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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화재 PSA에서 화재 기사건발생빈도는 체 노심손상빈도에 직  비례하여 향을 주기 때문

에 요한 요소이다. 미국 NRC는 EPRI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원  화재 PSA의 신규 방법론

(NUREG/CR-6850)을 개발하 고, 미국 원 사업자들은 신규 방법론을 용하여 화재 PSA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EPRI는 원  화재 기사건 발생빈도 추정시 NUREG/CR-6850에서 사용된 화재심각도 분

류방법을 개정한 지침서를 발간하 다. 본 논문에서는 신규 분류기 에 해서 살펴보고, 국내 원 에

서 경험한 화재사건에 해서 신규 분류 기 을 용하여 고찰하 다.

1. 서 론  

   최근 EPRI는 원  화재 사건 발생빈도 추정시 NUREG/CR-6850에서 사용된 화재심각도 분류방법

을 개정한 지침서를 발간하 다. 기존방법론과 비교할 때 분석 과정상의 큰 차이는 없으나 분류 기

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UREG/CR-6850 방법과 신규 분류기 에 

해서 살펴보고, 국내 원 에서 경험한 화재사건에 해서 신규 분류 기 을 용하여 고찰하 다.

2. 화재 PSA 분석시 화재사건 발생빈도 계산 

2.1 NUREG/CR-6850에서의 화재빈도 추정 방법[1] 

  NUREG/CR-6850에서 제시하는 미국 원 의 화재 기사건빈도 추정방법은 EPR FEDB(Fire Events 

Database)를 활용하여 발생장소/ 화원 Bin으로 일반 화재 기사건빈도를 할당한 후 Two-Stage 

Baysian 방법을 용하여 발 소별로 화재발생빈도를 추정한다. 이때 2개의 선별제거 기 을 용하게 

된다. 첫 번째는 화재 발생장소/발생시기이고, 두 번째는 잠재  사건 여부인지에 따라서 화재발

생빈도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발생장소가 Off-site이거나 핵 련 는 력생산과 련이 없는 

On-site에서 발생한 화재면 포함하지 않고, 화재 발생시기가 출력운 이 아닌 기간(즉, 온정지, 재장

, 건설 기간 등)에 발생한 화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발  지속 화재로 개될 잠재성이 없는 화재

는 화재빈도계산에서 선별 제거된다. FEDB에서 각 화재 사건은 심각도에 따라 “잠재  ”, “

안됨”, “미결정”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다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잠재  ”으로 분류되어 화재빈도

계산에 포함된다. 

● 화재 진압에 소방호스, 다수의 휴 용소화기, 그리고( 는 고정형 진압장비가 사용된 경우

● 화재로 인해 화재 화원의 외부 경계에 치한 하나 는 그 이상의 기기가 향을 받은 경우

● 화재 화원의 외부 경계에 치한 연소물질이 화된 경우

한 화재로 다음의 두 개 는 그 이상이 해당되면 “잠재  ”으로 분류된다. 

● 자동탐지계통의 기동 ● 발 소 트립 ● 5000$ 이상의 손실 ● 10분 이상의 연소시간 

2.2 EPRI 신규 지침서 화재 발생빈도 추정 방법[2]

  NUREG/CR-6850의 FEDB를 활용하는 방법론은 동일하지만, EPRI 신규 지침서에서는 화재 심각도 

분류를 기존 3개에서 5개(즉, “ (CH)”,“잠재  (PC)”,“ 안됨(NC)”,“미결정(PC-CH)","미결정

(NC-PC)")로 세분화하 다. ” (CH)“은 기 화로 외부 환경에 실질 인 향을 미친 화재를 의미

하고, ”잠재  (PC)"은 " (CH)“사건에 속하지는 않지만, 견 가능한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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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감시인에 의해 소화된 용접작업

2) 시험이나 정비활동 중 감시된 기기 고장

3) 디젤발전기 배기구의 과열된 물질

4) 고온관의 연기 물질

5) 화염연소를 야기하지 않는 개별 보조기기의 고장 

6) 조명안정기, 벽에 부착된 스위치 기기 고장사건 (110/220V)

7) 자발적 소화된 사건

8) 방호구역밖의 화재

번호 발생장소 점화원 운전 모드 화재심각도
화 재 빈 도 

포함 여부

     비 고

 (미포함 사유)

1 Aux B/D Hot work 건설중 잠재적 위협 미포함

출력운전중 아님

(NUREG/CR-6850 

C3.1에 근거)

2 DG Room Hot work 시운전중 잠재적 위협 미포함 상동

3 격납건물 송풍기 O/H 중 위협 미포함 상동

4 주제어실 UPS O/H 중 잠재적 위협 미포함 상동

5 SFP 조명기기 출력운전중 위협안됨 미포함

화재심각도 낮음

(표1의 무효화 기준에

 근거)

우에는 (CH)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화재를 말한다. 잠재  사건의 주요 특징은 화재 규

모가 작지만,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더 크게 개될 수 있다는 이다. 잠재  의 시

로 비환기 기 캐비닛에서 발생한 화재는 캐비닛으로 만 국한되므로 상 으로 낮은 심각도를 갖는

다. 그러나 환기되고 있는 캐비닛에서 발생한다면 근처 캐비닛에 손상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

기 때문에 비환기 캐비닛 화재는 “잠재  (PC)”으로 분류되어진다. 한 기계 인 분류 방법에 의

해서 지나치게 보수 으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신규 지침서에서는 “잠재  (PC)"에서 

” 안됨(NC)"으로 고려될 수 있는 무효화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잠재  “ 화재  표 1의 무

효화 기 에 해당되는 화재는 화재사건빈도에서 제외된다.  

표 1. 화재 심각도가 “잠재  ”에서＂ 안됨“으로 무효화되는 범주들

3. 국내 원 에 신규 분류 용   

 국내에서는 EPRI FEDB 같은 화재사건 데이터베이스가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화재 사례경험을 

NUREG/CR-6850과 EPRI 신규 지침서에 근거하여서 분류 평가해보았다. 표 2에는 국내 원 의 화재사

건빈도 추정시 심각도와 발생시기를 고려한 정성  평가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 국내 화재사례에 한 화재사건 빈도 추정시 포함여부 평가결과

4. 결론

  국내에서 신규 방법론을 용한 화재 PSA를 수행하는 경우, NUREG/CR-6850의 일반 화재 기사건

빈도와 국내 원 의 경험사례를 Baysian 처리한 화재 기사건빈도 추정이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 국

내 원  화재사례를 검토한 결과. 기존 NUREG/CR-6850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 화재사건빈도 추정

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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