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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Event Type Analysis System (ETAS) is developed for the accident evaluation in nuclear 

power plant. The ETAS system can be used in supporting regulator and/or operator under event situ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The ETAS system can categorize the all transient events to 3 categories such as 

Down-2000, Down-2173, and Slow Fluctuation. We develop the program structure for ETAS system and 

web-based ETAS system. The ETAS system will be used as sub module of Knowledge-Based Event 

Evaluation Network (K-EvENT) which is developing for the against the accident in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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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에는 20기의 원전이 운전 중에 있으나, 

이중 9기가 20년 이상 운전되는 등 장기운전상태

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원전 장기

운전에 따른 경년열화 등으로 인해 원전의 사고, 

고장, 손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원전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고유형 및 추이분석, 

사고영향평가, 기기취약성 평가 등이 요구된다. 최

근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전 사고에 대한 실시

간 지원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고 

대응 지원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 지원으로 원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을 

위한 지식기반 원전사고 시스템(Knowledge-based 

Events Evaluation Network, K-EvENT)이 개발중

이다
1,2)

. K-EvENT시스템은 원전 사고시 사고유형 

및 추이를 분석하고 사고영향평가, 기기취약성 평

가 등의 사고대응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운전경험 반영 체계’와 연계를 통해 능동적이고 실

시간적인 사고 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3)
. 

원전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의 사건 및 사

고 발생 시 발생한 사고가 어떤 유형의 사고인지

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

전의 운전 상태에서 사고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원

전 사고유형분석시스템(Event Type Analysis System, 

ETAS)’을 개발하였다. 

ETAS 시스템은 원자로냉각계통(Reactor Coolant 

System, RCS)의 압력를 사용하여 사고 유형을 실

시간적으로 평가하며, 웹기반 프로그램으로 개발

되었다.

2. ETAS 시스템의 기본 개념

사고유형 분석시스템(ETAS)은 국내외 사건/사고 

사례에 대한 지식 데이터베이스(KEDB)를 활용하

여 원전 사고유형을 분석하며, 사건평가를 위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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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건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2)
. ETAS 시스템

은 웹기반의 시스템으로 RCS 압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사건/사고의 유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준다.

2.1 원전 사고유형

표준원전의 경우, 발전소 설계 transient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Event와 24개의 설

계 Transient로 구성되어 있다4,5)
. 각 transient에서

는 사건 진행시간에 따라 RCS 압력이 변화하게 

된다. Fig. 1은 발전소의 24개 설계 transient들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600초 동안의RCS 압력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2.2 사고유형의 분류

Fig. 1에 나타난 24개의 발전소 transient들은 압

력값의 변화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크게 세 분류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최소 압력값이 2000psi 이

하인 경우(9가지), 둘째, 최소 압력값이 2000~2173 

psi 사이인 경우(4가지), 셋째, 최소 압력이 2173psi

가 넘는 경우(11가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의 유형을 Down-2000, Down-2173, 그리고 Slow 

Fluctuation이라 명칭 하였으며, Table 3에 각 유형

별 Transient가 제시되어 있다.

Table 1 Events and Transients of RCS

Event Transients

Normal Event
NE-1a, 1b, 2a, 2b, 3a, 3b, 3c,

NE-4a, 4b, 5, 6, 7

Upset Event UE-1, 2, 3, 4, 5, 6

Faulted Event FE-1, 2, 3, 4, 5, 6

Fig. 1 RCS Pressure for 24 Transients in KSNP

2.3 원전 사고유형 분석

원전 사고현장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운전 데이

터들은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컴퓨터에 저장되

고 있다. 이들 데이터를 사용하여 K-EvENT 시스

템의 WiMS에서 사고발생 경보가 발생하면,
1)
 실

시간 현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고유형 분석을 시

작한다. 

2.3.1 사건발생 확인

원전 실시간 운전데이터는 계측기의 오작동, 일

시적인 통신상태 오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

해 잘못된 신호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잘

못된 경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보가 발생

하면 먼저 사건이 실 제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확

인해야 하며, 사건 발생이 확인이 되면 사건 분석

을 위해 알람 발생 시점 전후 일정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한다. 사건발생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알람 발생 시점 이후에도 압력값의 

변동이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차가 

5psi 이상이 되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2.3.2 사건 개시점 확인

경보가 발생한 시점과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압력차가 0.5psi 이상 

Table 2 Event Categorization for 24 transients

Category Transients

P < 2000 psi

(Down-2000)

FE-1,2,4,5,6,

UE-1,2,6, NE-6

2000psi < P <2173psi

(Down-2173)
FE-3, UE-3,4, NE-5

P > 2173psi

(Slow Fluctuation)

UE-5,

NE-1a,1b,2a,2b,3a,3b,

3c,4a,4b,7

Fig. 2 Process of the Event Typ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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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gic Diagram of Event Initiation Point

나타나는 지점을 찾아 사건 개시점(Event Initiation 

Point)으로 결정하였다. Fig. 3은 사건 개시점 확

인을 위한 로직을 보여주고 있다.

2.3.3 기본 패턴 분류

결정된 사건 개시점에서부터 일정 시간동안의 

발전소 현장데이터를 분석하여 Table 2에 제시된 

세 가지 기본패턴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기본패턴이 결정되면 현장의 transient 

데이터가 속하는 범주가 좁혀지게 된다.

2.3.4 패턴 내 사건 분류 및 확률 분석

기본패턴이 결정되면 그 기본패턴에 속하는 transient

들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패

턴내의 사건 분류 및 선정작업은 사건 데이터들의 

압력 값들에 대한 최대압력값, 최소압력값, 최대압

력차,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transient들이 있는 경

우는 각 유사 transient 형태에 대해 확률적 매칭

확률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2.3.5 결과 제시

분석 및 분류된 최종 결과는 웹 화면 상에서 제

시된다. 이때 발전소의 사건 데이터가 선정된 설

계 transient데이터와 함께 그림으로 보여지며 선

정된 transient와의 매칭확률이 분석된 결과로 제

시된다. 

3. ETAS 시스템의 프로그램 구조

3.1 시스템의 구조

사고유형분석시스템(ETAS)는 실시간으로 어디

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기반으로 구축되었

다. 원전 사고/고장/손상 발생시 운전정보 데이터

는 Atom CARE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수, 

저장된다. ETAS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운전데이터

와 설계하중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분석하여 사고

유형을 평가한다. Fig. 4는 ETAS 시스템의 service 

structure를 보여 주는 그림으로, 실시간으로 원전

에서 발생한 사건의 분석이 가능하다.

3.2 원전 안전변수 이벤트 분석 및 평가모듈

K-EVENT 시스템에서는 AtomCARE를 통해서 

수집되는 원전 운전변수 중 RCS압력 변수를 실시

간(AtomCARE 변수 수집주기 30초 기준)으로 감

시하고 있다.
1)

 K-EvENT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ETAS 시스템에서는 우선 이벤트 발생

시점의 시간을 평가하고, 그 시간으로부터 1,000초 

동안 압력값을 수집하여 저장한다. 이때 해당 모듈

은 10초 간격으로 1,000초에 도달하였는지를 모니

터링하고 AtomCARE 안전변수가 KINS까지 수집 

저장되는데 소요되는 절차상의 시간을 고려하여 60

초 후의 시간까지의 데이터를 이벤트 대상 변수로 

Fig. 4 Service Structure of E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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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valuation Module for Event Analysis

DB에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에서 사건 데이터 대상여부를 판

단하여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건 시작시간을 

구하고 해당 시간으로부터 10분 데이터를 추출하

여 DB에 저장한다.

이 데이터가 패턴분석에 사용되는 사건 데이터

가 되는 것이다. 

저장된 사건 데이터를 이용하여 3가지 기본패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분류하고, 선택

된 기본패턴 중에서 해당하는 Transient를 평가하

게 된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Transient 결과는 

N개 또는 확률 값으로 도출된다. Fig. 5는 본 모

듈의 분석에 사용되는 평가모듈을 보여주는 화면

이다. 

3.2.1 실시간 원전안전변수 모니터링 모듈

사용자는 관심 대상의 원전과 호기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원전호기의 대상이 되는 변수 중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을 원하는 변수를 선택하면 해당 

모듈은 AtomCARE 데이터베이스에 30초 주기로 

접속하여 이벤트 발생을 감시한다.

3.2.2 이벤트 분석 모듈

이벤트 발생 조건이 확인되면 2번 연속 5psi의 

압력변동이 발생한 데이터의 관계를 사용자가 확

인 할 수 있도록 대상변수의 측정일시, 변수 값 그

리고 평균 차이값을 제공하고 이벤트 발생 시간을 

구한다.

3.2.3. 사고 데이터 추출 모듈

구해진 이벤트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1,000초 후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의 수집여부를 10초 간격으

로 모니터링하며 해당 시간에 도달하면 모든 변수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후 사건 데이터 분석 

단계로 진행한다.

사건 데이터 조건에 따라서 사건 시간을 먼저 

구하고 해당 시간 기준으로 10분 데이터를 추출하

여 DB에 저장하고 아래 ‘패턴 분석 모듈’ 왼쪽 목

록에 대상 변수값을 표현한다.

3.2.4. 패턴 분석(Pattern Analysis) 모듈

최종 추출된 사건 데이터를 이용하여 3가지 기

본패턴 중 해당하는 분류를 평가하며 평가된 패턴

에 속하는 Transient 대상을 평가한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Transient 결과는 N개 또

는 확률 값으로 도출된다.

3.3. 웹기반 평가결과 조회 모듈

해당 모듈은 ‘원전 안전변수 이벤트 분석 및 평

가모듈’의 결과를 조회하는 웹기반 시스템으로 실

시간 원자력발전소 압력 변수값 추이(RCS Pressure)

와 평가 결과값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 데이터 값

과 패턴 및 Transient 결과를 제공한다. 

4. 웹기반 ETAS 시스템 개발

ETAS 시스템의 기본 개념 및 프로그램 구조를 

Fig. 6 Web-based E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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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ETAS 시스템에 대한 웹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Fig. 6은 ETAS 시스템의 초기화면이다. 

Fig. 6의 좌측 상단은 RCS 압력을 실시간으로 감

시하는 창이며, 좌측 하단은 표준원전에서 나타나

는 24개의 천이하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

준다.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시간을 결정하고, 사

고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창에 사

고 하중을 보여준다. 사고 하중에 대한 유형을 분

석하여 사고하중이 어떤 천이하중과 유사한 지를 

평가해 주고 이를 우측 하단에 표시해 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고유형분석시스템(ETAS)을 개

발하였다. ETAS시스템은 국내외 사고 사례에 대

한 지식 데이터베이스(KEDB)를 활용하여 원전 사

고유형을 분석하며, 사고평가를 위한 하중조건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사고유형분석시스템은 발

전소의 RCS 압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사고 발

생 시 사고발생시간을 결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저

장한 후 사고 하중에 대한 유형을 분석한다. 표준

원전에서 나타나는 24개의 천이하중과 비교․분

석하여 사고하중이 어떤 천이하중과 유사한 지를 

평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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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금사업 원전기술혁신분야 연구과제로 수행되

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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