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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핵심구역파악

원자력발전소에는 5~6개의 빌딩과 각 빌딩 내부에 

육면체의 콘크리트 벽체로 분리된 총 300~800개 정도

의 격실들이 존재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기기들과 

안전계통들은 이 격실들에 존재한다. 만일 사보타주에 

의해 몇 개의 격실이 동시에 파손되면 그 안에 존재하

는 주요 안전계통들의 기기가 파손되어 노심손상(Core 

Damage, CD)을 유발할 수 있다. 핵심구역파악(Vital 

Area Identification, VAI)은 사보타주에 의한 격실파손

으로 유발되는 노심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된다. 

핵심구역파악은 사보타주에 의한 격실파손을 기본사

건으로 하는 사보타주 고장수목(Sabotage Fault Tree)을 

작성하고, 공격집합(Target Sets 혹은 Minimal Cut Sets)

을 계산하고, 저지집합(Prevention Sets 혹은 Minimal 

Path Sets)을 계산하고, 저지집합들 중에 가장 저비용으

로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저지집합을 선택하고, 이 선택

된 저지집합안의 격실들을 핵심구역들(Vital Areas)로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 핵심구역들을 집중적으로 방호

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하는 물리적방호계통(Physical 

Protection System, PPS) 설계가 진행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는 보안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에 대

응하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IAEA는 핵물질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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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체계를 정립하

고 운영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2011년 IAEA

는 핵안보 시리즈(Nuclear Security Fundamentals)의 일

환으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해 INFCIRC/ 

225/Rev.51)와 핵심구역파악 기술지침2)을 발간하였다. 

IAEA는 핵심구역파악과 선정된 핵심구역들에 대한 집

중된 물리적방호계통의 설계 및 운영을 회원국들에 강

제하고 있다. INFCIRC/225/Rev.5 문서는 핵심구역을 

“Area inside a protected area containing equipment, 

systems or devices, or nuclear material, the sabotage of 

which could directly or indirectly lead to High Radiological 

Consequences (HRC)”로 정의하고 있다.

원전의 물리적방호계통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는 핵심구역파악이며, 핵심구역파악은 노심손상 등의 

고준위방사능사고(High Radiological Consequence, HRC)

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방호대상 격실(Room 간혹 

Building)들을 핵심구역으로 설정하는 작업이다. 미국과 

IAEA의 “핵심구역 기반의 물리적방호계통 설계” 절차

는 아래와 같다.

(1) 원자력 시설의 최악의 사보타주 리스크가 HRC

를 초과하는지 판단하고

(2) 사보타주 리스크가 HRC를 초과하는 경우 핵심

구역파악 대상 시설로 판정하고 

(3) HRC를 초과하는 사보타주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이 HRC를 막을 수 있는 핵심구역들을 선정하고

(4) 선정된 핵심구역들을 집중 방호하도록 물리적방

호계통을 설계하고 

(5) 물리적방호계통이 핵심구역들을 집중 방호하도

록 설계되었는지 유효성을 평가하고

(6) 원자력 시설의 수명동안 핵심구역들의 물리적 

방호 수준을 관리한다.

미국의 10CFR73.55(e)(9)(v)에 따르면 아래 네 개의 

격실들은 반드시 핵심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핵심

구역파악을 통해 선정된 핵심구역들에 아래 네 개의 

격실을 더하여 최종 핵심구역들로 선정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Reactor Control Room)

(2) 사용후연료저장조(Spent Fuel Pool)

(3) 중앙 경보시스템 관리소(Central Alarm Station)

(4) 보조 경보시스템 관리소(Secondary Alarm Station)

1.2 초기 핵심구역파악 방법

미국의 국립연구소들이 1970년대부터 사건수목분석

(Event Tree Analysis)과 고장수목분석(Fault Tree 

Analysis) 기법을 이용하는 핵심구역파악 방법을 처음

으로 개발하여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방호에 사

용하였다3,4). 확률적인 기기고장을 기본사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고장수목이 아닌, 인위적인 격실파손을 기본

사건으로 하는 사보타주 고장수목을 생산하여 핵심구

역파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보타주 고장수목은 확

률적인 기기고장이 아닌 인위적인 격실파손이 기본사

건이기 때문에, 이 사보타주 고장수목으로부터 공격집

합과 저지집합을 계산하고 그들의 확률을 계산하지 않

는다.

1.3 PSA 결과를 이용하는 핵심구역파악 방법

확률론적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결과를 이용하는 핵심구역파악 방법이 한국을 중

심으로 2002년부터 개발되었다5-9). 한국원자력연구원은 

PSA 기반의 핵심구역파악 방법과 소프트웨어 VIPEX7-9)

를 개발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2절의 초기 핵

심구역파악 방법 대신에 소프트웨어 VIPEX를 사용하

여 PSA 기반의 핵심구역파악을 수행하고 있다.

화재와 침수 PSA를 수행하면 그 결과로서 “기기고

장”과 “기기와 기기고장에 영향을 주는 케이블 또는 

배관 등이 위치한 격실”간의 매핑정보가 생산된다. 

PSA 기반의 핵심구역파악 방법은 화재와 침수 PSA 결

과인 이 매핑정보를 이용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

과 같다. (1) 화재와 침수 PSA 결과인 기기고장과 기기

가 위치한 격실간의 매핑정보를 이용하여 PSA 고장수

목의 기기고장을 격실파손으로 대체하면, 초기 핵심구

역파악 방법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보타주 고장수

목을 쉽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 (2) PSA 결과를 이

용하면 초기 핵심구역파악 방법보다 사보타주 사고 진

행을 훨씬 더 정확히 모사하는 사보타주 고장수목을 

생산할 수 있다.

1.4 논문의 목적 및 구성

1.2절의 초기 핵심구역파악 방법보다 1.3절의 PSA 

결과를 이용하는 핵심구역파악 방법으로 더 경제적으

로 더 정확히 핵심구역파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

나 1.3절의 PSA 핵심구역파악 방법은 여전히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왔다.

(1) PSA 노심손상 고장수목에는 10개 내외의 초기사

건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십 개의 안전계통 고장수

목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노심손상 고장수목은 많은 

논리 게이트들과 10,000개에서 40,000개 사이의 많은 

수의 기기고장 기본사건들을 갖는다. 

(2) PSA 노심손상 고장수목의 많은 수의 기기고장 

기본사건들을 기기가 위치한 격실로 교체하여 사보타

주 고장수목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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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보타주 고장수목에서 공격집합들의 계산은 방

대한 양의 복잡한 불리안 계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격집합들의 계산이 실패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M

개 이하의 격실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격집합들만을 계

산한다.

(4) 계산된 공격집합들로 부터 저지집합들의 계산도 

역시 방대한 양의 복잡한 불리안 계산이기 때문에 대

부분의 저지집합들의 계산이 실패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N개 이하의 격실들만으로 이루어진 저지집합들

만을 계산하여 핵심구역을 선정에 이용한다.

위의 설명처럼 사보타주 고장수목이 매우 크고 공격

집합들과 저지집합들의 계산이 매우 어려워서, 더 쉽

고 단순하게 저지집합들을 계산할 수 방법이 개발되어

야 했다. 다시 말해, 논리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작은 크기의 사보타주 고장수목을 만들 수 있어야 하

고, 1.3절의 대형 사보타주 고장수목과 동일한 저지집

합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했다. 

본 논문에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사보타주 고장

수목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에 따라 아주 쉽

게 동일한 저지집합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일관

성이 있는 핵심구역파악 규칙을 개발하였고(2장 참조), 

가상의 시설에 적용하여 아주 작은 크기의 사보타주 

고장수목으로부터 동일한 저지집합들을 계산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3장과 4장 참조). 본 논문의 목적에 

따른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PSA 기반의 핵심구역파악 방법에 적용되는 일관

성이 있는 규칙을 개발하였고(2장 참조) 

(2) 규칙을 PSA 고장수목에 적용하여 효용성을 살펴

보았고(3장 참조), 

(3) 규칙을 PSA 사건수목에 적용하여 효용성을 보여

주었고(4장 참조), 

(4) 규칙을 고장수목과 사건수목에 적용하여 같은 핵

심구역이 선정됨을 보여주었고(3장과 4장 참조), 

(5) 규칙을 사건수목에 적용하면 사보타주 고장수목

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4장 참조). 

2. 핵심구역파악 규칙 개발

2.1 일관성 있는 핵심구역파악 규칙 

쉬운 설명을 위해 R1, R2, R3 등은 사보타주에 의한 

격실파손을 의미하고, A, B, C, D, E는 Random한 확률

적인 기기고장으로 가정하자. 핵심구역파악은 본질적

으로 몇 개의 격실이 사보타주에 의해 동시에 파손되

면 노심손상이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공격집합(R1R2 

혹은 R2R3)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가능한 

공격집합(R2AB 혹은 R1R3CDE)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참고문헌 8에서 확률적으로 가능한 공격집합의 

계산을 핵심구역파악의 한 옵션으로 설명하고 있다. 

핵심구역파악의 본질을 위반하는 옵션은 다음과 같다. 

❍ (위반 1) Random한 기본사건과 격실파손이 조합

된 “확률적인 공격집합”을 허용한다. 

❍ (위반 2) 하나의 격실이 파손되면 화재나 침수가 

확률적으로 발생하고, 또 화재나 침수가 확률적

으로 근접 격실로 전파된다. 이 확률적으로 전파

되는 화재나 침수가 포함된 “확률적인 공격집합”

을 허용한다. 

PSA 기반의 핵심구역파악 방법에서, 기기고장을 기

본사건으로 하는 PSA 고장수목을 격실파손의 사보타

주 고장수목으로 변환하게 된다. 이 때, 핵심구역파악

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본 규

칙들은 다음과 같다. 

❍ (규칙 1) 사보타주로 손상된 격실의 기기가 반드

시 함께 파손되면, 기기고장을 격실파손으로 교

체하여 사보타주 고장수목에 포함한다.

❍ (규칙 2) 사보타주로 손상된 격실의 기기가 Random

하게 고장 나면, 기기고장을 사보타주 고장수목에

서 제외한다.

❍ (규칙 3) 사보타주로 손상된 격실의 기기가 Fail- 

safe 방향으로 작동하면, 기기고장을 사보타주 고

장수목에서 제외한다. 

❍ (규칙 4) 확률적으로 전파되는 화재나 침수는 사

보타주 고장수목에서 제외한다. 

(규칙 2)와 (규칙 3)의 예는 확률적인 운전원조치 실

패나 공통원인고장이 해당한다. (규칙 2)와 (규칙 3)의 

적용방법은 해당하는 기본사건들을 사보타주 고장수

목에서 아예 삭제하거나, 사보타주 고장수목에서 이 

기본사건들을 FALSE 논리로 설정하면 된다. (규칙 4)

의 적용방법은 기기고장과 격실파손의 매핑 관계에서 

근접 격실로의 확률적인 화재나 침수 전파를 제외하면 

된다(2.2절과 2.3절 참조).

2.2 규칙을 준수한 핵심구역파악

핵심구역파악의 간단한 설명을 위해 Fig. 1의 예제 

계통을 가정하자. Fig. 1의 예제 계통은 세 개의 격실 

R1, R2, R3을 가지고, 격실 R1은 기기 A를, 격실 R2는 

기기 B와 D를, 격실 R3은 기기 C와 E를 가지고 있다. 

논문의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참고문헌 8의 예제를 변

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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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e system.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서 PSA는 필수적으로 수행된다. 아래 식 (1)과 같은 사

건수목 혹은 고장수목으로 모델링된 내부사건 PSA를 

가정하자. 여기에서 I1, I2, I3는 원자력발전소의 노심

손상을 유발하는 내부사건 초기사건들이다. 본 논문에

서 A, B, C, D, E는 기기고장 기본사건(혹은 격실에 위

치한 기기)들을 의미한다. 이 내부사건 PSA를 이용하

여 화재와 침수 PSA가 수행된다. 

    (1)

화재와 침수 PSA는 내부사건 PSA 결과를 사용하여 

화재와 침수로 인한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한다. Table 1

에서와 같이 화재와 침수 PSA에서는 (1) 격실 R1, R2, 

R3에서 화재 혹은 침수가 발생하면 시작되는 내부사건 

초기사건들(I1, I2, I3)과 (2) 격실 R1, R2, R3에서 화재 

혹은 침수가 발생하면 영향을 받는 기기고장 기본사건

들(A, B, C, D, E)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Table 1에서 단독 화재나 침수에 대해 격실에 매핑

된 초기사건과 기기고장을 모으면 Table 2와 같다. 

Table 1. Fire and flooding PSA

Type Room　 Fire Flooding Initiating 
event (a)

Initiating 
event (b)

Component 
failure (c)

Single

R1 Yes 　 I1 　 A

R2 Yes Yes I3 I3 B, D

R3 　 Yes 　 I2 C, E

Propagation
R1 to R2 Yes(d) 　 I3 　 A, B, D (f)

R2 to R3 　  Yes(e) 　 I3 B, C, D, E (g)

(a) Initiating event occurs by fire
(b) Initiating event occurs by flooding
(c) Component failure by fire or flooding
(d) Probabilistic fire propagation
(e) Probabilistic flooding propagation
(f) Components located in R1 and R2
(g) Components located in R2 and R3

Table 2. Room to component failure (or initiating event) 
mapping excluding fire/flooding propagation

Room Initiating event Component failure

R1 I1 A

R2 I3 B, D

R3 I2 C, E

초기사건과 기기고장으로 이루어진 식 (1)의 노심손

상 고장수목에 Table 2의 매핑을 대입하면 식 (2)와 같

은 사보타주 고장수목이 얻어진다. 식 (2)의 사보타주 

고장수목의 Boolean 식을 풀면 식 (3)의 두 개의 공격

집합을 얻게 된다. R1R2와 R2R3 둘 중 하나의 집합을 

공격(R1과 R2를 공격하거나 R2와 R3를 공격)하면 노

심손상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식 (3)의 공격집

합에 Boolean Complement를 취하면 식 (4)의 두 개의 

저지집합을 얻게 된다. /R2와 /R1/R3 둘 중에 하나의 

저지집합을 방어(R2를 지키거나 R1과 R3을 방어)하면 

성공적으로 노심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2)

   (3)

   (4)

저지집합들 중에 방호비용이 가장 적은 저지집합을 

택하여, 선택된 저지집합의 격실들을 방호하게 된다. 

이 격실들을 핵심구역이라고 부른다. Table 3과 같이 

방호비용이 적은 저지집합 /R2를 택하여 저지집합의 

격실 {R2}를 핵심구역으로 정의한다. 경우에 따라, 저

지집합 /R1/R3의 격실 {R1, R3}의 방호비용이 더 저렴

하면 {R1, R3}를 핵심구역으로 정의한다.

Table 3. Vital area candidates

Prevention sets Vital area candidates Protection costs (a)

/R2 {R2} 2

/R1/R3 {R1, R3} 4 (1 + 3)

(a) Individual protection costs of R1, R2, and R3 are 1, 2, and 3, 
respectively.

2.3 규칙을 벗어난 핵심구역파악

아래 예는 (규칙 2)를 위반하는 경우이다. 식 (2)의 

사보타주 고장수목에 식 (5)와 같이 Random한 기기고

장까지 고려하면 식 (6)의 R1D와 R1R3I3처럼 격실파

손(R1, R3)과 Random한 기본사건이나 초기사건(D, I3)

으로 이루어진 확률적인 공격집합이 나오게 된다. 또

한 식 (4)의 저지집합과 다른 식 (7)의 저지집합이 계산

되어 핵심구역 선정이 매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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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아래 예는 (규칙 4)를 위반하는 경우이다. 격실 사이

의 화재나 침수의 전파가 확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이들은 사보타주 고장수목에 포함될 수 없다. Table 

1의 화재나 침수의 격실 사이의 전파까지 포함하여 격

실과 기기고장 사이의 매핑을 모으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Room to component failure (or initiating event) 
mapping including fire/flooding propagation

Room　 Initiating event Component failure

R1 (a) I1, I3 A, B, D

R2 (b) I3 B, C, D, E

R3 I2 C, E

(a) Fire propagation from R1 to R2 in Table 1 is included.
(b) Flooding propagation from R2 to R3 in Table 1 is included.

초기사건과 기기고장으로 이루어진 식 (1)에 노심손

상 고장수목에 Table 4의 매핑을 대입하면 식 (8)의 사

보타주 고장수목을 얻게 된다. 식 (8)의 사보타주 고장

수목의 Boolean 식을 풀면 식 (3)과 (4)와 전혀 다른 식 

(9)와 (10)의 공격집합과 저지집합을 얻게 된다. 

  
 
 
 

 
 



(8)

   (9)

   (10)

결과적으로 (규칙 2)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보타주 

고장수목에서 random한 기기고장과 확률적인 화재나 

침수의 전파는 무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복하면, 

핵심구역파악은 본질적으로 몇 개의 방이 파괴되면 노

심손상이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공격집합 계산이기 때

문에 확률적인 공격집합을 허용할 수 없다. 

3. 핵심구역파악 규칙의 고장수목 적용

3.1 PSA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준비

Fig. 2는 단순화된 가상 원자력발전소이다. 원자력발

전소의 이상 상태이나 사고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계통들은 고압안전주입계통(High Pressure Injection 

System), 격납용기살수계통(Containment Spray System), 

보조급수계통(Auxiliary Feedwater System)이 있다. 고압

안전주입계통으로 1차측 냉각계통에 냉각수를 공급하

고, 격납용기살수계통으로 원자로와 격납건물 내부를 

냉각시키며, 주급수계통 상실시 보조급수계통으로 2차

측 냉각계통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Fig. 3은 가상원전의 급수상실(Loss of Feedwater, LOFW) 

초기사건 발생에 대한 사건수목이다. 급수상실 초기사건

(%LOFW)은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주급수 공급이 상실

된 사건이다. 이 사건수목의 표제(Heading)은 다음과 같다. 

(1) %LOFW - 급수상실 초기사건 발생을 의미한다.

(2) RT - 원자로 정지(Reactor Trip)를 의미하며, 급수

상실 초기사건이 일어나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3) AFW - 보조급수(Auxiliary Feedwater)의 공급을 

의미하며, 원자로 정지 이후 이차측을 이용한 일

차측 잔열 제거를 위해서 보조급수계통(Auxiliary 

Feedwater System, AFWS)을 사용하여 증기발생

기에 복수저장탱크(Condensate Storage Tank, CST)

의 이차측 냉각수를 공급한다.

(4) MSSV - 주증기안전밸브(Main Steam Safety Valve)

를 통한 이차측 증기방출을 의미하며, 이차측을 이

용한 일차측 잔열 제거를 위해서, 보조급수계통 가

동과 동시에 증기발생기에서 생성되는 증기를 주

증기안전밸브(Main Steam Safety Valve, MSSV)를 

통해 방출한다.

(5) MSHR - 주증기열제거(Main Steam Heat Removal)를 

의미하며, 이차측을 이용한 지속적인 일차측의 잔

열제거를 위해 보조급수계통의 운전을 지속한다.

(6) SDS - 안전감압계통(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을 통한 냉각수 방출운전(Bleed Operation)을 의미하

며, 보조급수 공급이나 주증기안전밸브를 통한 증

기방출이 실패하여 이차측의 열제거가 불가능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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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노심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원이 일차측의 

안전감압계통을 통해 냉각수를 방출하여 노심 잔열

을 제거한다.

(7) HP - 고압안전주입(High Pressure Injection)을 통한 

주입운전(Feed Operation)을 의미하며, 냉각수 방출 

운전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급격히 감소

하여, 가압기 압력이 고압안전주입 작동 설정치보

다 낮아지면 고압안전주입계통이 자동으로 작동하

Fig. 2. Hypothetical nuclear power plant.

Fig. 3. Event tree for LO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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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핵연료재장전수저장탱크(Refueling Water Storage 

Tank, RWST)의 물을 원자로에 주입한다.

(8) CS - 격납건물살수(Containment Spray)의 성공여부

를 의미하며, (6)과 (7)의 방출과 주입운전(Bleed and 

Feed Operation) 동안에 격납건물살수계통(Containment 

Spray System)을 통해 원자로 상부에 냉각수를 살포

한다.

3.2 PSA 고장수목에 규칙 적용

Fig. 3의 사건수목을 고장수목으로 바꾸면 Fig. 4와 

같다. 2.1절의 (규칙 2)와 (규칙 3)을 아래와 같이 적용

하면 고장수목의 RT, MSSV, AFW-OP 기본사건은 

FALSE 처리된다. 

(1) 원자로 정지 실패(RT)는 Fail-Safe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정지 기능과 관련된 격실을 파

괴하면 제어봉이 자동적으로 낙하되는 Fail-safe 

방향으로 작동한다. 

(2) 사보타주 상황에서 주증기안전밸브 실패(MSSV)

는 Fail-safe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주증

기안전밸브가 있는 격실을 파괴하면 주증기안전

밸브가 파괴되어 증기를 배출시키는 Fail-safe 방

향으로 작동한다. 

(3) 사보타주 상황에서 확률적인 운전원조치 실패

(AFW-OP)는 무시한다.

(4) 사보타주 상황에서 확률적인 공통원인고장은 무

시한다. Fig. 4의 고장수목에서는 존재하지 않지

만 공통원인고장이 있으면 FALSE 처리한다.

3.3 사보타주 고장수목 생성

Fig. 4의 고장수목에 Table 5의 격실과 기본사건 매핑

을 이용하여 Fig. 5의 사보타주 고장수목을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Fig. 4의 기본사건 CSA-MOV1, CSA-CV1, 

CSA-PUMP, CSA-CV2, 그리고 CSA-MOV2를 격실 

R-CSA-HW로 교체한다. 

여러 개의 격실파손의 OR 조합으로 유발되는 초기

사건이면, 문제의 복잡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보

타주 고장수목에 이 초기사건을 격실파손 조합으로 교

체하지 않는다. 식 (11)과 같이 초기사건 %LOFW는 다

양한 격실파손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식 (12)와 같이 

%LOFW를 방지하려면 관련된 모든 격실을 지켜야 하

는 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의 복잡도 증가를 방

지하기 위해 %LOFW는 식 (11)의 격실파손 조합으로 

교체하지 않고 공격집합이나 저지집합까지 살려두고 

마지막 핵심구역 선정 단계에서 %LOFW를 가진 저지

RT = MSSV = AFW-OP = FALSE
CSA-HW = CSA-MOV1 + CSA-CV1 + CSA-PUMP + CSA-CV2 + CSA-MOV2
CSB-HW = CSB-MOV1 + CSB-CV1 + CSB-PUMP + CSB-CV2 + CSB-MOV2
HPA-HW = HPA-MOV1 + HPA-CV1 + HPA-PUMP + HPA-CV2 + HPA-MOV2
HPB-HW = HPB-MOV1 + HPB-CV1 + HPB-PUMP + HPB-CV2 + HPB-MOV2
AFA-HW = AFA-MOV1 + AFA-CV1 + AFA-PUMP + AFA-CV2 + AFA-MOV2
AFB-HW = AFB-MOV1 + AFB-CV1 + AFB-PUMP + AFB-CV2

Fig. 4. Fault tree for LO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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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s Component failures or initiating event

Complex rooms %LOFW(a)

R-CSA-HW CSA-MOV1, CSA-CV1, CSA-PUMP, CSA-CV2, CSA-MOV2

R-CSB-HW CSB-MOV1, CSB-CV1, CSB-PUMP, CSB-CV2, CSB-MOV2

R-HPA-HW HPA-MOV1, HPA-CV1, HPA-PUMP, HPA-CV2, HPA-MOV2

R-HPB-HW HPB-MOV1, HPB-CV1, HPB-PUMP, HPB-CV2, HPB-MOV2

R-AFA-HW AFA-MOV1, AFA-CV1, AFA-PUMP, AFA-CV2, AFA-MOV2

R-AFB-HW AFB-MOV1, AFB-CV1, AFB-PUMP, AFB-CV2 

R-CST CST 

R-DGA DGA 

R-DGB DGB 

R-RWST RWST 

R-CONT SDS 

(a) See Eqs. (11) and (12).

Table 5. Room to component failure (or initiating event) mapping for LOFW

RT = MSSV = AFW-OP = FALSE

Fig. 5.a Sabotage fault tree for LOFW.

Fig. 5.b Sabotage fault tree for A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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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을 핵심구역 후보에서 제외한다. 

 (11)

 (12)

3.4 공격집합과 저지집합 계산

기기고장을 격실파손으로 교체한 Fig. 5의 사보타주 

고장수목으로 공격집합과 저지집합을 계산하면 Table 6 

그리고 7과 같다. 저지집합들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방호

할 수 있는 {R-CST, R-AFB-HW}를 핵심구역으로 선정하

여 방호하면 사보타주로부터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초기사건 %LOFW는 여러 개의 격실파손의 OR 조합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관련된 모든 방들을 지켜

야 하는 비용 때문에 핵심구역 후보에서 제외된다.

4. 핵심구역파악 규칙의 사건수목 적용

4.1 PSA 사건수목에 규칙 적용

2.1절의 핵심구역파악 기본 규칙을 사건수목에 적용

하면 사건수목을 획기적으로 단순화 할 수 있다. 이 단

순화된 사건수목에서 사보타주 고장수목을 만들면 훨

씬 작은 크기의 사보타주 고장수목을 얻을 수 있다. 

Fig. 3의 사건수목에 2.1절의 (규칙 2)와 (규칙 3)을 아

Fig. 5.c Sabotage fault tree for CS.

Fig. 5.d Sabotage fault tree for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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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Fail-safe 특성의 원자로 정지 실패(RT)를 갖는 사

고경위 14는 제거할 수 있다.

(2) Fail-safe 특성의 주증기안전밸브 실패(MSSV)를 

갖는 사고경위 7~9는 제거할 수 있다.

(3) 사보타주시 확률적인 운전원조치 실패는 무시한다

(AFW-OP는 FALSE 처리). 사보타주 상황에서 Fig. 

4의 MSHR 고장수목에 존재하는 확률적인 인간오

류 AFW-OP를 제거하면, MSHR은 AFW와 동일한 

고장수목이기 때문에, MSHR를 AFW로 취급할 수 

있다. 이 이유로 (/AFW * MSHR = /AFW * AFW 

= FALSE)를 갖는 사고경위 3~5는 제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Fig. 3의 사고경위 11~13만이 사보타주 상

황에서 노심손상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이에 따라, Fig. 

3의 사건수목은 Fig. 6의 사건수목으로 단순화된다. 

4.2 사보타주 고장수목 생성

다음 순서로, 사건수목의 표제로 Boolean 식을 풀어 

공격집합과 저지집합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13)

  (14)

식 (14)와 같이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세 개의 

저지지합 /%LOFW, /AFW, /SDS/HP/CS이 계산된다. 식 

(11)과 (12)를 보면 %LOFW는 많은 격실 중에 하나의 

격실이라도 파손되면 초기사건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

러 격실들을 동시에 지켜야 %LOFW를 저지할 수 있

다. 따라서 식(14)에서 사보타주로부터 노심손상을 경

제적으로 방지하려면 AFW 계통만을 지키면 노심손상

이 방지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AFW 고장수목을 

1 %LOFW R-CST R-CONT

2 %LOFW R-CST R-RWST

3 %LOFW R-AFB-HW R-AFA-HW R-CONT

4 %LOFW R-AFB-HW R-AFA-HW R-RWST

5 %LOFW R-AFB-HW R-DGA R-CONT

6 %LOFW R-AFB-HW R-DGA R-RWST

7 %LOFW R-CSB-HW R-AFB-HW R-DGA

8 %LOFW R-CSB-HW R-CSA-HW R-CST

9 %LOFW R-CSB-HW R-CST R-DGA

10 %LOFW R-DGB R-AFB-HW R-DGA

11 %LOFW R-DGB R-CSA-HW R-CST

12 %LOFW R-DGB R-CST R-DGA

13 %LOFW R-HPA-HW R-DGB R-CST

14 %LOFW R-HPB-HW R-AFB-HW R-DGA

15 %LOFW R-HPB-HW R-CST R-DGA

16 %LOFW R-HPB-HW R-HPA-HW R-CST

17 %LOFW R-CSB-HW R-CSA-HW R-AFB-HW R-AFA-HW

18 %LOFW R-DGB R-CSA-HW R-AFB-HW R-AFA-HW

19 %LOFW R-HPA-HW R-DGB R-AFB-HW R-AFA-HW

20 %LOFW R-HPB-HW R-HPA-HW R-AFB-HW R-AFA-HW

Table 7. Prevention sets

1 %LOFW(a)

2 R-CST R-AFB-HW

3 R-CST R-DGA R-AFA-HW

4 R-DGA R-RWST R-CONT R-HPA-HW R-CSA-HW

5 R-DGB R-RWST R-CONT R-HPB-HW R-CSB-HW

6 R-DGA R-DGB R-RWST R-CONT R-CSB-HW R-HPA-HW

7 R-DGA R-DGB R-RWST R-CONT R-HPB-HW R-CSA-HW

(a) See Eqs. (11) and (12).

Table 6. Target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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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여 사보타주 고장수목을 만들게 된다. Fig. 7의 

AFW 고장수목의 기본사건들을 Table 8의 매핑된 격실

들로 교체하면 Fig. 8의 사보타주 고장수목이 생성된다. 

AFA-HW = AFA-MOV1 + AFA-CV1 + AFA-PUMP + AFA-CV2 + AFA-MOV2
AFB-HW = AFB-MOV1 + AFB-CV1 + AFB-PUMP + AFB-CV2

Fig. 7. Fault tree for AFW.

Table 8. Room to component failure mapping for AFW

Rooms Component failures

R-AFA-HW AFA-MOV1, AFA-CV1, AFA-PUMP, AFA-CV2, AFA-MOV2

R-AFB-HW AFB-MOV1, AFB-CV1, AFB-PUMP, AFB-CV2 

R-CST CST 

R-DGA DGA 

4.3 공격집합과 저지집합 계산

Fig. 8의 사보타주 고장수목을 계산하면 Table 9와 10

의 공격집합과 저지집합이 계산된다. 저지집합들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물리적방호가 가능한 {R-CST, R-AFB- 

HW}를 보호하면 사보타주로부터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핵심구역들은 3장에서 선정된 

핵심구역들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3장의 Fig. 5의 사

보타주 고장수목보다 훨씬 적은 크기의 Fig. 8의 사보타

주 고장수목을 사용하여도 동일한 핵심구역이 얻어짐

을 알 수 있다. 

Fig. 6. Sabotage event tree for LOFW.

Fig. 8. Sabotage fault tree for A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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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arget sets

1 R-CST
2 R-AFB-HW R-AFA-HW
3 R-AFB-HW R-DGA

Table 10. Prevention sets

1 (a) R-CST R-AFB-HW 　

2 (b) R-CST R-DGA R-AFA-HW

(a) Identical prevention set is in Table 7.
(b) Identical prevention set is in Table 7.

5. 결 론

IAEA와 미국과 한국 등의 원자력발전 주도국의 규

제기관들은 원자력시설의 핵심구역파악과 선정된 핵

심구역에 대한 집중된 물리적방호계통의 설계 및 운영

을 강제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빠른 핵심구역파악을 

위해 본 논문에서 일관성 있는 핵심구역파악 규칙을 

제시하였고, 개발된 핵심구역파악 규칙을 PSA 고장수

목과 사건수목에 적용하여 같은 핵심구역이 선정됨을 

보여주었고, 개발된 핵심구역파악 규칙을 PSA 사건수

목에 적용하면 사보타주 고장수목의 크기를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일관성 있는 핵심구역파악 규칙과 

그 적용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시설의 핵심구역

파악 문제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선정된 핵심

구역의 물리적방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어 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다수의 복잡한 격실

을 가진 시설의 핵심구역을 파악하고 방호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우수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핵심구역파악과 

화공, 철도, 항만 등 안전시설(Safety-critical systems)의 물

리적방호설계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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