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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는 차등품질보증(Graded Quality Assurance: GQA)에서 안전을 위해 중요한

(Safety-Significant) 구조물, 계통, 기기(Structures, Systems, Components: SSCs) 분류를 

위하여 발전소 계통 기능에 대한 평가치 설정 방법과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델파이(Delphi) 방법을 이용한 전문가 의견 추출 및 취합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델파이 방법의 활용에서는 지침서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에 차등품질보증의 수행을 위한 기

기 안전 등급 분류를 위해 안전 중요도 할당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본 지침서는 차등품질보

증에서 Safety-Significant 기능 선별에 사용될 발전소 계통 기능에 대한 평가치 할당을 위

해 작성되었다. 본 지침서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평가치 할당을 위한 이상적 Expert Panel 

구성 요건 및 설문서, Expert Panel이 답을 제공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부여해야 

할 평가치 할당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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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describes a method and process assigning a value for system functions to 

categorize the safety-significant SSCs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in graded 

quality assurance (GQA). In this study, we used the Delphi process for elicitation of the 

expert opinions. In Delphi Process, it is required to use a guideline for consistency. 

Therefore, we developed the guideline for SSCs categorization. This guideline was written 

to assign a value for system functions to screen out the safety-significant SSCs. This 

guideline provides with the requirement for an ideal expert panel composition, 

questionnaire, the description for issues and the guide assigning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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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적 

본 지침서는 차등 품질보증(GQA; Graded Quality Assurance)에서 Safety-

Significant 기능 선별에 사용될 발전소 기능에 대한 가중치 할당을 위해 

작성되었다. 본 지침서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가중치 할당을 위한 이상적 Expert 

Panel 구성 요건 및 설문서 그리고 Expert Panel이 답을 제공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제1절 품질보증(QA)과 차등품질보증(GQA) 프로그램 개요 
QA프로그램은 안전관련 기기가 설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치(actions)를 설정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발전소 기기의 

안전에 관련된 중요성을 공학적 판단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 관련 

기기와 비안전관련 기기로 분류하여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PSA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기기의 안전 중요도를 재분류하고 재분류된 

안전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즉, 안전 관련 기기일지라도 안전중요도가 낮으면 기존 QA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안전관련 기기일지라도 안전 중요도가 

높으면 강화된 QA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이 차등 

품질보증 프로그램이다. 확률론적 식견은 기존의 QA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후보인 low safety-significant SSCs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PSA 모델 

대상이 발전소 전 계통이 아니므로 결정론적 평가에 기반한 SSCs의 분류 또한 

중요하다.  

 

제2절 GQA를 위한 안전 중요도 분류 
어떤 계통은 여러 운전 모드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QA 프로그램이 

기기 또는 기기의 한 부품 수준에서 적용된다 하더라도 안전 중요도 분류는 대부분 

계통 기능 수준에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통 기능은 정상 운전 중 기능뿐 아니라 노심 손상 방지 또는 완화, 격납용기의 

건전성 유지, 방사능의 대기 중 확산 가능성, 또는 설계 기준 초과 또는 설계 기준 

이내에서 발생된 사고와 과도 사건으로 인해 대중에 미치는 영향 감소를 위한 모든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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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결할 문제 (Issues) 

- 평가 대상 기능에 대한 평가치 할당: 고압안전주입 기능, 1차 기기냉각해수 

기능에 대한 평가 

- 대상 기능에 대한 안전 중요도 결정 

 

제3장 전문가 그룹 (Expert Panel)  

제1절 의무 (Responsibilities) 

Expert Panel은 제공되는 Sheet에 요구하는 평가치를 제공한다. 

- 주어진 계통 기능이 어떤 기능 수행과 연관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질문의 

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인 평가치로 할당 

- 요구되는 경우, 가중치 할당에 대한 근거 제공 및 평가치 수정 

- 요구되는 경우, 최종 가중치 결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 회의 참석 및 토론  

 

제2절 구성 (Composition) 

Expert Panel을 다음과 같은 분야 전문가들로,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운전 관련 전문가 (Operations) 

- 계통 엔지니어 (System Engineer)   

-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전문가 

- 심층방어(Defense In Depth, DID) 전문가 

- 사고 해석 분야 전문가: 열수력 분석 분야 전문가,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분야 전문가  

- 계통 설계자 

*Expert Panel구성원은 DID와 PSA 분야의 지식을 겸비하면 더욱 좋다. 

 

제3절 요건 (Qualifications) 
전문가 그룹 구성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 관련 

분야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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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및 계통 운전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 예를 들면, 현재 

또는 과거에 SRO 자격증 소지자 

- PSA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DID 개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사고해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전문가 

- 정비효율성 감시 요건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 발전소 및 계통 수준의 고장 경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발전소 계통 설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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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상 계통 기능 분류  

GQA 적용 예제 계통으로 고압안전주입계통과 1차 기기냉각해수계통을 선정하였다. 

고압안전주입계통은 안전주입계통의 여러 기능 중 고압안전주입과 관련된 기능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은 대상 계통에 대한 기능분류이다. 

 

제1절 고압안전주입계통 기능 분류 
- RWT로부터 고압안전주입수(붕산수) 공급: HS-1 

- 재순환 집수조로부터 저온관 안전주입수 공급: HS-2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 유지: HS-3 

- 최소유량 운전 (요구 시 닫힘 기능 포함): HS-4 

- RWT와 Refueling Cavity 간 붕산수 이송: HS-5 

- RCS 압력경계 역지밸브 누설 시험 수단 제공: HS-6 

- 시료 채취 수단 제공: HS-7 

- 중앙제어실에 지시 및 경보신호 제공: HS-8 

- 현장 지시 기능: HS-9 

- 격납건물 격리 기능: HS-10 

 

제2절 1차 기기냉각해수계통 기능 분류 
- 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충분한 냉각 해수 공급: SX-1 

- 데브리 필터 여과 및 역세척 기능: SX-2 

- 중앙제어실에 지시 및 경보신호 제공: SX-3 

- 계열간 교차 운전 기능: SX-4 

- 계열간 격리 기능: SX-5 

- CCW 열교환기 Room 및 ESW Intake Structure 지역 대체 소방수 공급: S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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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선정 및 고려 사항 
안전 중요도는 노심 손상 방지 및 완화와 연관된 지침을 사용하여 결정해도 된다. 

그러나 격납용기 건전성과 대량 초기 방출 인자(LERF factor), 인적 오류, 비상 

사태 대비를 위해 사용되는 발전소 기기 중요도와 발전소 모니터링 기능, 심층 

방어 철학(Defense-In-Depth), 그리고 안전 여유도 등을 완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기능이 PSA 고장수목에 모델되어 있지 않으면, 모델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하고 전통적인 공학적 판단을 통해 대상 기능의 고장이 어떤 인적 행동 또는 

다른 높은 안전 중요 기능의 수행을 저하시키는지를 검토한다.  

다음과 같이 발전소의 안전 운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고려한다: 

- 필수 안전 기능에 대한 고려; 사고완화 기능과 안전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계통 기능 고려   

- 정상 출력 운전되고 있는 동안 계통 기능이 고장 날 경우, 사고나 과도사건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계통 기능 고려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능 평가를 위해, 상기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선정하였다: 

- 사고 또는 과도 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 비상운전절차서(EOP)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기능인가? 

-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직접적으로 다른 safety-significant 계통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나? 

-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안전 정지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 사건을 유발하는가?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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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정된 질문 및 가중치 

질문 사항 가중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원 공급 기능 

3 

 

 

제1절 사고 또는 과도 사건을 완화하는 기능 설명 

1.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 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 반응도 제어 측면을 

의미 - Fast insertion(Reactor Protection)과 Slow insertion(ECCS) 기능 

2.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능: 능동 및 수동 

측면에서 압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능 

3. 격납용기 대기의 열 및 방사성 물질 제거와 건전성 유지 기능: 능동 및 수동 

측면에서 격납용기 내의 열제거 관련 기능과 방사성 물질의 대기 중 방출 

방지 기능 

4. 원자로의 열제거 기능: 일차측 및 이차측 열제거 기능과 열제거를 위한 

보조기능 포함 

제2절 EOP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기능 

EOP나 설계 기준 configuration 이상에 대한 ERP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기능.    

제3절 다른 Risk-significant 기능을 상실을 초래하는 기능 

기능 상실로 인해 직접적으로 다른 risk-significant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제4절 발전소 정지 또는 운전 모드 변경에 큰 영향을 주는 기

능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4.1의 1항 기능 제외)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운전 

모드의 변경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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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초기 사건 유발 기능 

사고 유발 측면, 발전소 정지를 요하는 사고 또는 발전소의 안전계통의 불능을 

초래하는 과도사건 유발 측면 - 지배적인 사고 유발의 잠재성을 가진 초기사건 

유발 측면에서 다음 기능들을 고려한다: 

1. 일차측 열제거 기능: 원자로 냉각계통과 화학 체적 제어계통을 통한 열제거 

기능 

2. 전력 변환 기능: 급수계통, 증기발생기, 터빈 등의 전력 생산을 위한 전력 

변환 기능 

3.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가압기, PSV, 증기발생기 등을 

이용한 압력 제어 기능 

4.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기기냉각수, 기기냉각해수, 

순환수 계통 등을 이용한 냉각 기능  

5. 전력 공급 기능: AC, DC 전원 공급 기능 

6. 기타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압축 공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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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대상 기능에 대한 평가치 할당 시 고려 사항 
각 Expert Panel이 대상 기능에 대한 평가치 할당 시 고려해야 할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PSA에 모델되어 있든 아니든 초기사건에 반응해서 동작되는 모든 계통을 

숙지하고 이들 계통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이들 계통을 

보조하는 기능인지 고려한다.  

-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통의 기기(elements)여서 PSA 모델에서 선별 제거된 

기기의 실패가 초기사건에 반응하는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고, 그 기기가 포함된 기능을 평가한다.  

- 평가 대상 기능이 이용 불능인 경우, 질문에서 필요한 기능 수행과의 연관 

정도와 기능 상실 빈도를 고려하여 질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치 할당 숫자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낮은 것임. 0~5까지의 수 중에서 

할당하되 제7장의 할당 지침을 참고하여 할당한다. 

- 대상 기능의 다중성, 다양성 등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치를 할당한다. 

 

아래와 같이 전기적 및 기계적 기능 평가를 통해 다른 기능과의 연계 관계를 

고려한다. 

전기적 기능 평가 (직접 관계) 

- 어디로부터 전원 공급을 받는가? 

- 어디로 전원을 공급하는가? 

- 화재 방호를 위한 전자기 화재 방호문인가? 

- 지진 감시를 위한 기기인가? 

전기적 기능 평가 (간접 관계) 

- 다른 기기로부터 신호를 받는가? 

- 다른 기기로 신호를 보내는가? 

-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 신호인가? 

 트립 기능인가? 

 위험도에 큰 영향을 주는 기기(breaker, bistable, solenoid valve, 

machine-start circuit, pump-start, etc.)를 제어하는 기능인가?  

 “process” 경보나 annunciator input인가? 

 “process” 감지 기능인가? 

- 화재 방호 신호인가? (감지 또는 Suppression actuation, 펌프 기동, SOV, 

등.) 

- 홍수 제어 기능을 제공하나? (water detection; solenoid operator for a drain 

valve’s actuation; 등.) 

 

기계적 기능 평가 

- SSCs가 구조적인 건전성 기능을 제공하는가? 

- SSCs가 완충기(snubber)라면, 다음 기능 중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나? (1) 

seismic restraint, (2) water-hammer prevention, (3) to accommodate 

thermal expansion, 또는 (4) as a pipe-whip 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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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Cs가 원자로냉각기능이나 압력경계기능(considered for both RCS and 

containment)을 제공하는가? 

- SSCs가 사고를 감지, 진단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process 

indication을 제공하는가?   

- SSCs가 다른 risk-significant 계통이나 중요 안전계통을 보조하는가? 

(cooling, heating, lubrication, ventilation, draining, etc) 

- SSCs가 화재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가? 

- SSCs가 홍수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가? 

 

위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평가 대상 기능이 포함되면, 기기 신뢰도와 성능에 

대해 요건 완화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정성적인 평가 수행 과정은 다음을 따른다. 

- DID 철학과 안전 여유도 유지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결정  

- 이들 실패 모드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과거 이력을 통해 평가하고 

정성적으로 결정  

- 이들 고장 모드가 적절한 방법으로 감지 될 수 있음을 정성적인 공학적 

판단으로 결정 

- 고장률 증가 제어에 유용한 요구조건에 대한 검토  

- 요구 조건이 왜 고장률 증가에 작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공학적 

검토  

 

다음의 정성적인 안전 등급 분류 Insights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 

-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능의 수행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통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량적인 지침으로 계통 기능을 분류하면 반응도 제어나 

잔열 제거와 같은 기능은 low-safety significant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는 중요 기능과 연관된 최소한 하나의 계통은 high-

safety significant으로 선정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선별 분석은 어떤 기능의 실패를 중요치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계통과 구조물의 다중성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계통 

실패를 모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어떤 계통과 구조물의 

중요도는 기능 실패가 선별 제거 되므로 PSA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정성적인 안전 등급 분류에서는 외부 사건과 정지 위험도에 대한 정성적인 

위험도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 연구에서 고려된 모든 계통 기능은 “high 

safety-significant” 후보로 간주한다. lower safety-significance category로 

되는 마지막 분류에서 초기사건의 빈도 또는 정도(magnitude)와 사건에 

대응하는 SSCs의 능력 등을 고려한다.  

- Maintenance Rule(MR) 평가에서 얻은 Risk insights를 다음과 같은 계통 

기능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사고 완화 가능; EOP에서 사용하는 기능; 

대상 기능 실패로 인해 안전 관련 기능 수행을 위한 안전관련 SSC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기능; 그리고 실패로 인해 reactor scram이나 

안전관련계통의 동작을 야기하는 기능  

- PSA 중요도 척도로는 비상 시 및 중대사고 관리에서 운전원 조치를 

보조하는 SSCs의 중요성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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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으로는 환경 제어, 조명, 경보, 통신과 신호 기능 등이 있다. 이런 계통 

분류 결정 시에는 계통 기능의 상실이 단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와 계통 고장이 사고와 함께 동반되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운전원이 이런 

보조계통의 상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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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평가치 부여 시 참고 지침  

- 평가 대상 기능이 발전소 기능 수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여 

평가치 할당. 즉, 평가 대상 기능이 실패할 경우 설문에 있는 발전소 기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고려. 

- 평가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수집 자료 검토 후 평가  

- 대상 기능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는 FSAR, 계통 설명서(System 

Description), 계통도, 비상운전 절차서 등. 

- 평가 대상 기능 상실에 따른 사고 유발인자(초기 사건) 파악 

다음의 표 2를 참고로 각 전문가가 느끼는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할당한다.  

표 2. 가중치 할당 기준 참고 표 

질문에 대한 

점수 

점수 할당을 위한 정의 및 설명 

0 (0%) 부정적 – 연관 가능성 없음 

1 (1~9%) ◦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주거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매우 희박한 발생 –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한 번 정도의 작동 요구 

◦ 중요하지 않은 영향 – 계통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노심손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대중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2 (10~39%) ◦ 아주 미비한 영향을 주고/주거나 드물게 발생함 

◦ 드물게 발생 – 작동 요구 < 한 주기당 한 번 

◦ 미비한 영향 – 계통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지만 노심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대중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3 (40~59%) ◦ 적은 영향을 주고/주거나 가끔 발생 

◦ 가끔 발생 – 한 주기당 1-2 번의 작동 요구 

◦ 적은 영향 – 계통의 기능이 아주 낮은 노심손상 가능성을 가지고

심각하지 않게 떨어지고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음.  

4 (60~89%) ◦ 보통의 영향을 주고/주거나 일정하게 발생 

◦ 일정하게 발생 – 5 년에 한번 보다 더 자주 발생 

◦ 보통의 영향 –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거의 있음직하지 않은 계통의 기능

상실로 노심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있거나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음  

5 (90~100%) ◦ 큰 영향을 주고/주거나 자주 발생  

◦ 자주 발생 – 지속적 또는 일상적으로 작동  

◦ 큰 영향 – 있음직한 계통 기능의 상실로 인해 노심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있거나 대중의 안전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평가 대상 기능에 대한 가중치 할당이 끝나면 원래 각 질문의 가중치와 각 

전문가가 부여한 가중치를 곱하여 모두 더한다. 평가 대상 기능에 대한 최종 

점수가 40점 이하가 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기능인지를 다시 검토해 

본다:  

- 평가 대상 기능이 안전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안전 기능의 보조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안전 기능을 보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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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기능이 어떤 절차 또는 회복을 위해 PSA에서 고려되는 운전원 

조치를 보조하지 않는다.   

- 평가 대상 기능의 실패가 PSA 초기사건을 발생과 연관이 없다.   

- 평가 대상 기능이 중대사고 동안 핵분열 물질의 확산 방벽 기능의 일부분이 

아니다.  

- 평가 대상 기능의 실패가 중대사고 동안 방사능 물질의 확산과 연관이 없다.  

 

상기 요건을 만족하면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평가치를 다시 검토 후 수정 또는 근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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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정론적 위험도 순위 결정  
 

SSCs 의 PSA 모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SSCs 에 대해 결정론적 위험도 순위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PSA 에 모델된 SSCs 의 중요도는 결정론적 평가 

결과와 확률적 평가 결과 중 상위에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계통 기능 확인, 계통 내 각 기기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확인, 이를 

문서화(위험도 중요 기준 문서), 기기에 대한 초기 위험도는 해당 계통 기능 실패에 

의한 위험도로 할당한다. 이를 전문가 그룹이 의견의 합일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문서화는 요구되지 않는다.  

하나의 기기가 여러 기능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그 기기의 안전 중요도는 

가장 높은 안전 중요 기능의 순위를 따른다. 

질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부여한 점수와 각 질문사항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합으로 중요 순위를 결정한다. 중요도 분류를 위한 점수 범위는 다음 표 3 와 같다.  

표 3. 위험도 분류 기준  

최종 점수 범위 위험도 범주 

71 –100 High Safety Significant (HSS)  

41 - 70 Medium Safety Significant (MSS)  

21 - 40 Low Safety Significant (LSS)  

0 – 20 Non-Risk Significant (NRS)  

 

5개의 질문 중 하나에서 만이라도 높은 점수를 부여 받으면 전체 점수에 관계 없이 

더 높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최종 기기 등급 분류는 다음 표 4과 같이 I, II, III, IV 등급으로 분류하며 이중 I, II 

등급에 대해서 Special Treatment를 적용한다.  

표 4. 최종 안전 등급 분류 기준 

위험도 범주 Safety-related Non-Safety Related 

HSS 

MSS 
I 등급 II 등급 

LSS 

NRS 
III 등급 IV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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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  

RWT로부터 붕산수 공급 기능(HS-1)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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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 집수조로부터 저온관 안전주입수공급 기능(HS-2)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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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압력경계 건전성 유지 기능(HS-3)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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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유량 운전 기능(HS-4)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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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산수 이송(RWT와 Refueling Cavity간)(HS-5) 기능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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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압력경계 역지밸브 누설시험 수단 제공 기능(HS-6)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 A-7 -  

시료 채취 수단 제공 기능(HS-7)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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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에 지시 및 경보 신호 제공 기능(HS-8)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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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시 기능(HS-9)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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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격리 기능(HS-10)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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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냉각 해수 공급 기능(SX-1)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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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리 필터 여과 및 세척 기능(SX-2)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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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에 지시 및 경보 신호 제공 기능(SX-3)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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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간 교차 운전 기능(SX-4)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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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간 격리 기능(SX-5)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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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W 열교환기실 및 ESW intake 건물 지역 대체 소방수 공급 기능(SX-7) 

평가표 

차 평가 

Delphi(델파이)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   )  정비 기술자/계획자 (   ) 

PSA 엔지니어 (   )  계통 설계자 (   ) 

기타 (                  ) 

 

 운전 경험 (            )                                   응답자 이름:           

사고 후 대응 기능 - 사고 완화 측면 가중치 점수 가중치*점수

1. 평가 대상 기능이 사고나 과도사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인가? 
5   

2. 평가 대상 기능이 비상 운전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인가? 
5   

3. 평가 대상 기능 상실이 다른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통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나? 
4   

4.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발전소 정지(Fast and 

slow insertion 기능 제공) 또는 운전모드 변경에 큰

영향(Safety Significant)을 주는가? 

3   

5. 평가 대상 기능 상실로 인해 초기사건을 유발하나?  

   (아래 기능 상실 측면에서 고려) 

 일차측 열제거 기능 

 전력 변환 기능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전력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3   

합계    

근거 설명 

 

 

 

 

 

 

 

 

 

 

 

 

가중치는 0~5 사이의 수치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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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건 및 설문서, Expert Panel이 답을 제공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부여해

야 할 평가치 할당 지침을 제공한다. 

 

 

 

 

 

 

 

주제명 :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 추출, 델파이 방법, 기기 안전 등급 분류, 차등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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