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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목: 울진 3,4 호기 PSA의 초기사건 빈도 재평가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위험도 정보 활용 원전 규제 및 응용 (Risk Informed 

Regulation & Applications)이 활발해 짐에 따라, 위험도 정보 활용 원전 규제 

및 응용의 근간이 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 모델의 정확성 및 충실성이 

요구되어지고, 또, 위험도 정보 활용 원전 응용 분야도 PSA 의 품질 등급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PSA 모델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잣대로서 PSA 표준이 정해지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도 표준원전의 PSA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울진 3, 4 호기 PSA 의 초기사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울진 3, 4 호기의 PSA 의 초기사건빈도를 최신 방법론 및 

국내외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울진 3, 4 호기 PSA 의 새로운 초기사건 빈도는 미국에서 사용하기를 권하는 

NUREG/CR-5750 보고서의 자료와  방법론을 근간으로 국내 원전의 이력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새로운 울진 3, 4 호기의 초기사건빈도는 초기사건에 따라서 

이전 보다 커진 것과 작아진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초기사건빈도를 사용하면 새로운 

CDF 는 이전보다 조금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 3, 4 호기 PSA 의 새로운 

초기사건 빈도는 새로운 울진 3,4 호기 PSA 모델 (PRiME-U34i)에 활용하였다. 



 IV

SUMMARY  

 
Title : Updating of Initiating Events Frequencies in the UCN 3, 4 PSA 

 
As the Risk Informed Regulation & Applications (RIR&A) become popular 

in the world nuclear power plants, it is required that the better quality 

of PSA should be used in the RIR&A. Thus, for the evaluation of PSA models, 

ASME PSA standard and NEI PSA peer review guidance were prepared. To 

improve the PSA of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s(KSNP), the 

frequencies of initiating events for UCN 3 & 4 should be updated.  

The frequencies of initiating events for UCN 3 & 4 were updated 

reflecting the new operating experience of the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nd the unsatisfactory previous methods in deriving the 

initiating events frequencies were upgraded. 

 
The new frequencies of initiating events for UCN 3 & 4 were updated 

based on NUREG/CR-5750’s methodology and data, reflecting the new operating 

experience of the domestic nuclear plants. The new initiating events 

generates a little bit smaller CDF for UCN 3 & 4. 

 

The updated initiating events frequencies were used for the new UCN 3 & 

4 PSA model called PRiME-U3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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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위험도 정보 활용 원전 규제 및 응용 (Risk Informed 

Regulation & Applications)이 활발해 짐에 따라, 위험도 정보 활용 원전 규제 

및 응용의 근간이 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 모델의 정확성 및 충실성이 

요구되어지고, 또, 위험도 정보 활용 원전 응용 분야도 PSA의 품질 등급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PSA 모델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잣대로서 PSA 표준[1,2]이 정해지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도 표준원전의 

PSA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울진 3,4호기 PSA[3]의 초기사건에 대해 최신의 

국내외 원전 자료를 반영하고, 미비한점을 찾아 개선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그 작업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기사건 빈도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보완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수행절차서[4]에 따라, 초기사건빈도를 재평가 

하였다.  

둘째, 운전이력을 근거로 초기사건 빈도를 평가할 경우, 일관성을 위하여 

최근에 발표되어 미국의 많은 원전들이 이용하고 있는 NUREG/CR-5750 

보고서[5]의 초기사건 빈도를 기본 값으로 이용하였다. 이때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울진 3, 4호기와 NUREG/CR-5750의 초기사건 분류기준을 맞춘다.  

- NUREG/CR-5750에서처럼 발생 빈도의 감소 추세가 확인되는 경우는 

낮은 값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내 원전은 대부분 신규 원전이기 

때문에 발생 빈도의 추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 빈도 재평가에는 일반적으로 2단계 Bayesian Update 방법을 

적용하지만 울진 3, 4호기는 운전년수가 작고, 실제 사건의 발생 

건수도 울진 3호기의 경우 상업운전 이후 2002년까지 3건의 

사건만이 있을 뿐이므로 2단계 Bayesian Update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UREG/CR-5750 자료를 사전 분포 자료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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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이 현저히 다른 월성 원전 이력자료를 제외한 국내 원전 전체 

이력 자료를 증거자료로 반영한 1단계 Bayesian Update를 

적용하였다.  

- 국내 운전이력자료는 2002년 말까지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 기존 국내 PSA의 초기사건 빈도 분포는 Lognormal 분포를 따르므로 

보완된 분포도 대부분 Lognormal 분포를 따른다. 그러나 NUREG/CR-

5750의 원 자료가 감마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사전분포가 감마분포인 초기사건은 사후분포도 감마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NUREG/CR-5750에서 초기사건 빈도를 구할 때, Functional Impact 그룹에 

속한 초기사건들과 Initial Plant Fault에 속한 초기사건들로 구분하여 두가지 

빈도를 구하였다. 다음은 이들 두 그룹에 대한 설명이다. 

Functional Impact Group 

Functional Impact 그룹에 속한 사건들은 잔열제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심각 사건들로서 12개 표제 밑에 26개로 분류했다. 일반 과도 사건 

(General transient)은 다음의 Initial Plant Fault Group에 속한다. 

Functional Impact 그룹에 속한 사건들의 빈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초기사건(SGTR)이나 Loss of Main Feedwater 같은 중요 

사건이 사건 수목에 조건부 실패로 특별히 모델링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 

적합하다. 따라서, 울진 3, 4호기는 주요 사건이 사건 수목에 조건부 실패로 

특별히 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Functional Impact 빈도를 사용하였다. 단, 

일반 과도 사건 빈도는 Initial Plant Fault 빈도의 자료를 활용한다. 

Initial Plant Fault Group 

Initial Plant Fault는 원자로 불시 정지를 일으키는 첫 사건을 말한다. 

Initial Plant Fault에는 Functional Impact 그룹 분류에 추가로 22개로 분류된 

일반과도 사건 표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13개 표제 밑에 48개로 분류된다. 

Initial Plant Fault 그룹에 속한 사건들의 빈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SGTR이나 Loss of Main Feedwater 같은 중요 사건이 사건 수목에 조건부 실패로 

특별히 모델링이 되어 있을 경우에 적합하다.  



 3

예를 들어, Total Loss of Feedwater flow가 plant transient를 야기하여, 

원자로 정지와 turbine 정지, 그리고 loss of offsite power를 초래하였다면, 

functional Impact에 loss of offsite power와 Loss of Feedwater flow를 

기록하나(General transient에 속하는 turbine 정지는 잔열제거 능력이 있는 

mitigating system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므로 포함안됨), Initial Plant 

Fault에는 첫 사건인 Loss of Feedwater flow만을 기록한다. 

빈도 평가에 있어 시간단위로 많이 사용되는 Critical Year(cr.yr)와 

Calendar Year(cal.y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ritical Year는 원자로 또는 

해당 기기를 실제 가동한 기간이 1년인 것을 의미하며, Calendar Year는 원자로 

또는 해당 기기의 가동률과 관계없는 달력상의 1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4년 동안에 1번 일어났다고 이때 가동률이 50%이면 동 사건 빈도는 1/4 = 

0.25(/cal.yr)이지만, 실제 가동률을 고려하면 Critical Year는 2년이므로 사건 

빈도는 1/2 = 0.5(/cr.yr)이다. 즉, 빈도 평가용 시간단위인 Critical Year와 

Calendar Year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Calendar Year 단위의 

빈도 = Critical Year 단위의 빈도 x 가동률.  

한편, EPRI 분류기준[6]에 따른 국내 원전(월성 원전 제외)의 2002년까지 

사건 발생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이들의 발생 수를 반영하여 국내 원전 고유의 

초기사건 빈도를 재평가하였다.  

 

표 1. EPRI 분류기준에 따른 국내 원전(월성제외) 사건 발생수 

EPRI Category 
 총발

생수

EPRI 1-부분적인 RCS 유량상실 Loss of RCS Flow (1 Loop) 5

EPRI 2-제어봉 인출 Uncontrolled Rod Withdrawal 0

EPRI 3-제어봉 작동 고장 및 제어봉 낙하 CRDM Problems and/or Rod Drop 38

EPRI 4-제어봉으로 부터의 냉각재 누설 Leakage from Control Rods 1

EPRI 5-1차측 냉각재 누설 Leakage in Primary System 11

EPRI 6-가압기 저압력 Low Pressurizer Pressure 1

EPRI 7-가압기 누설 Pressurizer Leakage 1

EPRI 8-가압기 고압력 High Pressurizer Pressure 0

EPRI 9-부적절한 안전주입 작동 Inadvertent Safety Injection Signal 2

EPRI 10-격납건물 고압력 Containment Pressure Problems 0

EPRI 11-보론희석 - CVCS 오동작 CVCS Malfunction - Boron Dilution 0

EPRI 12-제어봉 위치에러(압력/온도/출력 불균형) 
Pressure/Temperature/Power Imbalance - 

Rod Position Error 1

EPRI 13-RCP 이상 기동 Startup of Inactive Coolant Pump 0

EPRI 14-전체적인 RCS 유량 상실 Total Loss of RCS Flow 4

EPRI 15-급수 부분상실(1 Loop) 
Loss or Reduction in Feedwater Flow (1 

loo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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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16-모든 급수 완전상실 Total Loss of Feedwater Flow (all loops) 11

EPRI 17-주증기 격리밸브(1개) 부분 및 완전차단 Full or Partial Closure of MSIV (1 loop) 11

EPRI 18-주증기격리밸브 완전차단 Closure of All MSIV 6

EPRI 19-급수유량증가(1 Loop) Increase in Feedwater Flow (1 Loop) 9

EPRI 20-급수유량증가(All Loop) Increase in Feedwater Flow (All Loop) 0

EPRI 21-급수유량 불안정(운전원 오류) Feedwater Flow Instability-Operator Error 5

EPRI 22-급수유량 불안정(기기고장) 
Feedwater Flow Instability-Miscellaneous 

Mechanical Causes 4

EPRI 23-부분적인 복수펌프 상실(1 Loop) Loss of Condensate Pumps (1 Loop) 0

EPRI 24-모든 복수펌프 상실 Loss of Condensate Pumps (All Loops) 0

EPRI 25-복수기 진공상실 Loss of Condenser Vacuum 6

EPRI 26-증기발생기 누설 Steam Generator Leakage 5

EPRI 27-복수기 누설 Condenser Leakage 2

EPRI 28-2차측 누설 
Miscellaneous Leakage in Secondary 

System 7

EPRI 29-증기방출밸브 개방 Sudden Opening of Steam Relief Valves 0

EPRI 30-순환수 상실 Loss of Circulating Water 15

EPRI 31-기기냉각수 상실 Loss of Component Cooling 2

EPRI 32-필수용수 상실 Loss of Service Water System 0

EPRI 33-터빈트립, 조절밸브 닫힘이나 구동기 고장
Turbine Trip, Throttle Valve Closure, EHC 

Problems 47

EPRI 34-주발전기 트립 및 고장 Generator Trip or Generator Caused Faults 51

EPRI 35-소외전원 상실 Loss of All Offsite Power 8

EPRI 36-가압기 살수고장 Pressurizer Spray Failure 0

EPRI 37-발전소 운전에 필요한 전원상실 

Loss of Power to Necessary Plant Systems 

-13.8KV : 12 건 

-4.16kV : 10 건 

-125V DC : 1 건 

-120V AC : 10 건 

-480V AC : 3 건 

36

EPRI 38-발전소 정지(Unknown Cause) Spurious Trips-Cause Unknown 0

EPRI 39-발전소 자동정지(No Transient Condition) Automatic Trip-No Transient Condition 20

EPRI 40-발전소 수동정지(No Transient Condition) Manual Trip-No Transient Condition 11

EPRI 41-소내 화재 Fire Within Plant 2

EPRI 42-기타(발전소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전소

정지) 
Others  

14

EPRI 43-정기계획정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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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까지의 국내 원전의 운전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발전소별 운전연수 (2002년말 기준) 

발전소별 운전연수 (2002년 말 기준) 

호기 Cal. Tr Rx. Yr 

고리 1 24.69 19.33 

고리 2 19.45 16.52 

고리 3 17.26 14.52 

고리 4 16.68 14.38 

영광 1 16.36 14.21 

영광 2 15.57 13.21 

영광 3 7.76 6.85 

영광 4 7 6.14 

울진 1 14.32 12.07 

울진 2 13.26 11.54 

울진 3 4.39 3.9 

울진 4 3 2.57 

월성 1 19.71 16.86 

월성 2 5.5 4.88 

월성 3 4.5 4.04 

월성 4 3.25 3 

total 192.7 164.02 

total(월성제외) 159.74 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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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울진 3, 4호기 초기사건 빈도 보완 

  

제1절 대형 냉각재상실사고(Large LOCA: LLOCA)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호기 PSA 에서는 대형 및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빈도는 

일반 자료원을 근거로 계산하였다. 지금까지 원전에서 대형이나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ALWR PRA KAG[7]에 따르면, 660년의 

운전기간동안 대형이나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운전이력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더욱 늘어났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660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형 및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이 사건 발생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경우의 

빈도는 다음과 같은 χ2(Chi-square)분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Φ( )
( ; . )

A
n

T
=

+2 2 1 0 5
2

χ

           --------------------------------------------------------------- (1) 

   

여기서, Φ(A)은 사건 A 발생 빈도, n은 사고 발생의 수, T는 누계 운전 년도, 

χ2는 50% 누적 확률 수준에서의 편차를 의미한다. 660년 누계 운전 기간 동안 

사고 발생 경험이 없는 대형이나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의 경우는,  T = 660, n = 0 

이므로 상기 수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빈도를 계산한다. LLOCA, MLOCA는 각각 

대형 및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를 의미한다.   

 

Φ Φ( ) ( )
( ; . ) .

. /LLOCA MLOCA yr= =
×

=
×

= × −χ 2
41 0 5

2 660
0 455

2 660
3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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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R KAG에서는 위에서 계산한 빈도를 대형 및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 빈도에 

각각 별개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울진 3, 4호기 PSA 보고서에서는 이 빈도를 

독립적으로 대형과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 빈도에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면 너무 

보수적이라 판단하여 대형 및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 빈도가 합해서 3.4 x 10-

4/년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대형과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가 동일한 빈도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각각의 초기사건 발생 빈도를  1.7 x 10-4/년으로 

계산하였다. 이 추정치는 평균값이며 초기사건 빈도의 분포는 오차인자(error 

factor) 5.0인 Lognorm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2. 개선 방법 

NUREG/CR-5750 에서 사용한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배관 파열 

빈도 평가식은 다음과 같다.  

대형 LOCA 빈도 = (FTW)(PR/TW)      -----------------------------(2) 

여기서, 

FTW = 주 배관의 관통 균열(through-wall crack) 빈도 

PR/TW = 관통 균열이 있을 경우의 배관 파단 평균 확률 

=    2.5/배관직경(mm); 직경 1‾10 인치 (= 25‾250 mm) 배관 

     0.01            ; 직경 10인치 넘는 배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형 LOCA 가 발생한 예가 없었고, 전 세계 원전 

3362 cal.yr(VVER 과 CANDU 제외) 운전이력에 8 inch(203mm) 배관에서 1 번의 

누설 사건이 있었으므로, FTW=1/3362, PR/TW=2.5/203. 따라서 대형 LOCA 빈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대형 LOCA 빈도= (FTW)(PR/TW) = (2.5/203)(1/3362) = 3.6E-6(/cal.yr)  

이때 가동률 요인(Criticality Factor)을 0.75 로 가정하면 대형 LOCA 빈도는 약 

5.0E-6(/cr.yr)이다.  

전 세계 원전 운전이력인 3362 cal.yr 는 1997 년까지의 PWR 원자로 

운전년수이므로 1998 년부터 2002 년까지의 국내 원전(월성원전 제외)의 운전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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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cal.yr 중 사고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식 (2)로 재계산을 하면 대형 LOCA 

빈도는 3.6E-6(/cal.yr)이 된다.  

따라서 울진 3, 4 호기의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참고로 NUREG/CR-5750의 표 3-1 또는 D-11에 식 (2)에서 구한 값인 대형  

LOCA 빈도의 Lognormal 분포가 주어져 있다. 이것을 사전분포로하고, 해당 

발전소의 고유자료를 이용하여 Bayesian Update로 사후 분포를 구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 Southern Nuclear PRA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 

분포함수 평균값 EF 

Lognormal 5.0E-6(/cr.yr) 10 



 9

  

제2절 중형 냉각재상실사고(Medium LOCA: MLOCA) 

1. 기존 방법 

앞절의 대형 LOCA 빈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 울진 3, 4호기 PSA에서는 

중형 LOCA 빈도는 1.7 x 10-4/년이다. 

2. 개선 방법 

중형 LOCA 빈도 평가는 대형 LOCA 빈도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NUREG/CR-

5750 의 LOCA 배관 파열 빈도 평가식을 적용하였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형 LOCA 도 발생한 예가 없었고, 전 세계 원전 

3362 cal.yr(VVER 과 CANDU 제외) 운전이력에 2.6 inch(64mm) Crack 1 번, 6 

inch(150mm) Crack 이 4 번 있었다. 대형 LOCA 와 같은 방법으로 식 (2)을 

적용하면,  

64mm 경우: (2.5/64)(1/3362) = 1.1E-5(/cal.yr),  

150mm 경우:(2.5/150)(4/3362) = 1.9E-5(/cal.yr).  

따라서  

중형 LOCA 빈도 = 1.1E-5 + 1.9E-5 = 3.0E-5(/cal.yr).  

즉, 중형 LOCA 빈도는 가동률 0.75 로 가정하여 4.0E-5(/cr.yr)로 평가되었다. 

이때 빈도 분포는 Lognormal 분포(EF=10)이다.  

전 세계 원전 3362 cal.yr 는 1997 년까지의 PWR 원자로 운전년수이므로 

1998 년부터 2002 년까지의 국내 원전(월성원전 제외)의 운전년수 57.4 cal.yr 중 

사고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식 (2)로 재계산하여도 변함이 없어 4.0E-

5(/cr.yr) 평균의 Lognormal 분포(EF=10)가 된다.  

한편, 별도로 구분한 Single Safety/Relief Valve Stuck Open, Pressurizer 

PORV Stuck Open, Two or More Safety/Relief Valves Stuck Open 초기사건들은 

모두 울진 3, 4 호기 PSA 에서는 중형 LOCA 에 해당한다. NUREG/CR-5750 에서는 

이들의 빈도를 초기사건 빈도에 반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초기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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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건의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가정하여 중형 LOCA 빈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적인 중형 LOCA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분포함수 평균값 EF 

Lognormal 4.0E-5(/cr.y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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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mall LOCA: SLOCA)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호기 PSA 에서는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빈도는 ALWR KAG 

자료를 사용하였다. KAG에서는 운전 경험에 근거하여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빈도를 계산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배관 파손은 없었지만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의 성격과 유사한 사고가 가압 

경수로에서 2번 있었다. 따라서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빈도는 3.0 x 10-3/년 

(2/660년)이다. 초기사건 빈도의 분포는 오차 인자(error factor) 5.0인 

Lognorm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2. 개선 방법 

NUREG/CR-5750 에서 소형 LOCA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미국 WASH-

1400[8]을 사전분포로 정하고(5%값=1E-4, 평균=3E-3, 95%값=1E-2), 그 동안 미국 

원전의 2102 cal.yr 동안에 소형 LOCA 가 발생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Bayesian Update 를 하면, 소형 LOCA 의 빈도는 5%값=1E-4, 중앙값=4E-4(/cal.yr), 

95%값=1E-3, 평균값=5E-4(/cr.yr)로 평가된다.  

2002 년까지의 국내 원전의 운전년수 135.24 cr.yr 중 소형 LOCA 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Baysian Update 코드인 BURD[9]을 

이용하여 소형 LOCA 빈도를 재평가하면 그 값은 4.8E-4(/cr.yr)(EF=3)가 된다.  

 
 

 

 

 

분포함수 평균값 EF 

Lognormal 4.8E-4(/cr.y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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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냉각재상실사고(RCP Seal 

LOCA )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호기 PSA 에서는 예비 초기사건 분류 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RCP Seal Failure)를 소형 LOCA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를 별도의 초기사건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2. 개선 방법 

1982년 NRC는 Generic Issue 23 (GI-23)을 발표하여 RCP seal faile로 인한 

LOCA를 현안으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 후 많은 RCP 

Seal의 개선으로 정상운전 중의 문제는 해결한 듯하였으나, SBO시와 LOCCW 등의 

비정상시의 문제는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1999년 NRC가 GI-23를 

종결하면서, RCP Seal LOCA는 각 원전의 고유 특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각 원전의 

PSA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CE에서도 CE 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가 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 를 LOCCW 나 SBO 

초기사건 내에서 다루도록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단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 를 분리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소형 LOCA 빈도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 빈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NUREG/CR-5750 에서는 1969∼1997 년 자료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 평균 빈도를 2.5E-3(/cr.yr)로 구하였다. 즉, 해당 사건이 2 회 

일어난 경우, 5%값=5.6E-4, 95%값=5.4E-3 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2002 년까지의 

국내 원전의 운전년수 135.24 cr.yr 중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 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 빈도 분포는 Gamma(2.5, 

1154.01)가 된다. 따라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 초기사건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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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계산 근거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파손 

LOCA의 사례를 근거로 하였기에 정확히 CE 원전 형태인 표준 원전에 

적용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 원전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CE NPSD-1199-P[10]에 의하면, SBO나 LOCCW시의 RCP Pump seal 

LOCA가 적지 않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초기사건 사건수목을 

작성하여야 정확한 값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단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LOCCW로 인한 RCP Seal LOCA를 

구해보자. 

PLOCCW = 0.51 /cr.yr (본 보고서 2장 12절 참조) 

PLOCCW_NR = 0.2 (4시간 안에 회복 못할 확률), 

또, BJ SU 형태의 RCP Seal에서의 RCP 1개당 LOCCW로 인한 조건부 Seal LOCA 

빈도는 2.03 x 10-3 이다. 따라서, RCP가 한 호기에 4개 있으므로, 한 호기당 

LOCCW로 인한 RCP Seal LOCA 빈도는 8.3 x 10-4 (= 0.51 x 0.2 x 4 x 2.03 x 10-

3 ) 이다. 

 

이제 SBO로 인한 RCP Seal LOCA를 구해보자. 

PSBO = 3.66E-5 /cr.yr (본 보고서 2장 8절 참조) 

Pnon_Recover = 0.4 (at 4 hours) 

또, BJ SU 형태의 RCP Seal에서의 RCP 1개당 SBO로 인한 조건부 Seal LOCA 

빈도는 5.02 x 10-3 이다. 따라서, RCP가 한 호기에 4개 있으므로, 한 호기당 

SBO로 인한 RCP Seal LOCA 빈도는 2.94 x 10-7 (=3.66E-5 x 0.4 x 4 x 5.02 x 10-

3) 이다. 

분포함수 평균값 신뢰도 구간 

Gamma 2.17E-3(/cr.yr) 5.0E-4 ∼ 4.8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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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초기사건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호기 PSA에서 사용한 SGTR 빈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ALWR PRA KAG7에 있는 운전이력에 기초하여 SGTR 빈도를 계산하였는데, 

660년간(=reactor year, ry)의 운전 이력에서 3번의 가압경수로(PWR) SGTR 파단 

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SGTR 사고 빈도는 3/660 ry = 4.5x10-3/ry으로 

계산되었다. 이 값을 SGTR의 평균빈도로 사용하고 불확실성 분석을 위해서 

오류인자(Error Factor, EF)를 5.0으로 가정하였다[3]. 

2. 개선 방법 

NUREG/CR-5750 의 SGTR 과 울진 3, 4 호기의 SGTR 의 분류기준이 같음이 

확인되었다. SGTR 경우는 NUREG/CR-5750 보고서에서 조사된 미국의 사고이력과 

국내에서의 사고이력이 존재하므로 두 운전이력을 합하여 초기사건 빈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은 NUREG/CR-5750 보고서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NUREG/CR-5750 에서는 운전이력에 기초하여 미국 PWR 499 cr.yr 동안 

3 회의 SGTR 사고가 있었으므로 Jeffreys Non-informative[11] 사전분포를 

사용하여 SGTR 빈도 분포는 평균값이 7.0E-3(/cr.yr)(=3.5/499)인 감마분포로 

평가하였으며, 이 경우 90% 신뢰도 구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χ2
0.05(2n+1)/2T, χ

2
0.95(2n+1)/2T] = [2.2E-3, 1.4E-2]  

여기서, n 은 발생한 사건의 수, T 는 총 관측시간을 뜻한다.  

2002 년 말까지의 국내 PWR 135.24 cr.yr 동안 1 번의 SGTR 이 발생하였다. 

미국에서의 SGTR 사고이력과 국내의 사고이력을 합하여 국내 SGTR 의 사고 발생 

빈도를 구하면 평균값은 7.10x10-3(/cr.yr)(=4.5/634.24)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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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함수 평균값 신뢰도 구간 

Gamma 7.10E-3(/cr.yr) 2.62E-3 ∼ 1.33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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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대형 이차측 파단 (Large Secondary Side Break: LSSB)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호기 PSA[3]에서는 ALWR PRA KAG에 따라, 운전경험을 기초로 

하여 LSSB 빈도를 계산하였다. 660년간의 운전 경험에서 가압경수로의 LSSB는 

한번 있었다[3]. 따라서 대형이차측 파단 사고빈도는 1/660= 1.5x10-3/년으로 

계산되었다. 이 값을 평균빈도로 사용하고 오류인자는 5.0으로 가정하였다. 

2. 개선 방법 

울진 3, 4 호기 PSA 의 LSSB 에 해당하는 초기사건 분류를 NUREG/CR-5750 과 

비교하면 NUREG/CR-5750 의 High Energy Line Steam Break/Leaks(Combined)이 

이에 해당된다. High Energy Line Steam Break/Leaks(Combined)는 다시 Steam 

Line Break/Leak Outside Containment, Steam Line Break/Leak Inside 

Containment, Feedwater Line Break/Leak 를 포함하기 때문에 울진 3, 4 호기 

PSA 의 LSSB 분류 기준과 차이가 없으며, 발생빈도는 1.3E-2(/cr.yr)로 

계산되었다. 1987∼1995 기간내 미국 원전가동 이력 728.29(PWR 498.55 + BWR 

229.74) cr.yr 중에 9 번의 LSSB 사건이 일어났으므로(PWR 에서 7 번, BWR 에서 

2 번), Jeffreys Non-informative Prior 를 사용하여 Bayesian Update 를 수행하면 

LSSB 의 빈도는 9.5/728.29 =1.3E-2(/cr.yr)으로 평가된다. High Energy Line 

Steam Break/Leaks(Combined) 빈도 분포는 감마분포로 90% 신뢰도 구간이 5%값과 

95%값이 각각 7.0E-3 과 2.1E-2 로 주어지게 된다.  

국내 원전에서도 2002 년 말까지도 Main Feedwater Line 및 Steam Line 

Break/Leak 가 없었으므로 이 사실을 반영하여 LSSB 빈도를 재계산하였다. 즉, 

PWR 전체 측정 연수가 135.24 cr.yr 이고 파단사고가 없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Bayesian Update 방법으로 새로운 사후 분포를 구하면, LSSB 의 평균 빈도가 

1.10E-2(/cr.yr)(5%값=5.86E-3, 95%값=1.75E-2)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최종 LSSB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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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함수 평균값 신뢰도 구간 

Gamma 1.10E-2(/cr.yr) 5.86E-3 ∼ 1.75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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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외전원상실(Loss of Offsite Power: LOOP)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4 호기 PSA에서 소외전원 상실사건 초기사건 빈도는 국내 

원전의 운전 이력을 근거로 계산하였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국내에서 경험한 

소외전원 상실사고가 주로 태풍이나 폭설 등 극심한 기상 조건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이다. 빈도 계산을 위한 자료 조사는 고리 1호기 상업 운전 

시점부터 1998년 12월까지 국내 가압 경수로 발전소의 운전 이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는 국내 소외전원 상실 운전 이력을 분석한 

KAERI/TR-363/93[12]을 참고하였으며, 1992년부터 1998년까지는 추가로 불시 

정지 이력을 조사하여 빈도를 계산하였다.  불시 정지 내용 및 원인을 조사한 

결과 총 95.8 원자로 운전 연수 중 3건의 소외전원 상실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소외전원 상실 초기사건 빈도는 3.13 x 10-2/년 (3/95.8년)이다. 소외전원상실 

초기사건 빈도의 분포는 Lognormal, 오차 인자는 5.0으로 가정하였다.  

2. 개선 방법 

NUREG/CR-5750 에 의하면 소외전원상실 빈도는 Gamma(1.97,83.35) 분포로 

평균값이 2.37E-2(17.5/729)cr.yr 로 주어진다. NUREG/CR-5750 에 의하면 실제 

LOOP 의 발생 횟수는 17 회이고, 운전년수는 729 cr.yr 이다. 한편, 지난 국내 

원전의 소외전원 상실 사고 횟수를 보면 2002 년 말까지 135.24 cr.yr(월성원전 

제외)동안 8 회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전분포 Gamma(17.5, 729)가 사후분포 

Gamma(17.5+8, 729+135.24) = Gamma(25.5, 864.24)로 바뀌어야 한다. 즉, 새로운 

평균값은 3.0x10-2(/cr.yr)이다. 이의 신뢰도 구간을 Excel 의 GAMMAINV 함수를 

이용하여 구하면 5%값=2.1E-2, 95%값=4.0E-2 이다. 따라서 최종 국내 

소외전원상실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분포함수 평균값 신뢰도 구간 

Gamma 3.0E-2(/cr.yr) 2.1E-3 ∼ 4.0E-2 



 19

제8절  발전소 정전(Station Blackout: SBO)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 호기 PSA에서 발전소 정전 사고(Station Blackout:SBO)는 

소외전원 상실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상 디젤발전기 및 대체 교류 전원용 

디젤발전기가 모두 기동 실패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초기사건의 빈도는 

소외전원 상실사건 빈도에 관련 비상 전력공급계통의 이용 불능도를 

고려하였다.  비상 전력공급계통의 설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PSA에서는 

발전소 정전 사고 빈도를 계산을 위한 고장수목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초기사건 빈도를 계산하였다. KIRAP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발전소 정전 

초기사건 빈도는 1.11E-5/년 이다. 초기사건 빈도의 분포는 Lognormal로 

가정했으며, KIRAP UNCUT[13]코드로 계산한 초기사건 빈도의 오차 인자는 

10.9이다.   

2.  개선 방법 

NUREG/CR-5750 에서는 SBO 를 초기사건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NUREG/CR-

5750 값을 사전분포 값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사건 

빈도 계산을 위해 SBO 빈도 계산을 위한 별도의 고장수목을 구성하였다. 이전의 

울진 3, 4 호기 PSA 분석에서는 EDG 와 AAC DG 의 공통 원인 고장 처리가 

부정확하였다. 즉, EDG 4 대와 AAC DG 1 대의 공통 원인 고장을 고려하지 않고, 

EDG 2 대와 AAC DG 1 대에 대한 공통 원인 고장만 고려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한 논문[14]을 참조하여 재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국내 SBO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분포함수 평균값 EF 

Lognormal 3.66E-5(/cr.yr)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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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주급수  상실(Loss of Main Feedwater: LOMF)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호기 PSA 보고서에 기술된 주급수 상실 초기사건은 표 1의 

EPRI 분류기준의 16, 18, 22, 24 과도 사건을 포함하였다. 주급수 상실은 위의 

네 가지 EPRI 과도사건 중 어느 하나만 일어나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네 개 

사건의 ‘OR' 논리로 연결된다. 이를 Boolean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OMF = EPRI-16 + EPRI-18 + EPRI-22 + EPRI-24  

따라서 주급수 상실 초기사건 빈도는 네 개 과도사건 빈도의 합인 5.50 x 10-

1/년이며, KIRAP UNCUT[13]코드로 계산한 오차인자는 4.3이다.  

2. 개선 방법 

NUREG/CR-5750 에서는 주급수 상실 초기사건 빈도는 감소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0.0544(/cr.yr)로 분석하였다(중앙값 = 3.03E-2, EF = 5.94 를 

갖는 Lognormal 분포). 또, NUREG/CR-5750 에서는 PWR 의 Inadvertent Closure of 

All MSIVs 빈도도 감소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사건의 빈도는 

0.011(/cr.yr)로 분석하였다(Gamma(5.5, 498.55)). 울진 3, 4 호기에서는 

Inadvertent Closure of All MSIVs 도 주급수상실사고로 분류하였으므로, 

NUREG/CR-5750 자료를 활용한 주급수상실 초기사건 빈도는 

0.0654(/cr.yr)(0.0544 + 0.011)로 주어지게 된다. 즉, Gamma(32.5, 498.55)로 

볼 수 있다.  

월성 원전을 제외한 국내 원전의 이력을 살펴보면 상업운전에서부터 

2002 년까지 135.24 cr.yr 동안에 주급수상실 횟수는 21 회이다. 따라서 Bayesian 

Update 를 통한 사후분포는 Gamma(32.5+21, 498.55+135.24) = Gamma(53.5, 

633.8)로 주어진다. 즉, 주급수상실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분포함수 평균값 신뢰도 구간 

Gamma 0.084(/cr.yr) 0.066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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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복수기 진공 상실(Loss of Condenser Vacuum: LOCV)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 호기 PSA 복수기 진공 상실 초기사건에는 표 1의 EPRI-25, 

EPRI-27, EPRI-30이 포함되며, 만일 복수기진공 상실 사고 시 원자로 출력 

감발계통(RPCS)과 증기 우회 제어계통(SBCS)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원자로 

정지를 방지할 수 있지만, 단지 2개의 대기방출 터빈우회 밸브만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3].  

복수기 진공 상실은 위의 EPRI 분류 기준의 세 가지 과도사건 중 어느 

하나만 일어나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세 개 사건의 ‘OR' 논리로 연결된다. 이를 

Boolean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OCV = EPRI-25 + EPRI-27 + EPRI-30  

따라서 복수기 진공 상실 초기사건 빈도는 세 개 과도사건 빈도의 합인 2.36 

x 10-1/년이며, KIRAP UNCERT 코드로 계산한 오차인자는 4.4이다[3].  

2. 개선 방법 

NUREG/CR-5750 의 LOCV 와 Turbine Bypass 이용불능이 울진 3, 4 호기 PSA 의 

복수기진공상실 초기사건 빈도에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Turbine Bypass 

이용불능은 EPRI 분류나 울진 3, 4 호기에 없었던 것으로 NUREG/CR-5750 에 

새로이 구분한 초기사건이다. 그러나 Turbine Bypass 이용불능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 사건으로 복수기진공상실 초기사건과 합쳐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NUREG/CR-5750 에서의 LOCV 빈도(Gamma(13, 498.55))와 Turbine Bypass 이용불능 

빈도(Gamma(1.5, 728.29))를 고려하여, 사전 분포를 구하면 평균값은 0.0421 이고 

Gamma(20.5, 728.29) 분포를 갖는다. (여기서, LOCV 빈도분포를 Gamma(19, 

728.29)로 변경하여 가동 연도를 맞추었다.)  

표 1 에서 월성 원전을 제외한 국내 원전의 이력을 반영하면 

상업운전에서부터 2002 년까지 135.24 cr.yr 동안에 EPRI-25, EPRI-27, E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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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에 속한 사건의 발생 횟수는 23 회이다. 따라서 Bayesian Update 를 통하여 

얻어진 LOCV 사후분포는 다음과 같은 Gamma(42, 863.53) 분포로 주어진다.  
 

 

 

분포함수 평균값 신뢰도 구간 

Gamma 0.049(/cr.yr) 0.037 ∼ 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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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일반 과도사건(General Transient: GTRN) 

1. 기존 방법 

만일 표 1 의 EPRI 과도사건 12, 15, 17, 23, 33, 34 인 경우 원자로 출력 

감발계통(Reactor Power Cutback System: RPCS)과 증기우회제어계통(Steam 

Bypass Control System: SBCS)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원자로 정지를 방지할 

수 있다(이를 완전부하 방출운전이라 부른다). 따라서 일반과도사건 초기사건 

빈도 계산에서 이들 과도사건에 대한 완전부하 방출운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완전부하 방출운전의 실패 확률은 System 80 PSA 를 근거로 0.1 로 

가정하였다[3]. 기존 울진 3, 4 호기 PSA 에서 Boolean 수식으로 일반과도사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여기서 RPCS 는 완전부하 방출운전 실패사건을 의미한다.  

 

GTRN = EPRI-1 + EPRI-4 + EPRI-5 + EPRI-6 + EPRI-7 + EPRI-8 + EPRI-10 + 

EPRI-11 + EPRI-19 + EPRI-20 + EPRI-26 + EPRI-28 + EPRI-29 + 

EPRI-36 + EPRI-38 + EPRI-39 + EPRI-40 + RPCS * (EPRI-12 + EPRI-

15 + EPRI-17 + EPRI-23 + EPRI-33 + EPRI-34).  

상기 수식과 NUREG/CR-3862[9]의 데이터에 의한 일반 과도사건 초기사건 

빈도는 3.00/년이며, KIRAP UNCERT 코드로 계산한 오차 인자는 2.5이다[3].  

2. 개선 방법 

기존 울진 3, 4 호기 PSA 에서 Boolean 수식으로 표현한 일반과도사건에 본 

연구에서는 EPRI-2, EPRI-3, EPRI-37, EPRI-42, 계측용공기상실사건(Loss of 

Instrument Air: LOIA)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여기서 RPCS 는 

완전부하 방출운전 실패사건을 의미한다.  

GTRN = LOIA + EPRI-1 + EPRI-2 + EPRI-3+ EPRI-4 + EPRI-5 + EPRI-6 + 

EPRI-7 + EPRI-8 + EPRI-9 + EPRI-10 + EPRI-11 + EPRI-19 + EPRI-

20 + EPRI-26 + EPRI-28 + EPRI-29 + EPRI-36 + EPRI-37 + EPRI-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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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I-39 + EPRI-40 + EPRI-42 + RPCS*(EPRI-12 + EPRI-15 + 

EPRI-17 + EPRI-23 + EPRI-33 + EPRI-34).  

NUREG/CR-5750 의 Table D-4 에 나와 있는 QC4, QC5 등 PWR 일반과도사건 

횟수를 위의 GTRN 식에 연계하면 다음과 같이 GTRN 의 발생횟수를 얻을 수 있다.  

GTRN5750횟수 = LOIA + QC4 + QC5 + QG10 + QK4 + QP5 + QR0 + QR1 + QR2 + 

QR4 + QR6 + QR8 + QR9 + RPCS * ( QR3 + QP2 + QL5 + QP4 

+ QL6 + QR5 + QR7)  

= 15 + 19 + 20 + 2 + 2 + 4 + 61 + 8 + 40 + 12 + 48 + 154 + 

22 + 0.1 * (36 + 4 + 240 + 22 + 88 + 234 + 68)  

= 411 + 0.1 * 742  

= 485.2  

따라서 GTRN 의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GTRN5750 = 485.2/499 = 0.972(/cr.yr) (EF ≈ 1.87).  

한편, NUREG/CR-5750 에서의 극소형 LOCA 도 일반과도사건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그 빈도 0.00618 을 합쳐야 하지만 이 값은 다른 일반과도사건 

빈도보다 매우 작음으로 무시하였다.  

울진 3, 4 호기의 특성에 따라, QG9, QL4, QP3 는 울진 3, 4 호기의 다른  

초기사건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의 울진 3, 4 호기의 이력자료에서 EPRI-37 사건에 

속하는 36 건의 전기상실사고 중 4.16KV, 125V DC, 120V AC 상실사고는 별도의 

초기사건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이들 이외의 15 건의 전기상실사고를 GTRN 의 빈도 

계산시 반영하였다. GTRN 의 빈도는 135.24  cr.yr 동안 140.3 회의 

발생횟수로부터 1.04(/cr.yr)로 평가되었다. 이를 증거 자료로 이용하여 

NUREG/CR-5750 자료의 사후분포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분포: Lognormal, Mean = 0.972(/cr.yr) (EF ≈  2)  

증거: 135.24 cr.yr 동안 140.3 회의 발생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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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과도사건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분포함수 평균값 EF 

Lognormal 0.946(/cr.yr)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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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기기냉각수상실(Loss of a CCW: LOCCW)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4 표준 원전 PSA[3]에서의 기기냉각수 상실 초기사건은 발전소 

특정 초기사건 중 하나로 트레인 A에서 기기냉각수 공급이 상실되는 사건을 

말한다. 이 초기사건에는 물론 보조계통인 필수냉수계통 및 필수해수계통의 관련 

트레인 고장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기냉각수 상실 빈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기냉각수계통 고장수목을 개발하였다. 정점사건은 정상 운전 중인 

기기냉각수계통 트레인 A에서 냉각수 공급이 상실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각 

기기냉각수 트레인에는 2대의 펌프가 있는데,  정상 운전 중 한 펌프가 운전 

중이고 다른 한 펌프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운전 중인 펌프가 정지하면 대기 

중인 펌프가 자동 기동한다. 시험 및 보수에 따른 기기냉각수 펌프의 이용 

불능도는 대기 상태에 있는 기기냉각수 펌프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정상 운전 

중인 펌프의 작동 시간(mission time)은 일 년(8760시간)이며, 대기 중인 펌프의 

작동 시간은 평균 보수시간(MTTR)이라 가정하였다. 펌프에 대한 허용 정지 

시간(AOT)이 72시간인데, 이를 펌프의 평균 보수시간이라 가정하였다.  

KIRAP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기기냉각수 상실 초기사건 빈도는 1.01 x 10-

1/년이다. 초기사건 빈도의 분포는 Lognormal로 가정했으며, KIRAP UNCUT 코드로 

계산한 초기사건 빈도의 오차인자는 1.3이다.   

2. 개선 방법 

울진 3, 4 호기 PSA 에서의 기기냉각수상실 초기사건은 발전소 특정 

초기사건 중 하나로 트레인 A 에서 기기냉각수 공급이 상실되는 사건을 말한다. 

이 초기사건에는 물론 보조계통인 필수냉수계통 및 필수해수계통의 관련 트레인 

고장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기냉각수상실 초기사건 빈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기냉각수계통 고장수목이 개발되어 기기냉각수상실 초기사건 빈도를 계산하고 

있다. 개선된 모델에서는 공통 원인 고장 계산을 보다 정확히 묘사하였으나, 

초기사건 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다. 다만, 각 기기들의 고유 신뢰도 

자료를 이용하므로 초기사건 빈도 값은 이전 값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울진 3, 

4 호기의 LOCCW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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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분석에 사용된 고장 수목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연구가 수행되었다[18]. 이에 따라, LOCCW 빈도는 추후 수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 원전(월성 원전 제외)에서 상업운전 이후 2002년 간의 135.24 

cr.ry동안 2건의 기기냉각수 상실과 0건의 필수용수 상실 사건이 일어 났으므로 

이의 평균 값은 0.0148/cr.yr 이다. 울진 3, 4 호기 기기 냉각수 상실 초기 

사건에 해당하는 NUREG/CR-5750에서의 Total Loss of Service Water 빈도는 

Gamma(1.5, 1543.30) 분포로 평균값이 9.72E-4/cr.yr 이다.  

 

 

분포함수 평균값 EF 

Lognormal 5.13E-1(/cr.y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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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4.16KV 교류모선 상실( Loss of a 4.16KV AC BUS)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호기 PSA[3]의 4.16KV 교류모선 상실사건 역시 발전소 특정 

초기사건 중 하나로 4.16KV 교류모선 A의 상실을 의미한다. 4.16KV 안전 등급 

모선 자체의 기기 고장율을 근거로 초기사건 빈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φ(LOKV) = 2.0 x 10-7 /년 x 8700 시간 = 1.75 x 10-3/년 

따라서 4.16KV 교류모선 상실 초기사건 빈도의 평균값은 1.75 x 10-

3/년,  초기사건 빈도의 분포는 Lognormal, 오차 인자는 기기 고장율의 

오차인자를 참조하여 3.3을 사용하였다[3]. 

2. 개선 방법 

 NUREG/CR-5750에서는 600V이상 10KV 이하의 교류모선상실사건을 

초기사건으로 구분하였다. NUREG/CR-5750에서 4.16KV 교류모선 상실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Loss of Vital Medium Voltage AC Bus이다. NUREG/CR-5750에 

의하면 Loss of Vital Medium Voltage AC Bus의 빈도는 Gamma(10.5, 728.29) 

분포로 평균값이 1.44E-2(/cr.yr)이다.  

국내 원전(월성원전 제외)에서 상업운전 이후 2002 년간의 135.24 cr.yr 

동안 10 건의 4.16KV 교류모선상실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울진 3, 4 호기 PSA 의 

4.16KV 교류모선 상실 사건의 빈도 분포는 다음과 같은 Gamma(10.5+10, 863.53) 

분포로 주어진다.  

 

분포함수 평균값 신뢰도 구간 

Gamma 0.024(/cr.yr) 0.016 ∼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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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125V 직류모선상실(Loss of a 125V DC Bus)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 호기 PSA의 125V 직류모선 상실사건도 발전소 특정 초기사건 

중 하나로서, 125V 직류모선 중 한 채널의 전력 상실을 의미한다. 이 초기사건 

빈도도 4.16KV 교류모선 상실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125V 직류모선 

자체의 고장율은 1.75 x 10-3/년이고 오차 인자는 3.3이다. 그러나 직류모선 채널 

A, B의 전력 상실이 모두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125V 직류모선 상실 

초기사건은 다음과 같은 Boolean 수식으로 표현된다.  

LODC = EDBSYDC01A + EDBSYDC01B  

따라서 125V 직류모선 상실 초기사건 빈도는 3.50 x 10-3/년이며, KIRAP 

UNCUT 코드로 계산한 오차 인자는 2.4이다.  

2. 개선 방법 

NUREG/CR-5750 에서 125V 직류모선상실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Loss of 

Vital DC Bus 이다. NUREG/CR-5750 에 의하면 Loss of Vital DC Bus 빈도는 

Gamma(0.5, 728.29) 분포로 평균값이 6.87E-4(/cr.yr)이다.  

국내 원전(월성원전 제외)에서 상업운전 이후 2002 년간의 135.24 cr.yr 

동안 1 건의 125V 직류모선 상실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울진 3, 4 호기 PSA 의 

4.16KV 교류모선상실 사건의 빈도 분포는 Gamma(1.5, 863.53)이며, 최종 값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분포함수 평균값 신뢰도 구간 

Gamma 1.7E-3(/cr.yr) 2.0E-4 ∼ 4.5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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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120V AC 필수전력상실(Loss of a 120V AC Bus)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4 PSA[3]에서는 “4개의 120V AC 필수전력 모선 각각은 PPS 

캐비닛에 전력을 공급하며, PPS 캐비닛의 상실은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최종 초기사건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울진 3,4 호기의 

1E급 480 V AC 전력 상실도 “직접적으로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지 않는다. 480V 

AC 모선의 상실은 기기 냉각수펌프 냉각에 관련한 공기조화계통 팬의 기능상실을 

유발하나, 과열로 인한 펌프의 정지전에 쉽게 복구가 가능하다.” 라는 이유로 

초기사건에서 제외했다. 

2. 개선 방법 

공통원인고장 등으로 인한 임의의 두 채널 조합의 120V AC 필수 전력 상실은 

PPS 캐비닛으로부터 원자로 자동트립 신호를 유발하고, 이 사고는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초기사건과 매우 다르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초기사건으로 

분류하여 사건수목을 수행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울진 2발 원전 

담당자와 접촉한 결과, 120V AC 필수 전력 상실에 따른 발전소 반응을 정확히 

검증하려면 현장에서도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단 사건수목 개발은 

보류하고, 초기사건 빈도만 계산하였다. 

NUREG/CR-5750 에서는 600V 이하의 교류모선상실사건을 초기사건으로 

구분하였다. NUREG/CR-5750 에서 120V AC 필수전력상실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Loss of Vital Low Voltage AC Bus 이다. NUREG/CR-5750 에 의하면 Loss of Vital 

Low Voltage AC Bus 빈도는 Gamma(1.5, 728.29) 분포로 평균값이 2.06E-

3(/cr.yr)이다. 이 값은 1E 급 480V AC 전력상실도 포함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보수적으로 모두 120V AC 필수전력상실 사건 빈도로 간주하였다.  

국내 원전(월성 원전 제외)에서 상업운전 이후 2002 년간의 135.24 

cr.yr 동안 10 건의 120V AC 필수전력 상실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울진 3, 4 호기 

PSA 의 120V AC 필수전력상실 사건의 빈도 분포는 Gamma(11.5, 863.53)이며, 최종 

값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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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함수 평균값 신뢰도 구간 

Gamma 0.013(/cr.yr) 7.6E-3 ∼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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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절 정지불능 과도사건(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TWS)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호기 PSA[3]의 정지불능 과도사건의 초기사건 빈도는 

고장수목으로 구성되었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정지불능 과도사건은 초기사건이 

아니라 초기사건 발생 후 반응도 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제어봉 삽입에 실패한 

사고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지불능 과도사건은 사고 전개 상황이 다른 

초기사건과는 다르며,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별도의 

초기사건으로 분리하였다. 정지불능 과도사건은 원자로 정지 조건에서 기계적 

고장에 의한 제어요소집합체 삽입 실패나, 정지 신호를 발생시키는 원자로 

보호계통과 다중 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Diverse  Protection 

System : RPS/DPS)의 실패로 인하여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한다. 

KIRAP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정지불능 과도사건 초기사건 빈도는 2.07 x 10-

5/년이다. 초기사건 빈도의 분포는 Lognormal로 가정했으며, KIRAP UNCUT 코드로 

계산한 초기사건 빈도의 오차 인자는 6.1이다.   

2. 개선 방법 

정지불능 과도사건은 NUREG/CR-5750 에서 초기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울진 3, 4 호기 PSA 에서는 다른 초기사건들로 이루어진 고장수목으로 모델링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초기사건들의 값의 재평가에 따라 정지불능 과도사건도 

변하였다. 현재 본 연구에서 사용한 ATWS 의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분포함수 평균값 EF 

Lognormal 9.0E-6(/cr.yr)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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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절 저압경계부 LOCA(Interfacing System LOCA: ISLOCA)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호기 PSA[3]에서 저압경계부 LOCA(Interfacing System LOCA, 

ISLOCA)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저압경계부를 통해 일차측 냉각수가 격납건물 

외부로 직접 상실되는 사고이다. ISLOCA가 국내외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으므로, 

운전이력을 이용하여 빈도를 구하지 않았다. 울진 3, 4 호기 PSA 분석에서는 

2개의 정지냉각 흡입관으로의 ISLOCA가 의미있는 값을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그림 1 참조), 이때의, 정지냉각 흡입관을 통한 ISLOCA 빈도 λscr를 

아래식으로 구하였다[3]. 

 

   
TRVP

dtt
T

MR

T

SCSSCS

2

0

)(

)(1

λ

λλ

=

= ∫    ------------------------------- (3)  

 

계산에 사용된 각 변수 값은 다음과 같다. 

 

• P(RV)= 방출밸브가 열림 실패할 확률, 4.0x10-3/d (평균) 오차인자 8.8 

(가압기 방출밸브 자료) 

• λ MR  = 전동밸브의 내부 파열 고장율, 5.43x10-4/yr (평균) 오차인자 50.0 

(가정) 
• T = 1.5 년 (재장전 주기) 

 
불확실성 분석을 위해 상기 빈도의 분포는 Lognormal로 가정되었으며, 

KIRAP_UNCUT 코드로 계산되었다. 울진 3,4 호기 정지냉각계통 흡인관을 통한 

ISLOCA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3]. 

 평균값           : 6.22x10-10/yr  

 중앙값           : 1.07x10-11/yr 

 EF              : 172.3 

 Point estimate   : 1.77x10-9/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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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 예견 위치 

.   

 

2. 개선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ISLOCA 분석을 두가지 관점에서 개선하였다. 첫째, 울진 

3, 4호기 PSA 분석 모델을 사용하되 다음을 주의하여 해석적으로 식(3)의 

불확실성 분포를 분석하였다. 즉, 동일한 두개의 MOV (예, 그림 1의 MOV SI653과 

MOV SI651) 각각의 실패할 확률을 q1, q2라고 할 때, 두 MOV가 연속 실패할 확률 

Q를 구할 때, Q=q1*q2로 하지 않고, Q = q1
2 으로 하여야 정확하다[15]. Q=q1*q2 로 

할 때와  Q = q1
2 로 할 때의 차이는 평균값과 EF에 있다(부록 1의 공식1, 2 

참조).  

기존 MOV 의 파열확률 및 그에 따른 EF가 너무 크기 때문에 variance의 값에 

의한 mean value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즉, qq와 q2의 차이가 EF가 크기 때문에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EF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참고문헌 

NUREG/CR-5745[16] B-19쪽을 참조하여 식(2)에서 전동밸브의 내부 파열 고장율인 

λ MR 의 평균값과 오차를 각각 8.76x10-4/yr, 10.0 (가정)로 변경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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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식 (3)의 λ MR
2의 Lognormal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MRλ 의 Lognormal 

분포 Λ(µ, σ)에서 µ와 σ를 구하여야 한다. EF=10으로 가정하였으므로, EF = 

exp(1.654σ) = 10에서 σ = 1.3921. 또, 평균값 = exp(µ + σ2/2) 에서 λ MR 의 

평균값이  8.76x10-4/yr이고, σ = 1.3921 이므로, µ = -8 이다.  

이제  λ MR
2 Lognormal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계산하여 보자. 즉, 다른 두 MOV로 가정하고 계산하는 방법과 같은 MOV로 

가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가) 다른 두 MOV로 가정하고 계산하는 방법 

부록 1의 공식 1를 사용한다.  

λ MR
2 = λ MR *λ MR = Λ(µ+µ, (σ2+ σ

2)0.5 )  

= Λ(2µ, 20.5σ) 

= Λ(-16, 1.969) ------------------------------- (4) 

mean (λ MR
2) = exp (2µ + σ2) = 5.43x10-6 

median(λ MR
2) = exp (2µ) = 1.125x10-7 

 

한편, P(RV)도 평균이 4.0x10-3/d 이고, 오차인자가 8.8인  Lognormal 분포로 

가정하였으므로[3] 

P(RV) ‾ Λ(-6.4, 1.322 )  

따라서, 부록 1의 공식 3을 이용하면, 상수 T가 곱해진  

T P(RV) ‾ Λ(-6.4+ln T, 1.322 ) = ‾ Λ(-6, 1.322 ) ------------ (5) 

식 (4),(5)에 의해서,  

T P(RV)*λ MR *λ MR ‾ Λ(-22, 2.37) 

따라서, 

mean(T P(RV)*λ MR *λ MR ) = exp(-22+2.37
2/2) = 4.63x10-9  ---------(6) 

median(T P(RV)*λ MR *λ MR ) = exp(-22) = 2.79x10
-10 

EF = exp(1.645σ) =exp(1.645*2.37)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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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MOV로 여겨서 계산하는 방법 

부록 1의 공식 2를 사용한다. 

λ MR
2  = Λ(2µ, 2σ) = Λ(-16, 2.7842) --------------------------(7) 

mean (λ MR
2) = exp (2µ + 2σ2) = 5.43x10-6  

median( λ MR
2) = exp (2µ) = 1.125x10-7 

 

식 (7),(5)에 의해서,  

T P(RV)*λ MR
2 ‾ Λ(-22, 3.08) 

따라서, 

mean(T P(RV)*λ MR
2) = exp(-22+3.082/2) = 3.2x10-8 ---------------(8) 

median(T P(RV)*λ MR
2) = exp(-22) = 2.79x10-10 

EF = exp(1.645σ) =exp(1.645*3.08) = 159 

 

식(6),(8)을 비교하면 같은 MOV로 가정하여 구했을 때의 평균값이 다른 

MOV로 가정하고 구한 것보다 6.9배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울진 3,4호기의 

경우, 두개의 MOV가 같으므로 ISLOCA 빈도 평균값은 식(8)을 사용한다. 

그 밖에 기존 ISLOCA를 개선한 부분은 ISLOCA 발생 경위를 추가한 것이다. 

ISLOCA 빈도를 재평가하기 위하여 NUREG/CR-5750에서 참조한 참고문헌[16]의 

방법을 검토하였다. 참고문헌[16] 방법은 CE 원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준원전과 매우 유사한 기기 배열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16]에서는 

저압안전주입계통을 통한 ISLOCA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경우로 분석되었다. 즉, 

3개월 주기의 IST(In-Service Test) 시, MOV 개방과 함께 2개의 역지밸브가 

동시에 고장나 있을 때 ISLOCA가 발생한다. 표준원전의 경우는 동시에 3개의 

역지밸브가 고장나 있어야 하므로 참고문헌[16]의 ISLOCA 빈도보다는 훨씬 

작으나, 보수적으로 3개의 역지밸브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면, 

저압안전주입계통에서 일어나는 ISLOCA 빈도의 평균값은 2.15E-8(/cr.yr)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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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계산한 정지냉각계통의 ISLOCA 빈도와 합치면 울진 3,4 호기 

최종 ISLOCA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분포함수 평균값 EF 

Lognormal 5.35E-8(/cr.yr)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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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절 원자로용기파손(Reactor Vessel Rupture: RVR)  

1. 기존 방법 

기존 울진 3, 4 호기 PSA[3]에서의 원자로용기파손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재 보충 용량을 넘는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를 의미한다. 이 사고는 WASH-

1400[8]에서 분석된 결과를 인용하였다. 원자로용기파손 초기사건 빈도는 2.66E-

7(/cr.yr)이며, 오차인자(EF)는 10.0 으로 가정하였다.  

 

2. 개선 방법 

NUREG/CR-5750 에는 원자로용기파손 사건을 초기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WASH-1400[8]의 값을 사전분포로 하고, 2002 년 말까지 135.24 cr.yr 동안 

국내 원전에서의 원자로용기파손은 없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후분포를 구할 수 

있다. 최종 원자로용기파손 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분포함수 평균값 EF 

Lognormal 2.66E-7(/cr.y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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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절 초기사건 빈도 재계산 결과  

이상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초기사건빈도를 재계산한 결과를 표 3 에 

요약 제시하였다.  

새로운 초기사건으로 울진 3, 4 호기 PSA 를 재계산하면 CDF 에 영향을 

미치는 각 초기사건별 비중은 그림 2 와 같이 변한다. 그림 2 에서 보듯이 LOCA 

초기사건 비중이 줄어든 반면, LSSB 초기사건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울진 3, 4호기 새로운 초기사건 빈도 

PRiME-U34i 울진 3, 4 Old NUREG/CR‐5750 
No

초 기 사 건 
평균값

EF 또는 

90% 신뢰도구간
평균값 EF 평균값 

EF 또는 

90% 신뢰도구간

1 Large Loss of Coolant Accident 5.0E-6 10 1.70E-4 5.0 5.0E-6 10 

2 Medium Loss of Coolant Accident 4.0E-5 10 1.70E-4 5.0 4.0E-5 10 

3 Small Loss of Coolant Accident 4.8E-4 3.0 3.00E-3 5.0 5.0E-4 3.0 

4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7.10E-3 2.62E-3∼1.33E-2 4.50E-3 5.0 7.0E-3 2.2E-3∼1.4E-2 

5 Interfacing Systems LOCA 5.35E-8 1,000 1.20E-9
169.0

 
2.0E-6 1,000 이상 

6 Reactor Vessel Rupture 2.66E-7 10.0 2.66E-7 10.0 N/A N/A 

7 Large Secondary Side Break 1.10E-2 5.86E-3∼1.75E-2 1.50E-3 5.0 1.3E-2 7.00E-3∼2.10E-2

8 Loss of Main Feedwater 0.084 0.066∼0.1 5.40E-1 4.3 0.065 0.048∼0.085 

9 Loss of Condenser Vacuum 0.049 0.037∼0.062 2.36E-1 4.4 0.028 0.019∼0.039 

10 Loss of a CCW Train 5.13E-1 1.3 1.53E-1 1.3 9.7E-4 1.14E-4∼2.53E-3

11 Loss of a 4.16KV AC bus 0.024 0.016∼0.033 1.75E-3 3.3 0.014 0.008∼0.022 

12 Loss of a 125V DC bus 1.7E-3 2.0E-4∼4.5E-3 3.54E-3 2.4 6.9E-4 2.70E-6∼2.64E-3

13 Loss of Offsite Power 3.0E-2 2.1E-2∼4.0E-2 6.15E-2 5.0 2.4E-2 4.12E-3∼5.63E-2

14 Station Blackout 3.66E-5 10.9 1.11E-5 10.9 N/A N/A 

15 General Transients 0.946 1.1 3.00 2.5 1.2 0.61∼2.1 

16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9.0E-6 6.1 2.07E-5 6.1 N/A N/A 

17 Loss of a 120V AC bus 1.3E-2 7.6E-3∼2.0E-2 N/A N/A 2.1E-3 2.42E-4∼5.37E-3

18 RCP Seal LOCA 2.17E-3 5.0E-4∼4.8E-3 N/A N/A 2.5E-3 5.6E-4∼5.4E-3 

 

0.00E+00

5.00E-07

1.00E-06

1.50E-06

2.00E-06

2.50E-06

LL M
L SL

SG
TR

LS
SB

TR
SN

LO
FW

LO
C
V

LO
D
C

LO
KV

LO
C
C
W

LO
O
P

AT
W
S

Old

New

 

그림 2. 울진 3, 4호기 CDF에서 각 초기사건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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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NUREG/CR-5750 초기사건 비교 검토 

제1절 NUREG/CR-5750에만 있는 초기사건 

다음은 NUREG/CR-5750에 초기사건으로 되어 있으나, 울진 3,4 호기에서 초기 

사건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건들을 검토한  내용이다. 

1. Loss of Instrument and Control Air 빈도 보완 

NUREG/CR-5750에서는 초기사건 빈도로 다루었으나, 울진 3,4 호기에서는 

계측용 공기의 상실은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지 않으며,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원자로 정지가 되므로 일반과도 사건(GTRN)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일반 과도 사건의 빈도 구할 때, 계측용 공기 상실 빈도를 반영하였다. 

2. Very Small LOCA/Leak 

기존 EPRI 보고서에 따라 general transient 분류되었던 4-leakage from 

control rods, 5-Leakage from primary system, 7-Pressurizer leakage, 26-

Steam generator leakage를 NUREG/CR-5750에서는 very small LOCA로 구분하였다. 

very small LOCA는 냉각재 유출량이 10‾100 gpm에 해당하여 고압안전주입계통의 

자동이나 수동 작동이  필요하지 않는 사고를 일컫는다. 

따라서, 새로운 초기사건으로 very small LOCA를 사용할 경우에는 Charging 

Pump의 용량이 충분한가에 따라 GTRN와 small LOCA로 구분되는 ET가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전량이 충분히 very small LOCA/Leak 사고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울진 3,4 호기 PSA에서는 일반과도 사건으로 판단하였다. 

3. Stuck Open: 1 Safety/Relief Valve 

안전분석보고서에서는 LOCA 를 대형과 소형으로만 구분하였기 때문에 Pzr 의 

valves Open 사건은 소형에 해당한다고 구분하였으나, PSA 처럼 중형 LOCA 까지 

포함하여 구분할 경우에는, 중형 LOCA 로 간주한다. 

4. Stuck Open: Pressurizer PO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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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석보고서에서는 LOCA 를 대형과 소형으로만 구분하였기 때문에 Pzr 의 

valves Open 사건은 소형에 해당한다고 구분하였으나, PSA 처럼 중형 LOCA 까지 

포함하여 구분할 경우에는, 중형 LOCA 로 간주한다. 

5. Stuck Open: 2 or More Safety/Relief Valves 

안전분석보고서에서는 LOCA를 대형과 소형으로만 구분하였기 때문에 Pzr의 

valves Open 사건은 소형에 해당한다고 구분하였으나, PSA처럼 중형 LOCA 까지 

포함하여 구분할 경우에는, 중형 LOCA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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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울진 3,  4 PSA에서 추가로 검토한 초기사건 

1. HVAC 초기사건 검토 

 

참고 문헌[17]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별도의 HVAC 초기사건은 필요하지 않다. 

2. 해양 생물로 인한 초기사건  

울진 3,4 호기에서는 새우떼 및 해파리로 원전이 정지되는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났다. 이들의 사건은 순환수 계통 상실로 간주 하였다.  순환수는 계통은 

복수기의 폐열을 제거하기 위해 냉각수인 해수를 공급하며 흡수된 열을 바다로 

방출한다. 

3. Trend 분석 

Trend 분석을 하여 초기사건 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나, 국내 원전은 신규 및 

안정화된 원전으로 고유 trend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울진 원전 처럼 

상업운전 이후 6년 정도된 원전에 감소 및 증가 추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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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초기사건 범주 비교 결과 

앞의 1,2절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NUREG/CR-5750에서 구분한 초기사건 

범주와 울진 3,4 호기에서 구분한 초기사건 범주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EPRI 

NP-2230[6] 에서 정의한 일반 과도사건들과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울진 3,4 호기 초기사건과 비교하여, NUREG/CR-5750에서 구분한 다음 3개의 

사건은 일반과도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범주로 간주하였다:  

- QG9-Primary System Leak,  

- QL4-Loss of Nonsafety-Related Cooling Water,  

- QP3-Total Loss of Condensate Flow.  

 

한편 울진 3,4 호기 일반과도사건에 다음 사건들을 추가하였다: 

 

- 2-Uncontrolled Rod Withdrawal (QR4) 

- 3-CRDM Problems and/or Rod Drop (QR3) 

- 37- Loss of Power to Necessary Plant Systems(QC4, QC5) 
 

 

한편 다음의 한 사건은 NUREG/CR-5750의 사건과는 연계가 안되는 사건이었다:  

 

- 10- Containment Pressur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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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울진 3,4 호기 초기사건 범주와 NUREG/CR-5750 및 EPRI 과도사건 범주 비교 

----  다른 초기사건으로 반영,  ---- 기존 울진 3,4 일반과도사건에 추가된 사건, ---- NUREG/CR-5750의 일반 과도 사건과 연계가 안되는 사건 

NUREG/CR-5750 분류 EPRI NP-2230 분류 울진 3,4 호기 분류 

B1-Loss of offsite Power 35- Loss of All Offsite Power 소외전원상실 사고 

C1-Loss of Vital Medum Voltage ac Bus 

C2-Loss of Vital Low Voltage ac Bus 

C3-Loss of Vital dc Bus 

 1E급 4.16kV 교류모선 상실 사고 

120 V AC 필수전력 상실 사고 

1E급 125V DC 모선 상실 사고 

D1-Loss of Instrument and Control Air  일반 과도 사건 

E1-Total Loss of Service Water 

E2-Partial Loss of Service Water 

 
기기 냉각수 상실 사고 

F1-Steam Generator Tube Rupture 

G7-Large Pipe Break LOCA 

G6-Medium Pipe Break LOCA 

G3-Small Pipe Break LOCA 

G8-Reator Coolant Pump Seal LOCA 

N1-Interfacing System LOCA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중형 냉각재 상실 사고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저압경계부 냉각재상실사고 

G1-Very Small LOCA/Leak 

4- Leakage from Control Rods 

5- Leakage in Primary System 

7- Pressurizer Leakage 

26- Steam Generator Leakage 

일반 과도 사건 

G4-Stuck Open: Pressurizer PORV 

G2-Stuck Open: 1 Safety/Relief Valves 

G5-Stuck Open: 2 or More Safety/Relief Valve 

 

중형 냉각재 상실 사고 

H1-Fire  화재 PSA 

J1-Flood  홍수 PSA 

K1-Steam Line Break Outside Containment 

K3-Steam Line Break Inside Containment 

K2-Feedwater Line Break 

28- Miscellaneous Leakage in Secondary System 

대형 이차측 파단 사고 

L1-Inadvertent Closure of All MSIVs 18- Closure of All MSIV 주급수상실 사고 

L2-Loss of Condenser Vacuum 25- Loss of Condenser Vacuum 복수기 진공 상실 사고 

L3-Turbine Bypass Unavailable  복수기 진공 상실 사고 

P1-Total Loss of Feedwater Flow 16- Total Loss of Feedwater Flow (all loops) 주급수상실 사고 

  발전소 정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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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transients: General transients: General transients: 
QC4-Loss of a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Bus 

QC5-Loss of Safety-Related Bus 

QG9-Primary System Leak 

QG10-Inadvertent Open/Close Safety/Relief

Valve 

QK4-Steam of Feed Leakage 

QL4-Loss of Nonsafety-Related Cooling

Water 

QL5-Partial Closure of MSIVs 

QL6-Condenser Leakage 

QP2-Partial Loss of Feedwater Flow 

QP3-Total Loss of Condensate Flow 

QP4-Partial Loss of Condensate Flow 

QP5-Excessive Feedwater Flow 

QR0-RCS High Pressure (RPS Trip) 

QR1-RCS Low Pressure (RPS Trip): PWR 

QR2-Loss of Primary Flow (RPS Trip): PWR

QR3-Reactivity Control Imbalance 

QR4-Core Power Excursion (RPS trip) 

QR5-Turbine Trip 

QR6-Manual Reactor Trip 

QR7-Other Reactor Trip (Valid RPS Trip) 

QR8-Spurious Reactor Trip 

QR9-Spurious ESF Actuation 

1-Loss of RCS Flow (1 Loop) 

 

2-Uncontrolled Rod Withdrawal 

3-CRDM Problems and/or Rod Drop 

6- Low Pressurizer Pressure 

8- High Pressurizer Pressure 

9- Inadvertent Safety Injection Signal 

10- Containment Pressure Problems 

11- CVCS Malfunction - Boron Dilution 

12- Pressure/Temperature/Power Imbalance - Rod 

Position Error 

13- Startup of Inactive Coolant Pump 

14- Total Loss of RCS Flow 

15- Loss or Reduction in Feedwater Flow (1 loop) 

17- full or partial closure of MSIS(1 loop) 

19- Increase in Feedwater Flow (1 Loop) 

20- Increase in Feedwater Flow (All Loop) 

21- Feedwater Flow Instability-Operator Error 

22- Feedwater Flow Instability-Miscellaneous Mechanical 

Causes 

23- Loss of Condensate Pumps (1 Loop) 

24- Loss of Condensate Pumps (All Loops) 

27- Condenser Leakage 

29- Sudden Opening of Steam Relief Valves 

30- Loss of Circulating Water 

31- Loss of Component Cooling 

32- Loss of Service Water System 

33- Turbine Trip, Throttle Valve Closure, EHC Problems 

34- Generator Trip or Generator Caused Faults 

36- Pressurizer Spray Failure 

37- Loss of Power to Necessary Plant Systems 

38- Spurious Trips-Cause Unknown 

39- Automatic Trip-No Transient Condition 

40- Manual Trip-No Transient Condition 

41- Fire Within Plant 

1-Loss of RCS Flow (1 Loop) (QR2) 

2-Uncontrolled Rod Withdrawal (QR4) 

3-CRDM Problems and/or Rod Drop (QR3) 

6- Low Pressurizer Pressure (QR1) 

8- High Pressurizer Pressure (QR0) 

9- Inadvertent Safety Injection Signal (QR9) 

10- Containment Pressure Problems 

11- CVCS Malfunction - Boron Dilution (QR3) 

12-Pressure/Temperature/Power Imbalance - Rod 

Position Error (QR 3) 

 

 

15- Loss or Reduction in Feedwater Flow (1 loop)(QP2) 

17- full or partial closure of MSIS(1 loop)(QL5) 

19- Increase in Feedwater Flow (1 Loop) (QP5) 

20- Increase in Feedwater Flow (All Loop) (QP5) 

 

 

23- Loss of Condensate Pumps (1 Loop) (QP4) (QL6) 

 

 

 

28- Miscellaneous Leakage in Secondary System (QK4) 

29- Sudden Opening of Steam Relief Valves (QG10) 

 

33-Turbine Trip, Throttle Valve Closure, EHC 

Problems(QR5) 

34- Generator Trip or Generator Caused Faults (QR7) 

36- Pressurizer Spray Failure (QR0) 

37- Loss of Power to Necessary Plant Systems(QC4, QC5) 

38- Spurious Trips-Cause Unknown (QR 8) 

39- Automatic Trip-No Transient Condition (QR7) 

40- Manual Trip-No Transient Condition (Q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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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Lognormal 분포 계산식 

 

X가 Lognormal 분포를 이룬다는 것을 X‾Λ(µ, σ)로 표기할 경우, 이는  logx가 

normal 분포 N(µ, σ)를 이루는 것이다.  이떄, 다음과 같은 연산식이 성립된다. 

 

공식 1  

X1 ‾ Λ(µ1, σ1), X2 ‾ Λ(µ2, σ2) 일때,  Y= X1X2 ‾ Λ(µ1+µ2, (σ1
2+ σ2

2)0.5 )  

공식 2 

X‾Λ(µ, σ) 일때, Y= X2 ‾ Λ(2µ, 2σ)  

공식 3 

X‾Λ(µ, σ) 일때, Y=cX ‾ Λ(µ+logec,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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