)와 관련된 

운전원 행위  

이차측을 이용한 일차측 잔열 제거를 위해서는 증기발생기로의 급수는 

물론 생성되는 증기를 제거해야 한다. 발전소 상태가 정지냉각계통 운전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터빈우회밸브나 대기덤프밸브로 이차측 증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일차측의 압력이 내려감에 따라 운전원은 

안전주입작동신호의 작동 설정치를 낮춘다(reset). 운전원은 일차측 압력이 

정지냉각운전을 할 수 있는 압력 410psia에 이르게 되면 PPS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히 우회(bypass)시킨다. 이차측의 급수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행위에 주어지는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60분이상이다. 본 분석에서는 보수적으로 60분으로 평가하였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MSOPHSR: OPERATOR FAILS TO REMOVE STEAM (ADV/TBV) 

 성공기준: 일반과도사건시 적용, 4대의 ADV중 1대 또는 8대의 TBV 

중 1대 개방   

 직무 성공기준시간: 원자로정지, 그리고 성공적인 이차측 급수공급후 

노심노출까지 60분이상   

 MSOPHSR-L: OPERATOR FAILS TO REMOVE STEAM (ADV/TBV) 

 성공기준: 소형냉각재상실사고와 증기발생기상실사고에 적용, 4대의 

ADV중 1대 또는 8대의 TBV 중 1대 개방   

 직무 성공기준시간: 원자로정지, 그리고 성공적인 2차측 급수 공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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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노출까지 60분이상    

 MSOPHEVADV-2: OPERATOR FAILS TO OPEN ADV'S USING 

LOCAL HAND PUMP 

 성공기준: SBO 발생시 현장에서 hand pump 이용하여 ADV 개방  

 직무 성공기준시간: 원자로정지, 그리고 성공적인 2차측 급수 공급후 

노심노출까지 60분이상        

 

나. 주증기 안전밸브를 통한 증기 제거 (SR2)와 관련된 운전원 행위  

피동 기기(passive component)이기에 관련 운전원 행위는 없다. 

주증기를 이용해 일차측을 감압하면 정지냉각운전에 도달할 수 없다. 이차측 

열제거 유지를 통해 일차측 잔열 제거를 해야 한다.  

 

라. 정지냉각 운전 (SDC)과 관련된 운전원 행위  

대기방출밸브나 터빈우회밸브를 통해 이차측의 성공적인 감압과 냉각이 

이루어져 발전소가 정지냉각계통 운전조건(압력 410 psia, 온도 350oF)에 

도달하면, 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하여 발전소를 저온정지 상태로 유지한다. 

정지냉각운전 시작전에 운전원은 정지냉각운전을 위해 관련 밸브를 

정렬하고 펌프기동을 하여 계통충격을 방지위한 운전을 한다. 정지냉각계통 

펌프의 성공적인 기동후 이차측으로 급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조급수 펌프나 

기동급수 펌프를 정지시킨다음 본격적인 정지냉각운전을 시작한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SCOPHSDCOP: Operator fails to initiate shutdown cooling 

 성공기준: 2대의 펌프 계열 중 1대의 펌프 성공적인 운전과 관련 

열교환기 운전 

 직무 성공기준시간: 냉각 및 감압 종료후 노심노출까지 5시간 가정   

 SCOPHCSSOP: Operator fails to establish SDC operation using CSS 

train 

 성공기준: 정지냉각 펌프 이용불능시 관련 펌프 성공적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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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성공기준시간: 냉각 및 감압 종료후 노심노출까지 5시간 이상 

가정 

 

마. 이차측 열제거 유지 (MSHR)와 관련된 운전원 행위  

정지냉각계통 운전 조건에 도달할 수 없거나 정지냉각계통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전소는 이차측을 통한 지속적인 열제거로 안정된 고온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조급수계통의 운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복수저장탱크가 고갈되기 전에 보조급수펌프에 보조 급수를 위한 

순수저장탱크를 연결한다. 복수저장탱크의 고갈시간은 사고 발생 후 

9˜14시간 이후로 추정된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성공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다: 

  MXOPHMSHR: OPERATOR FAILS TO MAINTAIN SECONDARY 

HEAT REMOVAL USING AFWS OR Startup FW PP 

 성공기준: 1대의 기동급수 펌프이용하여 2개의 증기발생기중 1대에 

성공적인 급수 공급 또는 4대의 보조급수 펌프 중 1대의 보조급수 펌프 

이용하여 2개의 증기발생기중 1개에 급수 공급, 보조급수 펌프이용 

기동 경우, 보조급수 펌프 급수원을 복수저장탱크에서 순수저장탱크로 

전환해야함. 

 직무 성공기준시간: 냉각 및 감압 종료후 노심노출까지 5시간 이상 

가정 

 AFOPHALTWT: OPERATOR FAILS TO ARRANGE ALTERNATIVE 

WATER SOURCE  

 성공기준: 복수저장탱크가 고갈되기 전에 운전원이 보조급수펌프의 

급수원을 복수저장탱크에서 순수저장탱크로 전환 

 직무 성공기준시간: CST low level 경보에서 CST empty 경보 

발생직전까지 9시간 가정  

 

바. 방출 및 주입, 후속 운전과 관련된 운전원 행위 

보조급수계통 또는 증기제거계통이 실패하여 이차측의 열제거가 불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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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노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출 및 주입 운전으로 노심 잔열을 

제거해야 한다. 방출운전은 안전감압계통 (SDS)을 주입운전은 

고압안전주입계통 (HPSIS)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주입 운전뒤 핵연료 

재장전수가 고갈되면 재순환 운전을 수행해야 한다. 재순환 운전 경우 

재순환수의 열 제거를 위해 격납용기살수계통이 운전되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이 상실되지 않는 사고경위에서는 격납용기살수계통이 

이용불능 경우 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해 일차측 잔열제거를 한다. 여기서는 

방출운전, 주입운전, 재순환 운전, 격납용기 이용 재순환운전, 

정지냉각전환운전을 별도로 기술하였다.     

 

 가.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방출 (BD)운전과 관련된 운전원 행위 

방출 운전은 크게 초기 방출 운전과 후기 방출 운전으로 구분한다. 초기 

방출 운전은 원자로 정지 직후 이차측 급수 공급 혹은 증기 제거 운전이 

실패하는 경우이다. 후기 방출 운전은 정지냉각계통의 운전 실패나 이차측 

열제거 유지에 실패하여 장기적인 잔열 제거가 실패한 경우이다.  

초기 원자로냉각재 방출 운전에는 두 가지 대표적 사고경위가 있다. 첫 

번째는 보조급수계통이 실패한 사고경위로, 초기사건마다 가압기의 

개방시간은 다르다. 본 분석에서는 초기사건을 5가지로 분류하여 충전 및 

방출운전의 기본사건 명을 달리 사용했다. 표 9에 기본사건과 설명이 나타나 

있다. 두 번째는 증기 제거가 불가능한 사고경위로, 가압기 안전밸브 최초 

개방 시간은 14분으로 첫번째의 경우보다 PSV 개방시간이 짧지만 

급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압기 안전밸브의 개방과 닫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노심노출시간은 첫번째의 경우보다 길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증기제거 불가능시의 충전 및 방출운전에 대한 운전원행위 

기본사건을 표 10의 일반과도사건과 동일 한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는 PSV 

개방시간이 빠르지만 이차측으로의 급수공급이 원할히 공급되기 때문에 

노심노출(core uncovery)은 급수공급이 안될 경우보다 매우 늦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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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초기사건별 충전 및 방출운전의 기본사건과 가압기 개방시간 

기본사건 명 기동급수

펌프 

사용 

유무 

관련 

초기사건 

보조급수작동과 

가압기 개방시간  

비고  

SDOPHEARLY 

사용 일반 

고압사고 

사건수목 

AFAS 발생: 원자로 

정지후 10분 

PSV 개방: AFAS 

발생후 20분  

RCS 고압사고, 증기발생기 

저수위와 관련안된 

원자로정지  

SDOPHE-

LOFW  

불가 LOFW 

SDOPHE-FW 

불가 LSSB, 

LOOP, 

LODC 

AFAS발생: 

원자로정지(30초) 

직후 

PSV 개방: 1394초 

증기발생기 낮은 수위로 인한 

원자로 정지. 

SDOPHE-LOFW 경우는 

절차서의 상태에따라, 

SDOPH-FW와 구분 

SDOPHE-SL 불가 Small LOCA

SDOPHE-SG 

사용 SGTR 

AFAS발생:원자로

정지후 30분  

PSV 개방: 

AFAS발생후 30분 

RCS 저압사고  

 

후기 원자로냉각재 방출운전은 정지냉각계통의 운전 실패나 이차측 

열제거 유지에 실패하여 장기적인 잔열 제거가 실패한 경우 노심 잔열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대표적 사고경위 분석후 

직무성공 기준시간을 2.5시간으로 가정한다: 

 첫째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정지냉각계통 운전 조건까지 냉각되었지만 

이차측의 열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사고에서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지 못하면, 가압기 안전밸브가 처음으로 열리는 시간은 413.5분으로 

추정되었다.   

 두 번째 사고경위는 보조급수계통과 주증기 안전밸브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안정된 고온 대기상태(반응도 Keff<0.99, 저온관 

온도 Tcold≥ 350oF)를 유지하지만, 후기에 보조급수계통이 실패하여 

이차측의 열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고이다.  이 사고에서 보조급수계통의 

실패 후 가압기 안전밸브가 처음으로 열리는 시간이 158분으로 

추정되었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SDOPHEARLY: OPERATOR FAILS TO PERFORM F&B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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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성공기준: 일반적인 과도사건(GT, LOCV, LOCCW, LO416KV) 

발생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후의 이차측 열제거 상실시, 안전감압계통 

방출관 2개 중 1개 이상을 개방. 선행행위로서 기동급수 펌프 사용 

가능 

 직무 성공기준시간: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초기사건마다 다름. 표 10 

참고. 초기사건마다 다음과 같이 이름을 달리사용: 

 SDOPHE-LOFW: 급수계통 상실을 가져오는 과도사건(LOFW, 

MFLB)에 적용.  

 SDOPHE-FW: 급수계통 상실을 가져오는 과도사건( LSSB, LODC, 

LOOP) 에 적용.  

 SDOPHE-SL: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에 적용. 

 SDOPHE-SG: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에 적용. 선행행위로서 

기동급수 펌프 사용 가능 

  SDOPHLATE: OPERATOR FAILS TO PERFORM F&B OPERATION 

(LATE) 

 성공기준: 정지냉각계통의 운전 실패나 이차측 열제거 유지에 

실패하여 장기적인 잔열 제거가 실패한 경우로 안전감압계통 방출관 

2개 중 1개 이상을 개방하고 고압안전주입 펌프 기동 . 선행행위로서 

정지냉각계통 운전(SCOPHSDCP, SCOPHCSSP)과 이차측 열제거 

유지 행위(MSOPHMSHR)가 있음. 

 직무 성공기준시간: 고온대기상태에서 PSV 개방시까지 2.5시간  

 

나. 고압안전주입운전과 관련된 운전원 행위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나 증기발생기 세관사고 발생시에는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되어 자동으로 고압안전주입 펌프가 작동된다. 

초기 방출 운전시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가압기 

압력이 고압안전주입 작동 설정치보다 낮아져 고압안전주입계통이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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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원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다. 후기 

방출운전시에는 정지냉각 운전시에 발전소 보호계통을 우회(bypass)시켰기 

때문에 운전원이 수동으로 고압안전주입계통을 기동시켜야 한다. 수동 

기동행위는 후기 방출운전에 대한 운전원 행위인 SDOPHLATE에 

포함시켰다.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수동 작동 

행위가 RPS/ESFAS에 모델링되어 있다. 관련 운전원 행위는 다음과 같다: 

 FSOPVSIAS: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SIAS 

 성공기준: SIAS 수동 작동 또는 관련 기기 기동 

 직무 성공기준시간: 초기사건마다 다른 사건이름 사용하며 이에 따른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FSOPVSIAS: 일반 과도사건 적용, 원자로 정지후 노심노출까지 

60분   

 FSOPVSIAS-L: large LOCA시 적용, 초기사건 발생후  

노심노출까지 10분 가정, 짧은 여유시간으로 HEP를 1로 평가    

 FSOPVSIAS-M: medium LOCA시 적용, 초기사건 발생후 

노심노출까지 20분     

 

다. 고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 (HPR) 운전과 관련된 운전원 행위 

핵연료 재장전수의 저수위에 의해 재순환운전 신호가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원 행위는 필요없다. 하지만 재순환 작동신호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수동작동 행위가 RPS/ESFAS에 모델링되어 있다. 관련 운전원 

행위는 다음과 같다: 

 FSOPVRAS: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RAS 

 성공기준: RAS 수동 작동 또는 관련 기기 기동  

 직무 성공기준시간: 초기사건마다 다른 사건이름 사용하며 이에 따른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FSOPVRAS: 일반 과도사건 및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적용, 

원자로정지후 노심노출까지 1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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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OPVRAS-LM: large & medium LOCA시 적용, 초기사건발생후 

노심노출까지 25분   

 

라. 재순환수 냉각 (CSR) 운전과 관련된 운전원 행위 

방출 및 주입 운전에 의해 격납용기 압력이 높아지면 격납용기살수계통 

작동신호(CSAS)가 발생되어 격납용기 살수계통이 운전된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핵연료 재장전수의 저수위에 의해 재순환운전 신호가 

발생되어 격납용기살수계통의 재순환 운전이 시작된다. 격납용기계통 

작동신호 및 재순환 작동신호가 발생되지 않게될 경우의 수동 행위는 

RPS/ESFAS에 모델링되어 있다. RAS 관련 운전원 행위는 위에서 

기술하였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는 다음과 

같다: 

 FSOPVCSAS: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CSAS 

 성공기준: CSAS 수동 작동 또는 관련 기기 기동   

 직무 성공기준시간: CSS 관련 계통 고장후 격납용기 고장시 까지 

보수적으로 60분 가정  

 

마. 정지냉각으로의 전환 (SSDC) 운전과 관련된 운전원 행위 

격납용기 계통을 이용한 재순환운전에 실패하면 운전원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정지냉각계통 운전 조건까지 감압되면, 정지냉각계통을 

사용하여 잔열을 제거할 수 있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SCOPHSDCOPLT: OPERATOR FAILS TO SWITCH OVER SDC 

OPERATION (LONG TERM) 

 성공기준: 안전감압계통의 모든 방출관 격리와 2대의 펌프 계열 중 

1대의 펌프 성공적인 운전과 관련 열교환기 운전 

 직무 성공기준시간: CSS 관련 계통 고장후 격납용기 고장시 까지 

24시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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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각재 상실사고 사건수목 관련 운전원 행위와 다른 사건수목에 특수한 

운전원 행위  

이 절에서는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증기발생기 세관 사고, 정지 

불능과도사건, 그리고 발전소정전사건 사건수목에만 나타나는 운전원 

행위를 기술하였다.  

 

가.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사건수목 관련 운전원 행위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사건수목에만 관련된 운전원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압안전주입실패시의 저압안전주입을 위한 급속감압 운전(DPI)  

 고압안전주입 재순환 실패시 저압안전주입 재순환을 위한 재순환 

운전(DPR) 

 

1). 저압안전주입운전을 위한 원자로냉각재계통 급속 감압 (DPI)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시 고압안전주입계통의 작동이 실패하면, 일차측의 

압력이 높으므로 저압안전주입이 되지 않아서 노심이 손상된다. 하지만 

저압안전주입 펌프가 운전되기 위해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급속으로 저압안전주입펌프의 정지수두(최고 215 psig) 이하로 감압해야 

한다. 냉각 및 감압을 위해서는 2대 증기발생기의 대기방출밸브를 통해 

이차측 증기를 제거하고, 보조급수계통을 사용하여 2대의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한다.  이 때 허용 가능한 최대 냉각률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키는데 이를 급속 냉각이라 한다.  저압안전주입펌프의 정지 수두까지 

냉각 및 감압하는 동안 노심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주입탱크에 의한 

냉각재 보충이 필요하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MXOPHDPLI: OP. FAILS TO PERFORM AGGRE. COOLDOWN FOR 

LPSI INJ. (<30min) 

 성공기준: 각각의 증기발생기에 있는 2개의 대기덤프밸브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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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이용하여 허용 가능한 최대 냉각률로 증기 제거, 각각의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2대의 보조급수펌프 중 1대 이상을 사용하여 

보조급수 공급, 그리고 안전주입탱크 4개 모두를 이용하여 각각 연결된 

저온관을 통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가압 붕산수 주입 

 직무 성공기준시간: HPSI 이용불능후 핵연료 손상까지 30분  

 

2). 저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을 위한 RCS 감압 (DPR) 

앞의 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이 실패할 경우, 

저압안전주입계통의 재순환 운전을 위해 급속 냉각으로 이차측의 열을 

제거한다.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의 경우, 재장전수가 고갈되어 재순환 

작동신호가 발생되기까지는 수 시간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안전주입모드에서의 저압안전주입을 위한 

원자로냉각재계통 급속 감압 시보다 충분하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MXOPHDPLR: OP. FAILS TO PERFORM AGGRE. COOLDOWN FOR 

LPSIS REC.(<2 hrs) 

 성공기준: 운전원이 각각의 증기발생기에 있는 2개의 대기덤프밸브 중 

1개를 이용하여 증기 제거, 그리고 각각의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2대의 

보조급수펌프 중 1대 이상을 사용하여 보조급수 공급 

 직무 성공기준시간: HPSIS 재순환 운전 이용불능부터 핵연료 

손상까지 2시간  

 

3). 저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 (LPR) 

재순환작동신호가 이미 발생되었으므로 저안전주입펌프는 정지한다. 

저압안전주입펌프를 다시 운전하기위해서는 RAS 신호를 제거해야 한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LSOPHRECIRC: Operator fails to perform recirculation 

 성공기준: 재순환 작동신호 제거후 저압안전주입펌프 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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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성공기준시간: HPSI 이용불능부터 핵연료 손상까지 2시간 

 

나. 증기발생기세관 사고 사건수목 관련 운전원 행위 

 

증기발생기세관 사고 사건수목에만 관련된 운전원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압안전주입실패시의 저압안전주입을 위한 급속감압 운전(DPI)  

 원자로냉각계통 압력제어 운전(PCON) 

 누출경로 격리 운전(ULK)  

 재장전수 재충수 운전(RWT)  

 

가. 저압안전주입운전을 위한 원자로냉각재계통 급속 감압 (DPI) 

앞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별도로 기술을 

하지않는다. 

 

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제어 (PCON) 

발전소를 냉각시키는 동안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 누출되는 냉각재량을 

줄이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파단된 증기발생기관의 압력보다 

약간 높게 유지해야 한다.  발전소를 저온정지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압력을 제어하고, 재장전수가 고갈되기 전에 이차측으로의 누출을 막아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제어를 위한 운전원 조치 사항은 

고압안전주입을 조절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이차 냉각을 다시 하거나 

가압기 살수 유량 조절 또는 원자로냉각재 가스방출계통을 통한 압력 

조절이다. 관련 운전원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는 다음과 같다: 

 RCOPHPCON: OPERATOR FAILS TO CONTROL RCS PRESSURE & 

HPSI FLOW 

 성공기준: 운전원이 6시간 이내에 고압안전주입 유량을 조절하고 

다음 계통을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낮춘다: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운전되고 있다면 가압기 살수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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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압력 조절 또는  

 충전펌프 4개 중 1개로부터의 보조살수계통을 이용한 압력 

조절  

 직무 성공기준시간: RWT low level 경보부터 RAS 신호발생까지 

9시간  

 

다. 누출 경로 격리 (ULK) 

원자로 정지, 발전소 냉각 시작 그리고 안전주입 이후에 운전원은 파단된 

세관이 있는 증기발생기를 격리해야 한다.  파단된 증기발생기로부터 

대기로의 누출경로를 차단할 수 없는 경우, 손상된 증기발생기의 압력은 

대기압과 거의 같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손상된 

증기발생기 사이의 압력 차이가 매우 크게되어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출이 많아진다.  냉각재 누출을 차단하고, 노심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저온정지 상태로 냉각, 감압시켜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대기압까지 낮춘다.  재장전수 보충이 실패한 

상태에서 누출 경로를 격리하지 못하면, 냉각재의 고갈로 결국 노심이 

노출된다.  격리가 불가능한 누출경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자로 정지 후 터빈우회밸브와 대기방출밸브를 여는데 실패한 후 2대의 

증기발생기에 있는 주증기 안전밸브가 열리고 손상된 증기발생기에 있는 

주증기 안전밸브가 다시 닫히는데 실패한 경우 (MSSV 개방 고착) 

 손상된 증기발생기의 격리와 함께 운전원은 증기발생기의 과도수위 

발생을 막기 위해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이나 대기방출밸브를 통하여 

증기를 제거해야 한다.  운전원 오류로 인해 증기발생기의 과도 수위가 

발생하여 손상된 증기발생기에 수위가 증가하여 주중기 안전밸브가 

열리고, 주증기 안전밸브를 통해 이차측 물이 누출되면서 주증기 주증기 

안전밸브가 다시 닫히는데 실패한 경우  

 손상된 증기발생기 격리 전에 터빈우회밸브가 이용 불가능할 경우, 2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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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에 있는 대기방출밸브는 초기 냉각을 위해 열리게 되며, 이 

시점으로부터 손상된 증기발생기관에 있는 대기방출밸브가 닫히는데 

실패하고 운전원이 대기방출밸브 차단밸브를 닫는데 실패한 경우 

 손상된 증기발생기의 성공적인 격리 후 증기발생기 취출에 실패한 경우, 

운전원은 증기발생기 과도 수위 발생을 막기 위하여 대기방출밸브를 개방, 

이 시점으로부터 손상된 증기발생기관에 있는 대기방출밸브가 닫히는데 

실패하고 운전원이 대기방출밸브 차단밸브를 닫는데 실패한 경우  

 

파단된 배관이 있는 증기발생기로부터 대기로의 가능한 누출 경로를 

운전원이 차단해야 하는데 관련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는 다음과 같다: 

 MXOPHULK: OPERATOR FAILS TO PREVENT overfilling by SGBD 

OR ADV on the faulted SG 

 성공기준: SGBD 운전 또는 ADV 개방  

 직무 성공기준시간: RWT low level 경보부터 RAS 신호발생까지 

9시간  

 MSOPHEVISOLADV: OPERATOR FAILS TO ISOLATE ADV'S ON the 

faulted SG 

 성공기준: 개방 ADV 격리  

 직무 성공기준시간: RWT low level 경보부터 RAS 신호발생까지 

9시간  

 

라.  재장전수 재충수 (RWT)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에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가 

이차측으로 누출되므로, 누출된 냉각재는 격납건물 집수조에 모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장전수가 고갈되기 전에 누출을 중지시키지 못하면, 노심이 

노출될 수 있고 재장전수가 고갈되기 전에 재충수를 해야 한다. 재장전수가 

고갈되는 시간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조절계통의 성공 또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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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누출 경로 존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인자들의 영향이 크다.  즉,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조절에 성공하고 누출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나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 조절은 실패하고 누출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재장전수가 완전히 고갈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들 

경우에는 재장전수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  재장전수 고갈이 고려되는 

사고경위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조절도 실패하고 누출 경로도 격리하지 

못하는 경우로 400 gpm으로 누출이 계속될 경우 사용 가능한 재장전수 

540,000갤런은 22시간 이내에 고갈된다. RWT 재충전 행위는 상세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소개한다. 관련 운전원 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는 다음과 같다: 

 MXOPHRWT: OPERATOR FAILS TO REFILL RWT 

 성공기준:  

 30,000 갤런 이상의 연료저장 수조로부터 붕산수 보충펌프를 

이용하여 165˜300 gpm으로 재충수 

 475,000 갤런의 수용탱크(holdup tank)로부터 수용펌프(holdup 

pump)를 이용하여 50˜100 gpm으로 재충수 

 2,850갤런의 원자로 배수조와 10,500 갤런의 기기 배수조로부터 

원자로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50˜100 gpm으로 재충수 

 450,000 갤런의 원자로 보충수탱크로부터 원자로 보충수펌프를 

이용하여 165˜330 gpm으로 재충수 

 직무 성공기준시간: 직무 성공기준시간: RWT low level 경보부터 

RAS 신호발생까지 23시간- 이경우에는 누설량으로 계산  

 

다. 대형/중형 냉각재상실사고 사건수목 관련 운전원 행위  

대형/중형 냉각재상실사고 사건수목에만 관련된 운전원 행위는 고온관과 

저온관을 이용한 재순환운전이다. 저온관을 통한 재순환 운전을 장기간 

계속하면, 주입되는 냉각수에 함유된 붕소가 노심 주위에 침전되어 유로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노심 냉각과 노심 주위에 침전된 붕소를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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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운전원은 냉각재 상실사고 후 3시간 이내에 고온관 및 저온관을 통한 

재순환 운전을 수행한다. 관련 운전원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는 

다음과 같다: 

 HSOPHHLCLR: OPERATOR FAILS TO INITIATE HOT AND COLD 

LEG RECIRCULATION 

 성공기준: 고온관/저온관 밸브 개방  

 직무 성공기준시간: LOCA 발생후 2시간  

  

라. 정지불능과도사건 사건수목 관련 운전원 행위  

정지불능과도사건 사건수목에만 관련된 운전원 행위는 붕소주입을 통해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초기 압력 과도현상 후 발전소가 안정상태에 

도달하였더라도, 일차측 압력은 여전히 고압안전주입 설정 압력보다 높다.  

그러므로 붕산수 비상 주입을 위해  충전펌프를 사용하여  붕산수를 비상 

주입한다. 관련 운전원행위와, 성공기준,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MXOPHEBOR: OPERATOR FAILS TO INI. EMER. BORATION USING 

CHGP  

 성공기준: 충전펌프 이용한 비상 붕산수주입운전, 충전펌프 3대 중 1대 

이상을 사용하여 재장전수를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  

 직무 성공기준시간: 원자로 정지관련 신호 경보발생후 노심노출까지 

60분  

 

3. 보조계통과 관련된 운전원 행위 또는 회복행위  

 

보조계통 관련 운전원 행위에는 일부 복구행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행위가 계통수목에 포함되어 있어 편의상 보조계통 관련 운전원 행위로 

분류하였다. 

 

1) 보조계통 관련 운전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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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계통 관련 운전원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다: 

 비상디젤발전기 이용불능시 AAC 수동기동  

 기기냉각수계통 펌프 자동기동 실패시 수동기동  

 필수해수계통 펌프 자동기동 실패시 수동기동  

 압축공기계통 운전중 기기 고장시 대기 기기 수동연결  

 비필수전원 모선 연결  

 

이들 운전원 행위중 상세분석한 행위는 AAC 수동기동뿐이다. 다른 

계통의 운전원 행위는 별도 분석하지않고 선별치(0.1)을 사용하였다. 

선별분석한 운전원 행위의 목록은 표 12에 기술되어 있다. 

 

2)회복행위 

PRiME-U3i에서 고려한 회복행위는 이전 설계단계 PSA에 고려했던 

회복해위와 마찬가지로 MOV 현장개방과 소외전원상실시 AC 전원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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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고 후 인적오류 정량화와 종속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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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별 사고후 인적오류 평가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한 인간신뢰도분석을 위해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의 

재검토, 그리고 비상운전과 비정상운전 절차서, 경보 절차서와 계통운전 

절차서 등을 검토하고 운전원 면담, 발전소 현장 방문 등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인적오류 파악 단계에서부터 최종 정량화 단계까지 수행되는 것이다.  

 

가. 인적오류 파악 

기 분석된 사고 전 인적오류의 정량화 결과를 검토하여 PSA 논리구조인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에 사고 후 인적오류가 적절히 정의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어떤 사고 후 인적오류는 기기 관점에서 보면 개별사건이지만 

계통 전체로 보면 종속성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데, 이들 행위는 

3장 1절의 표준 HRA 방법의 종속성 평가 규칙에따라 완전종속으로 평가될 

경우 단일 행위로 모델링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전 설계단계 PSA에서 고려된 인적오류와 

다른 인적오류가 사용되었다. 표 10에는 설계단계 PSA에서만 모델링되었던 

인적오류와 새롭게 파악된 인적오류, 이름이 변경된 인적오류, 없어진 

인적오류 등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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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새로운 PSA 모델에서 변경된  이전  PSA 모델의 사고 후 인적오류 사건
(1/2) 

변경된 이전 PSA 모델의 사고 후 인적오류 사건 

Name Description 
변동 사건과 이유 

AFOPHPPSTART OPERATOR FAILS TO RESTART AFW PUMPS 

MXOPHMSHR로 변경, 

MFOPHSUFWPL과 

완전종속가정  

CCOPVMP01A Operator fails to start CC MP 01PA 

CCOPVMP01B Operator fails to start CC MP 01PB 

CCOPVMP02A Operator fails to start CC MP 02PA 

CCOPVMP02B Operator fails to start CC MP 02PB 

CCOPVMP12로 변경, 

완전종속가정  

CWOPVTR1A 
Operator Fails to Start CW Tr.1A (PP01A, CH01A) in 

standby 

CWOPVTR1B 
Operator Fails to Start CW Tr.1B (PP01B, CH01B) in 

standby 

CWOPVTR2A 
Operator Fails to Start CW Tr.2A (PP02A, CH02A) in 

standby 

CWOPVTR2B 
Operator Fails to Start CW Tr.2B (PP02B, CH02B) in 

standby 

모델링안함, 대기중 

펌프는 압력이 

낮을경우 PCS를  통해 

자동기동 

FSOPVAFAS1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AFAS1 

FSOPVAFAS2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AFAS2 

FSOPVAFAS로 변경, 

완전종속가정 

HCOPVCQAFMP1A
Operator Fails to Start AFW MDP 01A Room Cubicle 

Cooler 

HCOPVCQAFMP2B
Operator Fails to Start AFW MDP 02B Room Cubicle 

Cooler 

HCOPVCQCHGP3 Operator fails to Start Chp Pump 3 Room Cubicle Cooler

HCOPVCQCHGP4 Operator fails to Start Chp Pump 4 Room Cubicle Cooler

HCOPVCQCSPA 
Operator Fails to Start CSS Pump A Room Cubicle 

Cooler 

HCOPVCQCSPB 
Operator Fails to Start CSS Pumps Room B Cubicle 

Cooler 

HCOPVCQHPPA 
Operator Fails to Start HPSI Pump A Room Cubicle 

Cooler 

HCOPVCQHPPB 
Operator Fails to Start HPSI Pump B Room Cubicle 

Cooler 

HCOPVCQLPPA 
Operator Fails to Start LPSI Pump A Room Cubicle 

Cooler 

HCOPVCQLPPB 
Operator Fails to Start LPSI Pump B Room Cubicle 

Cooler 

HDOPVABDG01A Operator Fails to Start Fan for DG 01A Room Ventilation

HDOPVABDG01B Operator Fails to Start Fan for DG 01B Room Ventilation

HDOPVABDG01E Operator Fails to Start Fan for DG-01E Room Ventilation

HHOPVAB02CA Operator Fails to Start AHU 02CA in ESW Pump Room A

HHOPVAB02CB Operator Fails to Start AHU 02CB in ESW Pump Room B

모델링안함. HVAC의 

기동실패 발생시 

온도계측기 고장이면 

MCR에서 HVAC 

기동실패를 알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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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새로운 PSA 모델에서 변경된  이전  PSA 모델의 사고 후 인적오류 

사건(2/2) 

변경된 이전 PSA 모델의 사고 후 인적오류 사건 

Name Description 
변동 사건과 이유 

LSOPHRECIRC Operator fails to perform recirculation 
이전 모델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사건  

MFOPHSUFWPL 
OPERATOR FAILS TO RE-START MF S/U FWP 

07P AND FEED SG 

MXOPHMSHR로 변경, 

AFOPHPPSTART와 

완전종속가정  

SDOPHEARLY 
OPERATOR FAILS TO PERFORM F&B 

OPERATION (EARLY) 

초기사건에 따라 5가지로 

구분,  2절참고 

SDOPHEARLY 

SDOPHE-LOFW 

SDOPHE-FW 

SDOPHE-SG 

SDOPHE-SL 

SWOPVMP01A Operator fails to start ESW standby pump 01A 

SWOPVMP01B Operator fails to start ESW standby pump 01B 

SWOPVMP02A Operator fails to start ESW standby pump 02A 

SWOPVMP02B Operator fails to start ESW standby pump 02B 

SWOPVMP12로 변경, 

완전종속가정  

WHOPVMP01A Operator fails to start TBOCW MP tr.A PP01 

WHOPVMP02B Operator fails to start TBOCW MP tr.B PP02 

WHOPVMP12로 변경, 

완전종속가정 

WTOPVMP01A Operator fails to start TBCCW MP tr.A PP01 

WTOPVMP02B Operator fails to start TBCCW MP tr.B PP02 

WTOPVMP12로 변경, 

완전종속가정 

 

나. 선별분석     

대부분의 인적오류들은 상세분석하였지만 보조계통에 모델링되는 

운전원행위 대부분은 비상교류전원 연결을 제외하고 선별분석을 하였다. 

선별치 01.를  사용한 사고 후 인적오류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선별치는 

기본적으로 0.1을 사용했지만 운전원 여유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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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별치 사용 사고 후 인적오류 및 관련 절차서 

사건 명  평균  
오차

인자 
설명  관련 절차서 비고 

CCOPVMP12 1.00E-01 5 
Operator fails to start CC MP 01PA&B and 

MP02A&B 

비정상-50 

계통-11 
 

IAOPV-ALT-AD 1.00E-01 5 
OPERATOR FAILS TO ALIGN alternate air dryer 

package in standby (pack A or B) 

경보02,계통

41 
 

IAOPV-ALT-

UNIT 
5.00E-01 5 

OPERATOR FAILS TO connect tie-line between 

both units (U3, U4) 

경보02,계통

41,비정상 

47 

 

IAOPV-ALT-

V1030 
1.00E-01 5 Operator Error of Not opening V1030 

경보02,  

계통41 
 

IAOPVFLAFTFL 1.00E-01 5 
OPERATOR FAILS TO ALIGN AFTER FILTER in 

standby (04A or 04B) 

경보02, 

계통41 
 

IAOPVFLPREFL 1.00E-01 5 
OPERATOR FAILS TO ALIGN PRE FILTER in 

standby 

경보02, 

계통41 
 

NLOPHBC01M0

3N 
1.00E-01 5 

OPERATOR FAIL TO TRANSFER FROM BC01M 

TO BC03N 
 계통 74  

NLOPHBC01N03

N 
1.00E-01 5 

OPERATOR FAIL TO TRANSFER FROM BC01N 

TO BC03N 
 계통 74  

MXOPHRWT 1.00E-01 5 OPERATOR FAILS TO REFILL RWT 계통 7,EOP  

SWOPHXTIE 5.00E-01 2 
Operator Fails to open valves for cross tie 

operation 

비정상48 

계통12 

고려

안함

SWOPVMP12 1.00E-01 5 
Operator fails to start ESW standby pump 

01A&B and 02A&B 
비정상48  

WHOPVMP01A 1.00E-01 5 Operator fails to start TBOCW MP tr.A PP01 
경보09, 

계통 36 
 

WHOPVMP02B 1.00E-01 5 Operator fails to start TBOCW MP tr.B PP02 
경보09, 

계통 36 
 

WTOPVMP01A 1.00E-01 5 Operator fails to start TBCCW MP tr.A PP01 
경보09 

계통 37 
 

WTOPVMP02B 1.00E-01 5 Operator fails to start TBCCW MP tr.B PP02 
경보09 

계통 37 
 

FSOPVSIAS-L 1.00E+00 1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SIAS-Large 

LOCA에 적용 

EOP 우선 

등 

CCOPHHE01A 1.00E+00 1 
Operator fails to align standby CC HX HE01A 

(CC-V1141, SW-V1005 & V1011) 
비정상50 

CCOPHHE01B 1.00E+00 1 
Operator fails to align standby CC HX HE01B 

(CC-V1142, SW-V1006 & V1012) 
비정상50 

CCOPHHE02A 1.00E+00 1 
Operator fails to align standby CC HX HE02A 

(CC-V1143, SW-V1007 & V1013) 
비정상50 

CCOPHHE02B 1.00E+00 1 
Operator fails to align standby CC HX HE02B 

(CC-V1144, SW-V1008 & V1014) 
비정상50 

EGOPVDGS 1.00E+00 1 Operator fail to start S/G in MCR & Local Panel 계통 39 

WTOPHHE01A 1.00E+00 1 
Operator fails to align standby TBCCW HX tr.A 

HE01 (WT-MV031, 043; WH-MV033, 049) 

경보09 

계통 37 

WTOPHHE02B 1.00E+00 1 
Operator fails to align standby TBCCW HX tr.B 

HE02 (WT-MV032, MV044; WH-MV034, 050) 

경보09 

계통 37 

수행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고려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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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세분석  

상세분석은 3장 1절의 표준 HRA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상세 분석대상 

인적오류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해 다음을 수행하였다: 

 사건수목과 고장수목 검토, 이들 담당자와의 면담 

 각종 절차서(비상 /비정상 /경보 /계통운전 등)의 검토 

 기 수집된 운전원 들의 모의제어반 훈련 비디오 검토 

 3차례의 운전원 면담( 분석대상 행위의 cue 파악 및 절차서 해석, 정량화 

결 과 비교 등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되는 행위에 대해 현장답사( 대기방출밸브, 보조급수 펌프 

흡입원 전환, 기기냉각수 계통 수동밸브, 압축공기계통 등) 

 

상세분석한 사고 후 인적오류가 표 12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상세 

분석한 결과는 참고문헌 [25]에 기술되어 있다. 어떤 인적오류는 이전 PSA 

모델링에서 빠지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대부분 보조계통에 

모델링되어 있는 인적오류 사건으로, 이들 사건사이의 종속성 평가 결과나 

또는 기기들의 상세분석 결과로 변경되었는데 표 10에 이들이 정리되어 

있다. 불확실성 분석시 진단오류의 오차인자는 진단을 위한 운전원 

여유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5, 10분이상 20분미만인경우에는 10, 

20분이상 30분미만인경우에는 오차인자가 20, 30분이상인 경우에는 

30으로 평가하였다. 수행오류 오차인자는 표 5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2절의 6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불확실성을 분석하였지만 현재의 KIRAP-

UNCERT 코드[27]에서는 대수정규분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해진 

오차인자로 인해 오류확률의 값이 1을 넘지않기 위하여 오차인자가 0.1보다 

큰 HEP에 대해 오차인자를 다음과 같이 할당하였다: 

 HEP < 0.15 인 경우, 오차인자 5 

 0.15 ≤  HEP < 0.25 인 경우, 오차인자 4 

 0.25 ≤  HEP <0.3인 경우, 오차인자  3 

 0.3 ≤  HEP <0.5 인 경우, 오차인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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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 ≥  0.5인 경우, 오차인자 1 

 

2. 종속성 평가  

종속성 평가는 표준 HRA방법에 따라 먼저 종속성 수준을 파악/평가하고 

정량화하였다.  종속성 파악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의 검토로 연속적으로 실패인 표제와 연관된 사고 후 

인적오류만을 종속성 검토 대상 행위로 선정. 

 검토 대상행위에는 보조계통(supporting system)에 모델링되어 있는 

행위도 포함 

 사고 후 인적오류에 높은 인적오류 값(1 또는 0.5나 0.1) 또는 

초기사건빈도 등의 값을 변경해 정량화한 결과, 즉 단절집합(minimal 

cutsets)을 검토  

종속성을 단지 단절집합을 통해서 파악하면 일부 운전원 행위들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종속성 파악시 단절집합도 검토하였지만  가능한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을 통해 종속성을 파악하였다. 울진 원전의 PSA에 

모델링된 사고 후 인적오류 중 종속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급수공급 상실 실패후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 실패  

 이차측 냉각 및 감압 실패후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 실패  

 정지냉각운전 실패후 이차측 열제거 유지실패, 또는 이후 후기 충전 및 

방출 운전 실패 

 증기발생기 파단사고시 RCS 압력제어 실패후 증기발생기 격리실패 또는 

이후 RWT 재충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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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고 후 인적오류의 상세분석 결과 요약(1/2) 

Name Description Mean EF

AFOPHALTWT 
OPERATOR FAILS TO ARRANGE 

ALTERNATIVE WATER SOURCE 
4.19E-03 10

EGOPHDG01E 
OPERATOR FAIL TO START AAC DG-01E & 

CONNECT AT 1E 4.16KV BUS 
1.02E-02 3.3

FSOPVAFAS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AFAS 1.55E-03 10

FSOPVCSAS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CSAS 2.41E-03 10

FSOPVRAS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RAS 4.74E-03 10

FSOPVRAS-LM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RAS- 

Large & Medium LOCA에 적용  
6.2E-02 5 

FSOPVSIAS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SIAS 1.10E-03 10

FSOPVSIAS-M 
Operator fails to manually generate SIAS-

medium LOCA에 적용  
5.51E-02 4.5

HSOPHHLCLR 
OPERATOR FAILS TO INITIATE HOT AND 

COLD LEG RECIRCULATION 
9.75E-04 10

LSOPHRECIRC Operator fails to perform recirculation 3.2E-02 5 

MFOPHSUFWP 
OPERATOR FAILS TO LINE UP MF S/U FWP 

07P 
2.71E-03 10

MSOPHEVADV-2 
OPERATOR FAILS TO OPEN ADV'S USING 

LOCAL HAND PUMP 
2.37E-02 4.87

MSOPHEVISOLADV 
OPERATOR FAILS TO ISOLATE ADV'S ON the 

faulted SG 
1.39E-02 11.8

MSOPHSR 
OPERATOR FAILS TO REMOVE STEAM 

(ADV/TBV) 
1.08E-03 10

MSOPHSR-L 
OPERATOR FAILS TO REMOVE STEAM 

(ADV/TBV) –  small LOCA & SGTR 사고 적용 
2.08E-03 10

MXOPHDPLI 
OP. FAILS TO PERFORM AGGRE. COOLDOWN 

FOR LPSI INJ. (<30min) 
5.90E-01 1.5

MXOPHDPLR 
OP. FAILS TO PERFORM AGGRE. COOLDOWN 

FOR LPSIS REC.(<2 hrs) 
2.70E-02 6.8

MXOPHEBOR 
OPERATOR FAILS TO INI. EMER. BORATION 

USING CHGP OR F&B 
7.02E-03 10

MXOPHMSHR 
OPERATOR FAILS TO MAINTAIN 

SECONDARY HEAT REMOVAL USING AFWS 
1.18E-03 10

MXOPHULK 
OPERATOR FAILS TO PREVENT overfilling by 

SGBD OR ADV on the faulted SG 
1.39E-02 11.8

RCOPHPCON 
OPERATOR FAILS TO CONTROL RCS 

PRESSURE & HPSI FLOW 
9.04E-04 10

RPOPVTRIP Operator fails to manually trip reactor 1.11E-02 4.7

SCOPHCSSOP 
Operator fails to establish SDC operation using 

CSS train 
1.89E-02 6.5

SCOPHSDCOP Operator fails to initiate shutdown cooling 1.15E-03 10

SCOPHSDCOPLT 
OPERATOR FAILS TO SWITCH OVER SDC 

OPERATION (LONG TERM) 
1.66E-02 5 

SDOPHEARLY 

OPERATOR FAILS TO PERFORM F&B 

OPERATION (EARLY)-일반과도사건 및 2차측 

냉각 및 감압실패 사고 적용  

1.96E-01 4.5

SDOPHE-LOFW 
OPERATOR FAILS TO PERFORM F&B 

OPERATION (EARLY)- LOFW(MFLB)에 적용  
1.21E-01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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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고 후 인적오류의 상세분석 결과 요약(2/2) 
Name Description Mean EF

SDOPHE-FW 
OPERATOR FAILS TO PERFORM F&B 

OPERATION (EARLY)- LSSB, LODC,에 적용  
1.63E-01 3.43

SDOPHE-SG 
OPERATOR FAILS TO PERFORM F&B 

OPERATION (EARLY)-SGTR에 적용   
4.63E-02 8.28

SDOPHE-SL 
OPERATOR FAILS TO PERFORM F&B 

OPERATION (EARLY)-SLOCA 적용  
3.2E-02 6.34

SDOPHLATE 
OPERATOR FAILS TO PERFORM F&B 

OPERATION (LATE) 
9.65E-03 11.5

 

본 분석에서 다른 행위와 독립으로 간주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들 행위들은 

보조계통 관련 행위이거나 긴 운전원 여유시간을 갖는 경우로써 다음과 같다:  

 RPS/ESFAS와 관련된 신호 자동발생 실패시 수동으로 신호 발생시키는 

행위 

 이유:이 행위들은 대부분 EOP의 진단과정이나 또는 사건기반 또는 

회복절차서 등에서 빈번히 언급되어 있음. 또한 운전원의 훈련이 

대부분 잘되어 있음. 

 관련 행위 

 SIAS와 RAS, AFAS, CSAS 수동발생(FSOPVSIAS, FSOPVRAS, 

FSOPVAFAS, FSOPVCSAS) 

 원자로 수동정지(RPOPVTRIP)  

 보조계통(supporting systems)의 고장으로 이웃한 기기를 작동하거나 

수동으로 신호 발생시키는 행위 

 이유: 이 행위들은 대부분 비정상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임. 본 

분석에서는 AAC 연결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수적으로 선별치 

0.1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음 

 관련행위 

 압축공기계통 기기 수동 작동(IAOPV-ALT-AD, IAOPV-ALT-

UNIT, IAOPV-ALT-V1030, IAOPVFLAFTFL, 

IAOPVFLPREFL) 

 필수해수계통과 기기냉각수계통 펌프 수동기동( swopvm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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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pvmp12) 

 터빈건물 개방과 폐쇄 기기 냉각수계통 펌프 수동기동(whopvmp12, 

wtopvmp12) 

 후기 냉각관련 행위들인, 정지냉각운전, 보조급수 급수원 전환, 후기 충전 

및 방출운전 행위 사이  

 이유: 이들 행위들은 모두 노심손상까지 많은 여유시간이 있고, 

행위단서들이 모두 서로 상이하다. 또한 사용 절차서가 서로 다르다.  

 관련 행위 

 정지냉각운전과 보조급수계통 급수원 전환행위 

사이(SCOPHSDCOP와 AFOPHALTWT사이, CSOPHSDCOP와 

AFOPHALTWT사이) 

 정지냉각운전과 후기 충전 및 방출운전 사이(SCOPHSDCOP와 

SDOPHLATE사이, CSOPHSDCOP와 SDOPHLATE사이)  

 

위의 행위들의 종속성 수준이 다른 행위들과 독립으로 평가될지라도 

연속적으로 다른 행위와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합 인적오류 제한치인 

1.0E-6를 적용하였다. 한편 표 10에 나타나 있듯이 동일 계통내에 계열별로 

모델링된 운전원 행위 모두는 표준 HRA 방법에 따라 한가지 행위로 

모델링하였다. 표 13에는 종속성 평가결과 요약이 나타나 있고 상세 평가 

결과는 참고문헌 [26]에 기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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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 종속성 수준 상세 평가 결과 요약(1/2) 

종속성 고려 HEP   종속성 행위 

평균 오차인

자 

이전 독립 

HEP(평균)

관련 결합행위 관련 

초기사건 

종속성 성격 

SDOPHERALY-DEP 2.6E-1 3 1.96E-1 MFOPHSUFWP*SDOPHEARLY 일반과도 인적오류 특성 

SDOPHEARLY-DEP2 1.98E-1 4 1.96E-1 MSOPHSR*SDOPHEARLY 일반과도 인적오류 특성 

SDOPHEARLY-DEP3 1.97E-1 4 1.96E-1 MSOPHSR-L*SDOPHEARLY Small LOCA

SGTR 

인적오류 특성 

SDOPHERALY-DEP4 3.11E-1 2 1.96E-1 FSOPVAFAS*MFOPHSUFWP*SDOPHEARLY 일반과도  3번째 행위 

SDOPHERALY-DEP5 3.11E-1 2 1.96E-1 FSOPVAFAS*IAOPV~*SDOPHEARLY 일반과도 3번째 행위   

SDOPHERALY-DEP6 3.11E-1 2 1.96E-1 FSOPVAFAS*WHOPVMP12(WTOPVMP12) 

*SDOPHEARLY 

일반과도 3번째 행위   

SDOPHE-SG-DEP 1.22E-1 5 4.63E-2 MFOPHSUFWP*SDOPHE-SG SGTR 인적오류 특성 

SDOPHE-SG-DEP2 2.38E-1 3 4.63E-2 FSOPVAFAS*MFOPHSUFWP*SDOPHE-SG SGTR 제한치 적용  

SDOPHE-SG-DEP3 1.83E-1 4 4.63E-2 FSOPVAFAS*IAOPV~*SDOPHE-SG SGTR 3번째 행위 

SDOPHE-SG-DEP4 1.83E-1 4 4.63E-2 FSOPVAFAS*WHOPVMP12(WTOPVMP12) 

*SDOPHE-SG 

SGTR 3번째 행위   

SDOPHLATE-DEP1 2.08E-1 3 9.65E-3 SCOPHSDCOP*AFOPHALTWT*SDOPHLATE 일반과도 제한치 적용 

SDOPHLATE-DEP2 1.51E-1 4 9.65E-3 SCOPHCSSOP*AFOPHALTWT*SDOPHLATE 일반과도 3번째 행위 

SDOPHLATE-DEP3 9.09E-1 1 9.65E-3 SCOPHSDCOP*AFOPHALTWT*IAOPV~(WHOPVMP12/

WTOPVMP12)*SDOPHLATE 

일반과도 제한치 적용 

SDOPHLATE-DEP4 5.05E-1 1 9.65E-3 SCOPHCSSOP*AFOPHALTWT*IAOPV~(WHOPVMP12/

WTOPVMP12)*SDOPHLATE 

일반과도 4번째 행위 

SDOPHLATE-DEP5 1.51E-1 4 9.65E-3 SCOPHSDCOP*IAOPV~(WHOPVMP12/ 

WTOPVMP12)*SDOPHLATE 

일반과도 3번째 행위 

IAOPV~경우 다음의 사건을 나타냄: IAOPV-ALT-UNIT, IAOPV-ALT-AD, IAOPV-ALT-V1030, IAOPVFLAFTFL, IAOPVFLPREFL 



 

 

 

54 

  

 

표  13. 종속성 수준 상세 평가 결과 요약(2/2) 
종속성 고려 HEP   종속성 행위 

평균 오차인

자 

이전 독립 

HEP(평균)

관련 결합행위 관련 

초기사건

종속성 성격 

SDOPHLATE-DEP6 1.51E-1 4 9.65E-3 SCOPHCSSOP*IAOPV~(WHOPVMP12/ 

WTOPVMP12)*SDOPHLATE 

일반과도 3번째 행위 

SDOPHLATE-DEP7 1.51E-1 4 9.65E-3 AFOPHALTWT*IAOPV~~(WHOPVMP12/ 

WTOPVMP12)*SDOPHLATE 

일반과도 3번째 행위 

IAOPV~-DEP 2.29E-1    3 1.0E-1 SCOPHSDCOP*AFOPHALTWT*IAOPV~*SDOPHLATE 또는 

SCOPHCSSOP*AFOPHALTWT*IAOPV~*SDOPHLATE 

일반과도 3번째 행위 

IAOPV~-DEP2 2.29E-1    3 1.0E-1 SCOPHSDCOP*AFOPHALTWT*IAOPV~ 또는  

SCOPHCSSOP*AFOPHALTWT*IAOPV~ 

일반과도 3번째 행위 

WHOPVMP-DEP or 

WTOPVMP-DEP 

2.29E-1    3 1.0E-1 SCOPHSDCOP*AFOPHALTWT*WHOPVMP12/WTOPVMP12

*SDOPHLATE 또는 SCOPHCSSOP*AFOPHALTWT* 

WHOPVMP12/WTOPVMP12* SDOPHLATE 

일반과도 3번째 행위 

WHOPVMP-DEP2 or 

WTOPVMP-DEP2  

2.29E-1    3 1.0E-1 SCOPHSDCOP*AFOPHALTWT*WHOPVMP12/WTOPVMP12 

또는 SCOPHCSSOP*AFOPHALTWT* 

WHOPVMP12/WTOPVMP12* 

일반과도 3번째 행위 

MSOPHEV-ADV-DEP 2.23E-2     5 1.39E-2 RCOPHPCON*MSOPHISOLADV SGTR 인적오류 특성

MXOPHULK-DEP 2.23E-2     5 1.39E-2 RCOPHPCON*MXOPHULK SGTR 인적오류 특성

MXOPHRWT-DEP 2.29E-1     3 1.0E-1 RCOPHPCON*MSOPHISOLADV*MXOPHRWT 또는  

RCOPHPCON*MXOPHULK*MXOPHRWT 

SGTR 3번째 행위  

EGOPH-AFAS-DEP 6.45E-2 5 1.02E-2 FSOPVAFAS*CCOPVMP12*SWOPVMP12*EGOPHDG01E 일반과도 제한치 행위 

EGOPH-ALTWT-DEP 2.39E-2 5 1.02E-2 AFOPHALTWT*CCOPVMP12*SWOPVMP12*EGOPHDG01E 일반과도 제한치 행위 

EGOPH-MSHR-DEP 8.47E-2 5 1.02E-2 MXOPHMSHR*CCOPVMP12*SWOPVMP12*EGOPHDG01E 일반과도 제한치 행위 

IAOPV~경우 다음의 사건을 나타냄: IAOPV-ALT-UNIT, IAOPV-ALT-AD,IAOPV-ALT-V1030, IAOPVFLAFTFL, IAOPVFLPR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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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행위 평가  

노심손상 사고경위에 대한 최소 단절 집합을 구한 후, 가능한 회복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회복 분석(recovery action)을 수행하였다. 각 최소 단절 

집합에 대해 ‘ 소외전원의 복구’ 와 ‘ 모터구동밸브의 수동 개방’ 을 

고려하였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회복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이 있으나 

PRiME-U3i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가. 소외전원 복구 오류  

소외전원 복구는 엄밀히 말해 순수 운전원에 의한 복구라기보다는 

송전선이나 송전소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많이 좌우되기에 HRA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본 분석에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선행 PSA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고장 확률 값은 EPRI ALWR 

PRA KAG, Rev. 7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28].  관련 기본사건이 표 14에 

정리되어 있다.  

 

나. 모터구동밸브 수동 개방   

모터구동밸브의 고장은 주로 밸브 자체의 기계적인 고장 또는 밸브의 

구동원의 고장에 기인한다. 밸브의 고장 부위가 밸브 구동원이라면 

수동바퀴(handwheel)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회복할 수 있으나, 밸브 자체의 

기계적인 고장이라면 회복 불가능하다.  물론 상기 사항도 격납건물 밖에 

위치한 밸브에 해당한다. 따라서 격납건물 밖에 위치한 밸브가 밸브 구동원의 

고장으로 인해 실패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 조치는 가능하다.    

모터구동밸브의 고장확률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Q = (Qh + Qa) = (fh + fa)Q  

여기서 Q는 모터구동밸브의 고장 확률, Qh와 Qa는 밸브 자체의 기계적인 

고장과 구동원의 고장에 기인한 고장 확률을 의미하며, fh와 fa는 Qh와 Qa의 

비율을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밸브의 회복 조치는 밸브 구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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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시에만 가능하므로, 회복조치 이후의 모터구동밸브의 고장 확률은 아래 

식으로 나타난다.  

표 14.  소외전원 회복 조치 실패 확률 

기본사건 이름 설   명  평균값 오차인자 비    고  

NR-AC1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hr 
6.2E-1 1.5 

 EPRI ALWR PRA 

 KAG : Assume EF

NR-AC2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2hr 
4.4E-1 2.0  Same as the above

NR-AC3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3hr 
3.2E-1 3.0  Same as the above

NR-AC4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4hr 
2.4E-1 3.0  Same as the above

NR-AC5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5hr 
1.8E-1 3.0  Same as the above

NR-AC6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6hr 
1.4E-1 3.0  Same as the above

NR-AC7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7hr 
1.0E-1 3.0  Same as the above

NR-AC8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8hr 
8.1E-1 5.0  Same as the above

NR-AC9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9hr 
6.3E-1 5.0  Same as the above

NR-AC10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0hr 
4.9E-1 5.0  Same as the above

NR-AC11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1hr 
3.9E-1 5.0  Same as the above

NR-AC12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2hr 
3.1E-1 5.0  Same as the above

NR-AC13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3hr 
2.4E-1 5.0  Same as the above

NR-AC14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4hr 
2.0E-1 5.0  Same as the above

NR-AC15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5hr 
1.6E-1 5.0  Same as the above

NR-AC16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6hr 
1.3E-1 5.0  Same as the above

NR-AC17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7hr 
1.0E-1 5.0  Same as the above

NR-AC18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8hr 
8.3E-1 10.0  Same as the above

NR-AC19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19hr 
6.8E-1 10.0  Same as the above

NR-AC20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20hr 
5.6E-1 10.0  Same as the above

NR-AC21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21hr 
4.6E-1 10.0  Same as the above

NR-AC22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22hr 
3.8E-1 10.0  Same as the above

NR-AC23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23hr 
3.2E-1 10.0  Same as the above

NR-AC24HR 
 Recovery failure of offsite power

 within 24hr 
2.7E-1 10.0  Same as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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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Qh + NrQa) = (fh + NrFa)Q = RfQ  

 

여기서 Q'는 회복 조치를 고려한 모터구동밸브의 고장 확률, Nr은 운전원이 

모터구동밸브를 현장에서 동작시키는데 실패할 확률, Rf는 회복조치 

실패율(= fh + NrFa)이다.  

회복 조치 후 모터구동밸브의 고장 확률은 밸브 고장에 관한 경험자료를 

검토하면 추정할 수 있다.  모터구동밸브를 예로 들자면, fh와 fa는 EPRI/NP-

3967 [29]로부터 얻을 있다.  

 

fh = 0.1, fa = 0.9  

 

Nr은 표준 HRA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다.  고장난 모터구동밸브의 회복 

조치는 가용한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고경위 단절 집합에 적용되므로, 최대 

가용한 시간은 보수적으로 1시간이라 가정하였다.  실제로 회복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해 약 30분이라 가정하였다.  

진단 위한 MMI는 ‘ 중’ , 절차서는 ‘ 하’ , 교육/훈련은 실제 경험 사례를 

고려하여 ‘ 중’ 으로 평가하였다.  진단오류확률은 그림 1의 기본 

진단오류에 5배 값을 사용하여 4.26E-2로 평가되었다. 수행오류는 step-

by-step 이고, 운전원이 받는 스트레스가 extreme high stress를 가정하여 

5.0E-2로 평가하였다.   총 실패 확률은 진단 오류 확률과 회복 조치 실패 

확률의 합산 값인 9.26E-2이 되며, Nr의 회복 조치 실패 확률값은 

보수적으로 0.1이라 하였다.  따라서 격납건물 외에 위치한 모터구동밸브의 

회복 조치 실패 확률은 1.93E-1이며, 오차 인자는 4로 가정하였다. 관련된 

기본사건은 다음과 같다.            

 NR-MV : operator fails to revover M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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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구동밸브 회복조치 적용시 방사선원과 운전원 여유시간, 그리고 증가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제하였다: 

 격납용기내의 모터구동밸브  

 비안전계통의 모터구동밸브  

 짧은 운전원 여유시간인 경우, 예)  

 HPSI header isolation valves (injection phase of 

ML,SL,SGTR,ATWS(PSV)) 

 HPSI header isolation valves (recirculation phase of LL) 

 HPSI sump isol. valves (recirculation phase of LL) 

 LPSI header isolation valves (injection phase of LL) 

 Startup FW Pump discharge valve (MFW-available-transients) 

 종속성 있는 행위 또는 2개의 연속된 행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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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보완사항과 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PRiME-U3i의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한 PRA 품질등급이 

ASME PRA Standard Category I+이상으로 평가되는 것을 목표로 표준 

HRA 방법을 이용한 인간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간신뢰도분석 수행시 

사건수목/고장수목 담당자와의 면담, P&ID와 시험/운전절차서 검토, 현장 답

사와 운전원 면담 등을 수행하였고 인간신뢰도분석시 사용한 정보 모두는 문

서화 하였다.  인간신뢰도분석 수행후,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한 평가 

결과 앞의 2장에서 파악된 II 등급미만 사항들  대부분은 표 15에 나타나 있듯

이  I+ 등급이상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I+등급으로 평가된 항목은  

HR-G4와 HR-G9로써 열수력분석을 통해 파악된 운전원이 받는 정보 명시의 

부분적인 부족과 불확실성 분석시 체계성 부족이다. 본 보고서의 3장 2절과 

부록 A에 운전원 여유시간과 운전원 행위의 단서(cues) 등에 관한 정보가 원

자로 정지후의 시간별로 제시되고 있지만 상세 인간신뢰도분석 대상 모든 인

적오류에 대해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상세 정보 제공이 되지않는 사고 후 인

적오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가정을 통해 운전원 여유시간과 운전원이 받게

되는 단서 등을 파악하였다. 사고 후 인적오류의 불확실성 분석에서는 불확실

성 분석 결과로 얻어진 오차인자 값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적오류 

확률이 1보다 작도록 오차인자를 조정하였다. 종속성있는 인적오류의 오차인

자도 별도로 계산을 해야하지만 공학적 판단을 이용해 오차인자를 할당하였

다. HR-G4와 HR-G9의 I+ 등급을 II로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추가적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HR-G4: 추가적인 열수력분석 수행 예) 일반 과도사건 경우의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 PSV 개방이후 시간지연에 다른 충전 및 방출운전 효과 등  

 HR-G9: 높은 인적오류확률일 경우 대수정규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 사용

(예: truncated log-uniform 사용, 또는 최대값 1을 갖도록 하는 다른 분

포), 종속성있는 행위의 추가적인 불확실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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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표준원전 사고 후 인적오류 HRA 등급평가 결과 보완여부 

 요건 분류 보완 관련사항 보완수단 보완 

여부 

HR-E(4): 

identification of 

post-accident HE  

HR-E3: 절차서 해석에 대해 직원과 면담 

HR-E4: 운전원 모델에 대한 모의제어반 

사용 또는 면담  

운전원 면담실시 

운전원 면담실시  

보완 

보완 

HR-G(9): 

quantification of 

post-accident HE 

*HR-G3: PSF의 종합적인 반영  

HR-G4: 시간에 따라 운전원이 받는 정보 

명시  

HR-G7: 체계적인 사고경위 종속성 평가 

 

*HR-G8: 최소 결합 HEP 정의와 정당화 

HR-G9: 불확실성 분석  

표준 HRA 방법 

부분적으로 해결, 본 

보고서 표 10 & 부록 A  

본 보고서 표 15참고 

표준 HRA 방법  

본 보고서 3장 3절 2 

보완 

부분  

보완 

보완 

보완 

부분 보완

HR-H(3): recovery HR-H2: 회복행위 근거 등  

 

HR-H3: 체계적인 종속성 분석 

본 보고서 3장 3절 3, 

운전원 면담 

본 보고서 3장 3절 3 

보완 

 

보완 

HR-I(1): 

documentation 

HR-I1: 관련 절차서, cues 등 문서화  참고문헌 25 보완 

*: 표준 HRA 방법은 ASME Category II를 만족하도록 개발  

 

사고 후 인적오류의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였다. 설계단계 PSA의 사고 후 인적오류 정량화 결과 비교는 종

속성 평가로 동일 사건으로 모델링되거나 새로이 추가로 모델링된 사건이 많

아 수행하지 않았다. 민감도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건별로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을 모델링하지 않고 이전 PSA처럼 

한가지로 모델링하였을 경우 

 종속성있는 행위의 사전 절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량화 초기에 보조계통의 

인적오류 확률을 1로 놓았다가 추후 원래의 인적오류확률 값을 놓고 

평가한 경우 

 모터구동밸브 수동 개방 회복행위에 대해 이전 사고 후 인적오류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한 경우 

 

사고 후 인적오류의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CDF는 기본 CDF에 

비해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 초기 충전 및 방출(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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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모델링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모델링하여 정량화한 인적오류 

확률을 사용한 경우의 CDF는 기본 CDF보다 1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계통 관련 인적오류 확률을 1로 놓고 평가하다가 추후 원래의 

값으로 복원하여 평가한 경우의 CDF는 기본 CDF보다 약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터구동밸브 수동 개방 회복행위에 대해 이전 사고 후 

인적오류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한 경우의 CDF는 기본 CDF보다 약 0.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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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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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개선 작업이 수행된 표준원전의 

새로운 risk monitor 모델은 PRiME-U3i로 명명하였다. 표준원전 PSA 

모델에서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에 대한 평가결과, 문서화 

요건을 포함한 사고 후 인적오류 HRA 요건 19개 항목중 10개 항목이 

개선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표준 원전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내 원전의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간신뢰도분석은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인간신뢰도분석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은 

ASME PRA Standard의 Supporting Requirements Category II를 

만족시키며 수행하였다. 기존 설계단계 PSA와 비교해 PRiME-U3i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절차서의 해석과 운전원 행위 모델 , 정량화 결과에 대해 운전원 면담실시, 

 운전원 행위 단서와 필요 행위 파악에 운전원 면담실시 

 결합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해 최소확률 적용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에 대해 5가지 초기사건그룹 별로 모델링    

 동일 계통에서 계열별로 모델링된 운전원 행위 한가지로 모델링  

 체계적인 종속성 및 불확실성 분석  

 개별 인적오류 평가와 종속성 평가시 사용된 모든 정보 

문서화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에 따라 PRiME-U3i에서 재평가한 인적오류는 

모두 92건으로 이를 좀 더 분류하면 개별 인적오류 55건, 종속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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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오류 37건이었다. 개별 인적오류 55건 중 상세분석 수행한 인적오류는 

32건(회복행위 포함), 선별분석 수행한 인적오류는 23건이었다. 설계단계 

PSA의 사고 후 인적오류 확률을 이용한 정량화는, PRiME-U3i에서 

종속성을 이유로 기존 일부 사건들을 동일 사건으로 모델링되거나 새로이 

추가로 모델링된 사건이 많아 수행하지 않았다. 초기사건별로 충전 및 

방출(Feed & Bleed) 운전을 5가지로 모델링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모델링할 경우의 CDF는 기본 CDF보다 1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인적오류의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CDF는 기본 

CDF에 비해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SME PSA Standard를 

이용하여 새로이 수행한 사고 후 인적오류의 인간신뢰도분석을 평가한 결과, 

동 지침서의 Supporting Requirements Category II를 80%이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ASME Category I+는 충분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한 인간신뢰도분석 결과는 ASME PRA 

Standard의 Category II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원전 PSA 품질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추후 PRiME-U3i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에 대한 PSA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평가한 운전원 여유시간에 대해 새로이 

열수력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용 

 최대 인적오류 확률이 1이 되게 하는 분포 사용과 이를 다룰수 있는 

불확실성 분석 코드 개발   

표준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SV 개방시간 지연에 따른 충전 및 방출운전 열수력 분석 수행하여 

노심손상방지 가능성 검토.  

 고압안전주입계통 이용불능시 급속 감압 운전에 대한 절차서 상세 명시와  

운전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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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직무 성공기준시간 상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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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직무성공기준 시간 근거를 상세히 기

술하였다: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  

 재순환 운전 작동신호  

 보조급수계통 흡입원 전환   

 

A.1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에 대한 열수력분석 

이전 영광3,4호기 PSA[A.1], 울진3,4호기 PSA[A.2], 그리고 영광 5&6 

PSA[A.3]에서는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에 대해 한가지의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을 사용했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초기사건별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과 기동급수펌프 운전행위의 고려유무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A.1에는 영광 3&4와 울진 3&4의 모든 급수상실사고에 따른 

분석결과가 나타나 있다[A.4]. 영광 5&6 PSA[A.3]에서는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 급수상실사고이외의 다른 초기사건시에도 충전 및 방출운전이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MAAP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 

초기사건은 소형 LOCA와 SGTR로 표 A.2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A.3에는 각각의 초기사건 발생시 운전원 조치가 없을 경우의 원자로 

정지시간과, 가압기압력밸브의 방출시간, 그리고 노심손상시간이 나타나 

있다. 이를 각 사고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급수 상실사고시 

 주급수와 보조급수 모두 상실: 시간 t=0 

 원자로정지: 시간 t=30 

 증기발생기 고갈: 시간 t=1366초  

 PSV 개방: 시간 t=1394초  

 Small LOCA와 SGTR 사고시  

 Small LOCA 또는 SGTR 발생: 시간 t=0  

 원자로 정지: 가장 빠르게 원자로 정지 경우 시간 t=119초  

 AFAS 작동: 가장 빠르게 되는 경우는 원자로 정지후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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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발생기 고갈: 가장 빠른 경우는 AFAS 작동후 3978초  

 PSV 개방: 증기발생기 고갈 직후   

 

표 A.3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에 대한 사건명과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 AFAS 작동시간, PSV 개방시간을 표 A.4처럼 

가정하였다. 본 분석에서 수행하지 않은 과도사건의 경우 AFAS 작동시간 및 

PSV 개방시간은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가압기방출밸브가 개방되는 시간으로 정하였다. 

표 A.1 울진 3/4, 영광 3/4의 급수상실사고 사고 추이 

YGN 3&4 UCN 3&4 CASE 

BASE 1 

TRAINS

2 

TRAINS

BASE 1 

TRAINS 

2 

TRAINS

No of SDS Trains 0 1 2 0 1 2 

No of HPSI Pumps 0 1 2 0 1 2 

F/B Initiation after 

PSV lift, minutes 

N/A 0 30 min. N/A 0 30 min. 

EVENT TIME (seconds) 

Total loss of FW 0 0 0 0 0 0 

Reactor trip 30 30 30 30 30 30 

RCP trip, manual 630 630 630 630 630 630 

SG dryout 1200 1200 1200 1366 1366 1366 

PSVs open 1270 1270 1270 1394 1394 1394 

Bleed path(s) open N/A 1270 3070 N/A 1394 3194 

HPSI flow on/off 1st 

2nd 

N/A 1396/23

86 3943

4028 N/A 1524/23

35 3635 

4310 

Hot leg saturates 2887 1418 2887 2951 1520 2951 

Core uncovery begins 5281 N/A N/A 5308 N/A N/A 

Min. Core level*, ft 

occurs at, sec 

N/A 21.41   

4819 

23.23   

4550 

N/A 23.75 

4490 

22,25 

4494 

Min, RCS inventory, 

lbm occurs at, sec 

N/A 169220 

4950 

171850 

4263 

N/A 186600 

4490 

163650 

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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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MAAP Results for SDS Success Criteria of YGN 5,6 

Cases Initiating Event Operator Action Results 

SLA000 Small LOCA 

(0.38 Inch Dia.) 

No Action Core uncovered 

at 12,550 seconds 

SLA060 Small LOCA 

(0.38 Inch Dia.) 

1 SDV open at  1 Hour 

after accident initiation

 

No core uncovery 

SLB000 Small LOCA 

(1.0 Inch Dia.) 

No Action  Core uncovered 

at 11430 seconds 

SLB060 Small LOCA 

(1.0 Inch Dia.) 

1 SDV open at  1 Hour 

after accident initiation

 

No core uncovery 

SLC000 Small LOCA 

(1.91 Inch Dia.) 

No Action  No core uncovery 

SGA000 SGTR 

(Single Ended) 

No Action  Core uncovered 

at 33,540 seconds 

SGA060 SGTR 

(Single Ended) 

1 SDV open at  1 hour 

after accident initiation

 

No core uncovery 

SGB000 SGTR 

(Double Ended) 

No Action  No core uncovery 

 

표 A.3 급수상실사고에 대한 시간대분석 
급수상실사고 영광 5&6 small LOCA 영광 5&6  SGTR 주요 사건 

시간(초)  영광 

3/4 

울진 

3/4 

0.38”  

사고 

1” 사

고 

1.91”  

사고 

Single 

ended 

Double 

Ended 

RX trip 30 30 4991 445 119 1553 632 

AFAS signal N/a* N/a* 약7500 약4000 약5000 약12000  

SG Dryout 1200 1200 9810 7978 21815 17634 

PSV open 1270 1394 10117 10140  31531 

Core Uncovery 5281 5308 12528 11430 77497 

(22시간)

33545 

 

N/A 

*: 원자로 정지직후 바로 AFAS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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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초기사건별 충전 및 방출운전의 기본사건과 가압기 개방시간  

기본사건 명 기동급수

펌프 

사용 

유무 

관련 

초기사건 

보조급수작동과 

가압기 개방시간  

비고  

SDOPHEARLY 

사용 일반 

고압사고 

사건수목 

AFAS 발생: 원자로 

정지후 10분 

PSV 개방: AFAS 

발생후 20분  

RCS 고압사고, 증기발생기 

저수위와 관련안된 

원자로정지  

SDOPHE-

LOFW* 

불가 LOFW 

SDOPHE-FW 

불가 LSSB, 

LOOP, 

LODC 

AFAS발생: 

원자로정지(30초) 

직후 

PSV 개방: 1394초 

증기발생기 낮은 수위로 인한 

원자로 정지. 

SDOPHE-LOFW 경우는 

절차서의 상태에따라, 

SDOPH-FW와 구분 

SDOPHE-SL 불가 Small LOCA

SDOPHE-SG 

사용 SGTR 

AFAS발생:원자로

정지후 30분  

PSV 개방: 

AFAS발생후 30분 

RCS 저압사고  

 *:  

A.2 재순환신호 발생에 대한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이나 일반과도사건 발생으로 고압안전주입계통이나  

저압안전주입계통, 또는 격납용기살수계통의 주입 운전시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핵연료재장전수가 고갈되어 재순환작동신호(recirculation 

actuation signal: RAS)가 발생된다. RWT 설계 용량은 698000 

gallon이고[A.5] 울진2발전소의 정기-계-27 (재장전수 탱크 수위계기계열 

기능시험)[A.6]에 따르면, 평상시 87% ~ 95%의 용량을 가진다. 또한 RWT 

수위와 관련된 신호발생은 다음과 같다: 

 RWT Low Level 경보 77.8%에서 발생  

 RWT Low-Low Level 73%에서 발생,  

 RAS signal 7.6%에서 발생 

 

운전원은 RWT 수위에 경보가 울릴경우 어느정도 이를 감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RAS 발생에 대한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RWT Low-

level시의 용량(607260gallon)에서 RAS가 발생되는 용량(53048)될때까지 

총 554232gallon의 물이 빠지는 시간으로 계산하였다. 각각의 펌프 1대만 

운전할 경우의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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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SI 펌프 1대만 운전 경우(5000gpm) 110분(554232/5000)  

 HPSI 펌프 1대만 운전 경우(1000gpm)인 경우 550분 (554232/1000),  

 CSS 펌프 1대만 운전 경우( 5000gpm)인 경우 110분(554232/5000) 

 

재순환신호작동에 대한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을 여러가지로 나눌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보수적으로 2가지의 경우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대형 LOCA시 모든 펌프가 기동한다면 6개 모두 합치면 22000gpm, 

(55412gallon/22000gpm) 25분정도에 RAS signal 발생. 성공기준이 

1대의 펌프만 운전이 가능하더라도 대형 LOCA시에 운전원이 1대의 

펌프만을 짧은 시간내에 운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듬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시 저압안전주입계통을 통해 재순환 운전 한다면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110분   

 

따라서, 대형/중형 냉각재 상실사고시에는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은 

25분이고, 그외의 사건수목에서는 110분으로 간주한다.  

 

A.3 보조급수계통 펌프 흡입원 전환에 대한 운전원 직무 성공기준시간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등이 발생할때 보조급수계통을 이용한  2차측의  

열제거 유지를 위해서는 보조급수 펌프가 24시간 가동하도록  

복수저장탱크(CST)의 재고량이  확보돼야한다. 현재의 울진 3/4호기 

비상운전 절차서[A.7]에 의하면 보조급수 펌프 운전시 복수저장탱크의 

수위를 확인하여 수위가 충분하지않으면 순수계통(DWST)이나 

원수계통(Raw Water Tank)에서 충수하라고 기술돼있다. 보조급수계통 

설계문서[A.8]에 의하면 보조급수 계통의 정격 유량은 이차측이 1250 

psia일때 550 gpm(gallon per minute)이다.  복수저장 계통과 순수계통의 

문서[A.9~A.11]에 의하면 복수저장 탱크는 호기당 2개이고  탱크당 용량은 

500,000 gallon, 순수계통 탱크는 호기당 1개이고 용량은 300,000 gallon, 

그리고 원수계통은 2개의 호기가 공유하고 있으며 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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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000gallon이다. 두개의 트레인에 있는 각각의 보조급수 펌프들은  

현장에서 수동밸브들을 개방함으로써 2개의 복수 저장탱크를 급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복수저장탱크 설계자에 의하면 복수저장 

탱크 용량 결정은 보조급수 펌프 운전시간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용량결정시 보조급수 펌프 운전시간은  이차측 열제거를 위해 4시간, 냉각과 

감압시  6.3시간이다. 이차측 열제거 계산시의 보조급수 펌프 유량은  550 

gpm으로 가정했다고 한다.    

    현재의 울진 3/4호기 PSA에서  보조급수 펌프의 성공기준은  

초기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4대나  또는 2대 중 1대만 가동되면 

성공인것으로 모델링되어있다. 울진 3/4 호기 PSA에서 순수저장탱크로부터  

복수저장탱크에의 충수를 고려한 것은 보조급수계통이  사고발생시 각각의 

트레인에서 1대씩 두대의 보조급수 펌프가 가동될것이라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이다.  발전소 이상사태후 발생하는 잔열(decay heat)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급격히 작아지기때문에 이차측 열제거를 위해 필요한 

보조급수펌프의 유량은 매우 작아질것이다.   

    울진 3,4호기 기술운영지침서에 따르면 사용하지 못하는 48,000 

갤런을 포함하여 228,000 갤런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참고적으로 정기-

계-45(복수저장탱크 수위 계기계열 기능시험)[A.12]에 따르면 

복수저장탱크 수위 경보는 다음의 경우에 발생된다: 

 Hi 경보 –  83.3% 용량 

 LO 경보 –  70% 용량  

 LO-LO 경보 –  61.4% 용량  

 Empty 발생 –  7.1% 

울진 2발 확인 결과 정상운전 중에 복수저장탱크 수위는 80% 

정도(40,0000 gallon)의 수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사용 가능 복수저장 탱크 

용량은  180,000˜352,000 gallon 범위라고 판단된다.  고갈시간 계산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73 

  

 

 보조급수 펌프 1대가 운전 중이며 그 유량은 550gpm이다. 

 각각의 복수 저장탱크 유량은 352,000 gallon이다. 

   

따라서, 복수저장탱크 고갈시간은 개략적으로 352,000 

/550  = 1280분(21.2시간)이다. 펌프 1대가 가동중이라면 대략 21시간에 

복수저장탱크 모두는 고갈된다. 이때 순수저장탱크에서 복수저장탱크로 

물을 주입하면 개략적으로 6시간이상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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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 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표준 원전의 PSA 모델의 품질향상을 위해 ASME PRA 

Standard를 사용하여 표준원전 PSA 모델을 평가하고 품질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품질개선 작업이 수행된 표준원전의 새로운 risk monitor 모델은 

PRiME-U3i로 명명하였다. 표준원전 PSA에서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에 대한 평가결과, 사고 후 인적오류 HRA 요건 19개 항목중 

10개 항목이 개선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 원전 PSA에서의 사고 후  인적오류의 인간신뢰도분석 

품질이 ASME PRA Standard Category I+로 평가되는 것을 목표로 사고 후 

인적오류에 대해 인간신뢰도분석을 새로이 수행하였다. 기존 설계단계 PSA와 

비교해 PRiME-U3i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인간신뢰도분석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운전원 면담실시, 

 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에 대해 5가지 초기사건그룹 별로 모델링    

 개별 인적오류 평가와 종속성 평가시 사용된 모든 정보 문서화 

표준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에 따라 재평가한 PRiME-U3i의 사고 후 인적오류는 

모두 92건으로 이를 좀 더 분류하면 개별 인적오류 55건, 종속성 있는 인적오류 

37건이었다. 개별 인적오류 55건 중 상세분석 수행한 인적오류는 32건(회복행위 

포함), 선별분석 수행한 인적오류는 23건이었다. 초기사건별로 충전 및 

방출(Feed & Bleed) 운전을 5가지로 모델링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모델링할 경우, PRiME-U3i의 CDF는 기본 CDF보다 1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SME PSA Standard를 이용하여 PRiME-U3i의 사고 후 인적오류 

인간신뢰도분석을 평가한 결과, 동 지침서의 Supporting Requirements 

Category II를 80%이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ASME Category I+는 충분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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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명 키워드 

(10단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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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using the ASME PRA Standard, evaluated 

the PSA model of the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 and identified the 
items to be improved to enhance its quality. The new risk monitor PSA model for the 
KSNP of which quality was enhanced is called as PRiME-U3i.  The evaluation results of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 of the post-accident human errors in the PSA model of 
the KSNP showed that 10 items amon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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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accident human errors for the KSNP PSA model as the target 
of grading its quality above ASME PRA Standard Category I+. Following tasks were 
additionally major tasks performed in the HRA of post-accident human errors of PRiME-
U3i compared with the previous PSA model of the KSNP: 
 Interviews with operators in the collection and review of input data need for the HRA   
 Modeling of initial feed and bleed operation as human actions according to 5 

initiating event groups 
  Documentation of information of all the input and bases for the detailed 

quantifications using the quantification sheets   
The number of the re-estimated human errors of PRiME-U3i according to the Korea 

Standard HRA method is 92.  Among them, the number of individual post-accident 
human errors is 55. The number of dependent post-accident human errors is 37. 
Modeling of one event for initial feed and bleed operation increase the CDF of PRiME-
U3i by 13.58% compared with baseline CDF.  The assessment results for the new HRA 
results of post-accident human errors of PRiME-U3i using the ASME PRA Standard 
show that above 80% items of its supporting requirements for post-accident human 
errors were graded as its Category II. Thus, this study results sufficiently meet the 
ASME PRA Standard Category I+. 

It is expected that the HRA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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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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