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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 시설에서 핵물질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불법적인 절취 혹은 사보

타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물리적 방호 시스템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물리적 방호는 핵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고

정시설 및 핵물질 수송의 방호를 모두 포함하며, 고정 시설의 방호시스템은 

내-외곽 침입감지 시스템, 경보평가, 통신, 및 표시 계통, 출입관리계통, 접근

지연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는 정확한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목적을 결정하고, 예비설계를 수행하여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재설계를 통한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평가를 위해서는 검증활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

가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

정의 일환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다. 이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위해 

방호시스템의 평가에 필요한 입력요소인 침입세력과 성능척도를 분석하

고 기존 유효성평가 도구에 대한 검토분석을 수행하 다. 또한 물리

적 방호 시스템의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기능요건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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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clear material and safety equipment of nuclear facilities are required to  

be protected against any kind of theft or sabotage. Physical protection is 

one of the measures to prevent such illegally potential threats for public 

security. It should cover all the cases of use,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 A physical protection system of a facility consists of 

exterior intrusion sensors, interior intrusion sensors, an alarm assessment 

and communication system, entry control systems, access delay equipment, 

etc. The design of an effective physical protection system requires a 

comprehensive approach in which the designers define the objective of the 

system, establish an initial design, and evaluate the proposed design. The 

evaluation results are us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initial design 

should be modified and improved.

Some modelling techniques are commonly used to analys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 physical protection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has developed a prototype of software as a part 

of a full computer model for effectiveness evaluation for physical protection 

systems. The input data elements for the prototype include the type of 

adversary, tactics, protection equipment, and the attributes of each 

protection component. This report contains the functional and structural 

requirements defined in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comput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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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란 

「핵물질의 탈취 등에 의한 불법적 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운 에 대

한 방해, 파괴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불법적 이전 또는 방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총체적인 대응조치

를 강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

러한 목적으로 구축된 시설, 장비, 혹은 조치로 구성되는 통합적인 시스

템 혹은 체제를 물리적 방호시스템이라 한다[1].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1977년 INFCIRC/255/Rev.1 

[2]를 채택하고 물리적 방호에 대한 권고사항을 공표 각국에 송부한 이

래 계속적으로 이 문서를 확대 개정하여 현재 Rev.4(1999)까지 발간되

었다[3]. 이 권고안은 회원 국가가 최선의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구축하

고, 사보타지 또는 절취에 의한 핵물질의 평화적 목적 외의 전용을 막

고 아울러 방사능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보와 기술적 지원을 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3].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 방

호시스템의 목표를 결정하고, 최초 설계를 수행하여, 이 초안 설계에 대

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는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수행하여 최

초 목표를 충족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한다[4].

이 보고서는 국내외 참고자료[3-8]를 분석하여 최적의 물리적 방호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술적인 지침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물리적 방호

시스템의 기본 개념, 설계절차, 물리적 시스템의 유효성 평가 소프트웨

어, 등에 대하여 기술하 다. 2장 물리적 방호의 기본요건에서는 시설에

서의 기본 방호개념과 핵물질 운반중인 경우의 방호개념을 기술하고, 3

장에서는 원자력 시설의 방호설비 설계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그를 구

성하는 기기들에 대하여 기본 설계 지침과 현황을 설명하 다. 4장에서

는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한 유효성 평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술하고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개발중인 물리적 방호 유효성 평

가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기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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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핵물질 방호의 기본[1-4]

1. 물리적 방호의 기본 개념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의 목적을 간단하게 표현

하면 「핵물질의 탈취 등에 의한 불법적 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운

에 대한 방해, 파괴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불법적 이전 또는 방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총체적인 대

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핵물질 방호는 기본적으로 핵물질

을 물리적인 보호시설을 사용하여 방호함으로써 핵물질을 불법적인 이

전이나 원자력 시설 운 에 대한 방해, 파괴 등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

로부터 시설과 핵물질을 지키는 행위이다.

만일 어느 일정량 이상의 Pu,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233이 비

합법적 활동을 통하여 테러리스트 그룹 등에 유출되는 경우, 이들이 핵

폭발 장치 제조에 관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핵

폭발 장치의 원료로서 전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핵폭발 장치에 전용

되지 않는다 해도 그 핵물질이 협박, 공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사회에 대하여 큰 불안

과 공포를 조성하게 됨은 물론 그 여파는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자력 시설과 핵물질에 대하여 방해, 파괴

행위 (사보타지) 가 가하여지면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환경에 유출되는 

사태를 야기 시켜 공공의 불안에 중대한 향을 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방호체제를 갖추어 이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

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호시설, 즉 하드웨어(Hardware)와 이 시설을 운 하는 방호

조직체제와 방호구역의 출입통제 등의 제도적인 소프트웨어(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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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물질 방

호상의 불법사건이 발생할 때는 사업소의 경비조직만의  대응으로는 부

족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치안당국 등에 외부 지

원을 요청하는 통신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는 불

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자력 사업자의 협력을 얻어 정부의 치안당

국 및 규제당국의 유기적인 연대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진압, 불법적

으로 이전된 핵물질의 소재파악 및 신속한 회수,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

되어 핵물질 방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체제를 확보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2. 핵물질의 분류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핵물질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방호

의 대상이 되지만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의 주요 목적은 불법적인 

핵물질의 유출에 의한 핵폭발장치의 제조를 막는데 있다. 핵물질에 대

한 방호조치는 일반적으로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최소한의 경비

로 필요한 방호조치를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핵폭발 장치에의 전용 

가능성 정도에 따라 IAEA에서는 핵물질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의 국내법에서도 동일한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 

분류는 표1과 같다. 등급III에도 속하지 않는 소량의 분량, 천연 우라늄, 

열화(감손) 우라늄(depleted uranium) 및 토륨원료는 신중한 관리절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여기서 미조사(未照射 : non-irradiated)되었다함은 원자로에서 전혀 

조사가 되지 아니하 거나 원자로에서 조사되었다하더라도 조사된 물질

의 표면 1 m 거리에서 차폐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량율이 시간당 1 

그레이(Gray: 1 Gy/hr = 100 rad/hr)이하인 것을 말하며, 플루토늄은 

플루토늄 238의 농도가 80%를 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플루토늄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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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물리적 방호 대상 특정 핵물질[과학기술처고시 제96-27호, 별표1]

물  질 형  태
등   급

비   고
1종 2종 3종

1. 미조사 

플루토늄

플루토늄238의농축도가 

80%미만인 플루토늄
2kg 이상

 500g 이상

 2kg 미만

 15g 이상 

500g 미만

* 1미터 거리에서 

차폐 없이 1 

Gy/hr 미만의 

방사선 준위를 

가진 특정 

핵물질은 미조사 

특정핵물질에 

포함된다.

* 1종 및 2종으로 

분류되었던 

미조사 

특정핵물질이 

1미터 거리에서 

차폐없이 1 Gy/hr 

이상의 방사선 

준위를 가지는 

경우 1등급이 

감해진다.

2. 미조사 

우라늄235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20% 이상인 우라늄
5kg 이상

1kg 이상 

5kg 미만

 15g 이상 

1kg 미만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10% 이상이고 20% 

미만인 우라늄

10kg 이상
1kg 이상 

10kg 미만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천연우라늄보다 높고 

10% 미만인 우라늄

10kg 이상

3. 미조사 

우라늄 

233

 2kg 

이상

 500g 이상 

2kg 미만

15g 이상 

500g 미만

4. 조사  

핵연료 

(Irradiated 

Fuel)

감손우라늄, 

천연우라눔, 

토륨, 저농축 

핵연료(10% 

미만의 

저농축도)

3. 사용 및 저장중인 핵물질 방호의 기본 원칙

  가. 개요

  물리적 방호체계의 범위에는 방호시설(하드웨어)과 운 체제(경비

와 경비임무수행 포함)를 포함한다.  방호체계는 지리학적 위치와 국가

의 위험평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특정 핵물질의 사용, 저장은 

사보타지나 불법인출에 대비하여 완벽한 방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 핵물질 방호의 요소

  방호체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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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호구역 설정

- 국가 핵물질 방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은 일정지역을 방호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 방호지역은 시설이나 공장의 지역으로서 공중에게 방사선 피

폭을 동반한 사보타지를 일으키기 쉬운 지역이다.

- 방호지역의 제정은 시설의 안전장치나 공장의 위치와 사보타

지 위험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호지역의 접근은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 특정핵 물질의 방호를 위한 방호구역의 경계는 철근콘크리트

장벽 등 물리적으로 견고한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구역의 출입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설치한다.

- 방호구역주변에 방호구역의 방호를 보다 확실히 방호하기 위

한 구역(주변방호구역)을 설정하고. 이 주변방호구역에도 방

호에 필요한 방벽과 조명시설, 출입자 탐지용 센서 등 필요한 

방호 장비를 설치한다.

2) 감시

   방호구역 및 주변방호구역에 사람의 침입을 감시하는 장치의 유

무, 구역에 있는 특정 핵물질의 양 또는 취급 형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

으로 해당 방호 구역 및 해당 주변방호구역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출입통제

   방호구역 또는 주변방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통제한다.

 • 핵물질이나 시설에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사람에게 접근을 허용

한다.

     • 업무상 방호구역 또는 주변방호구역을 상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방호구역 또는 주변 방호구역에의 출입의 필요

성을 확인한 후 출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출입시에 증명서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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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록 한다.

     • 일시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주변방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자 (상

시출입자 제외)에 대하여는, 그의 신분 및 해당 방호구역 또는 

주변방호구역에의 출입 필요성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

여 출입시에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한다.

     • 일시출입자는 방호구역을 출입할 경우 해당 방호구역내의 상시 

출입자와 동행해야 하며, 동행 비율을 최소로 해야 한다. 상시 

출입자는 특정 핵물질의 방호에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한다.

     • 방호구역에 업무용 차량 이외의 차량은 출입할 수 없다. 단, 방

호구역에 특별히 출입이 필요한 차량은 핵물질의 방호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하다

     • 주변방호구역에는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출입구

   방호구역 및 주변방호구역내의 출입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핵물질의 등급이나 수량, 방호조치 정도에 따

라서는 일부 항목은 생략하기도 한다.

     • 핵물질의 취급에 대한 방해행위나, 핵물질이 저장, 사용되는 시

설, 또는 핵물질의 방호에 필요한 설비 및 장치에 대한 파괴행

위에 사용될 수 있는 용품 소지와 반입(필요성이 인정되는 경

우 제외), 및 핵물질의 불법반출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점검한

다.

     • 물품을 방호구역 내에 반입하거나 또는 방호구역 내에서 반출

하려는 경우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에서 핵물질의 양 및 취급 

형태에 따라 금속 탐지장치 및 핵물질 탐지장치, 폭약 탐지장

치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 감시인은 출입구를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단, 출입구에 잠금장

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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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핵물질 감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핵물질을 항시 감시해야 한다.

     • 시설의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한다. 

     • 해당시설에 출입이 허가된 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금지한다.

     • 감시인은 시설에 사람의 침입을 감시하는 장치의 유무, 시설의 

특정핵물질의 양 및 취급형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시

설의 주변을 순시한다.

    6) 보고

     • 핵물질 취급과 관계되는 핵물질, 설비, 또는 장치에 이상이 발

견되는 즉시 지정된 자에게 보고되도록 보고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 핵물질을 다른 핵물질 취급자에게 인수/인계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핵물질의 확인하고 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7) 감시, 경보장치 

     • 감시장치는 사람의 침입을 확실히 탐지하여 이를 신속히 나타

내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 핵물질의 방호상 필요한 감시장치에 대하여는 비상용 전원 설

비 및 조명 설비의 설치 등 감시기능을 항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시장치를 구성하는 장치 중에서 사람의 침입을 알리는 기기

는 방호구역 내나 주변방호구역 내 또는 주변방호구역 근처에

서 감시인이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경보 장치는 경보 발생과 수신 장치간에 이중 전원 및 이

중 전달 장치가 되어야 한다.

    8)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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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구역, 주변방호구역 또는 시설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하는 경

우 다음 조치를 취한다.

     • 열쇠나 자물쇠는 임의로 복제나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

     • 열쇠나 자물쇠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을 때는 속히 교체하

거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

     • 열쇠 및 자물쇠를 주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열쇠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자 이외의 자가 취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단, 일시적으로 

취급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미리 그 필요성을 확인하여 허가

할 수 있다.

    9) 점검 및 보수

   특정 핵물질의 방호를 위해 필요한 설비나 장치에 대하여는 정

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하여 그 기능이 항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다.

10) 연락체계

     • 감시를 하고 있는 감시인과 감시인의 중앙통제소 간의 연락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방호구역 내 및 주변방호구역 내에 연락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

여 감시인의 중앙통제소의 연락을 신속하고도 확실히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 감시인의 근무소로부터 관계기관에 대한 연락은 2개 이상의 연

락수단으로 신속하고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1) 정보관리 

    핵물질의 방호에 필요한 상세한 조치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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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외에는 정보유통을 금지한다.

12) 대응체제 확립

      핵물질의 절취, 핵물질 취급에 대한 방해행위, 또는 핵물질이 

있는 시설 및 핵물질의 방호에 필요한 설비 및 장치에 대한 파괴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과 대응인력을 

마련해야 하며, 대응계획에 의하여 훈련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항시 대

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3) 교육

      방호종사자는 핵물질의 방호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4. 운반중인 핵물질 방호를 위한 기준

가. 개요

  핵물질의 운반작업은 사보타지나 불법인출에 대비하여 완벽한 방

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도난 또는 유실된 핵물질

의 회수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방호계획 수립에 고려할 사항

     방호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 사항

     • 핵물질의 운반 시간을 최소로 한다.

     • 운반 횟수를 최소로 한다.

     • 운반 중 임시 저장중인 핵물질에 대한 방호계획도 수립한다.

  • 규칙적인 일정의 운반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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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물질 운반에 관계되는 자의 신분을 사전에 확인한다.

  • 운송에 관한 정보 공개는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한다.

2) 비 유지에 관한 사항

  • 운반 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 로 하여야 한다.

  • 핵물질의 운반기구에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방사선 방호 규정과 상치된다

  • 핵물질의 선적과 운반 경로에 관한 사항은 비 로 한다.

     • 통보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운반경로 및 방법을 암호화하여

야 한다.

  • 정보를 전달시 비  유지를 하여야 한다.

3) 운반방법 및 운반 경로의 선택

     • 운반 경로의 선택은 특별히 통행의 안전,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혼란지역을 피한 운반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 모든 운반은 운반횟수 및 운반소요시간을 최소로 해야한다.

  • 방호에 관계되는 모든 협조 사항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국외 운반에는 핵물질 선적자 및 인수자는 선적 이전에 인수국

과 경유국의 방호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국가간 운반의 의무에 대한 선행 약속

   특정 핵물질을 국외로 운반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인수 국가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 인수지점 및 방호책임이 인수 국가로 넘어가는 지점

  • 안전을 위한 통신유지

  • 방호조치와 수행책임 및 운반 중 분실 사고 시 회수조치에 관

한 책임

     • 인수국 이외의 타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질 경우 경유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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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나 및 분실시 책임 및 경유국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비상 대응 체계

     • 운반방호 종사자는 핵물질 운반의 방호에 필요한 훈련을 정기

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 핵물질 수송에 적용되는 방호기술 기준

   등급분류 1에 해당하는 핵물질의 수송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등급분류 2와 등급분류 3인 경우에도 기본적은 내

용은 같으나, 중요도가 낮아지고, 수량이 작아짐에 따라 일부조항은 완

화시켜 적용한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급 1에 해당하는 내

용을 수록한다.

1) 잠금장치

     • 핵물질이 포함된 화물은 격리되고 잠금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나  

운반 콘테이너로 운반해야 한다. 중량이 2,000kg을 초과하고 

잠금장치가 부착된 화물의 운반은 무개(無蓋) 화물차량을 사용

할 수 있다.

     • 핵물질은 운반시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이나 콘테이너에 견고하

게 부착해야 한다.

     • 열쇠나 자물쇠는 구조변경, 복제 등을 하기 어렵게 제작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열쇠를 관리하

는 자를 지정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자 이외의 자가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 화물, 운반기구, 운반 콘테이너의 견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

발 전에 잠금장치 및 봉인의 점검을 실시한다.

2) 적재 차량 및 선박의 검색

 핵물질을 적재/선적하기 전에 사보타지 장치의 은닉이나 사보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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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차량 또는 선박은 검색을 실시한다.

    

3) 문서

  • 운반책임자는 핵 물질 운반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휴대한다.

     • 이 문서에는 운반경로, 허가된 정박장소, 도착지에서의 양도절

차, 운반자의 신분확인, 평상시 및 사고시의 절차 등을 기재한

다.

    

4) 운반 후 점검

     • 인수자는 핵물질 도착 즉시 포장, 시건, 봉인 등의 안전성을 점

검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 인수자는 화물의 도착을 즉시 선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도착

지에 예정도착시간이 일정시간이 경과하여도 미도착시에는 신

속히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핵물질 운반책임자는 선적자나 인수자, 또는 선적자나 인수자

의 대리인에게 야간 정박지, 선적 양도 지점, 목적지에 도착했

을 때마다 전화나 무선으로 통보한다.

5) 연락

   핵물질의 국내의 운반시에는 차량과 인도자나 인수자, 인도자/인

수자의 대리인간에 항상 전화 및 계속적인 무선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

신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6) 비상시 행동

     • 비상시 적절한 규모의 훈련된 비상대책인원을 소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비상대책반은 특정핵물질의 불법 인출 및 사보타지가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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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를 방지하거나 사고 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

유, 유지하여야 한다.

  

7) 호송과 경비

   핵물질의 운반기기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2인 이상의 경호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가) 육로운반

- 핵물질 운반차량은 핵물질 이외의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된

다.

- 육로 운반차량은 기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특수설계와 필

요시 차량을 기동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핵물질 적재차량에는 경호인이 탑승해야 한다.

- 핵물질 적재차량은 경호인이 탑승한 호송차량을 전.후에 동

반해야 한다.

- 운반시 경호인은 감시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화물차량, 화

물용기나 격리실, 잠금/봉인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경호인은 매 정지시 마다 잠금과 봉인을 점검하고, 휴식동안

에도 계속 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 만약 24시간 이상 운반시에는 사전에 지정된 숙박지에서의 

철야 방호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철야시 적재차량은 기동 불

능하게 하거나 시건과 경비된 건물이나 구역에 주차시켜야 

한다. 

- 적재차량과 호송차량간에, 차량과 선적자, 인수자, 또는 선적

자/인수자의 대리인간에 이중 송.수신 통신장치를 준비하여

야 한다. 

- 사전에 우회로를 계획하여 필요시 즉시 운반로의 변경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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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도운반

       - 철도운반은 화물열차이거나 객차에 연결된 독점화차로 해야 

한다. 또한 동일 편성된 열차에 화약류, 석유류, 화공약품 등

의 대규모 폭발이 가능한 화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경호인이 동승해야 하며 화물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 

감시하고 정지장소에서 봉인과 잠금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 경호인은 2중 무전으로 연락하거나 예정된 정지장소에서 전화

로 연락은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선박운반

       - 운반시 경호인이 동승하여야 한다.

       - 운반은 시건/ 봉된 완전한 격실이나 용기에 보관한다.  운반 

중 잠금장치와 봉인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운송선박 내에 화약류, 석유류, 화공약품 등의 대규모 폭발이 

가능한 화물이 있지 말아야 한다.

     

  라) 항공운반

       - 운반은 지정된 화물전세기나 정기화물 수송기를 사용하며 경

호인이 동승하여야 한다.

5. 원자력 시설의 방호

모든 원자력 시설은 그 안에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물

리적 방호 대상이지만, 실제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완벽한 방호를 하

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완벽한 방

호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설의 방호는 일반적인 방호 대상 시설과 

핵심적인 방호를 필요로 하는 핵심 방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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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 설비 및 방호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방호대상을 선

정하는 방법은 다음 제3장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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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물리적 방호시스템[4-8] 

  

1. 물리적 방호계통 설계절차 분석

이 장에서는 물리적 방호계통 설계 및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

후 물리적 방호계통 설계기술개발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논의되어온 물리적 방호체제와 계통설계 분석절차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 다. 

가.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개요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탐지, 침투지연, 대응 등의 모든 

방호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련의 방호 

기능이 달성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침투한 적이 그의 목적을 이루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잘 설계된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방호의 깊이, 

방호요소들의 작동 실패를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방호업무를 수행한다.

하나의 시스템은 부품과 요소들을 모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개적이거나 또는 

은 하게 허가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1)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기능

  원자력 시설에 대한 핵물질 절취와 사보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단념시키거나, 행위를 적발하여 격

퇴시켜 방지할 수 있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설치하여 불법행위자의 침투기도를 단념케 

하는 것은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목표로 하는 시설이 침투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침투 목표로서의 매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 

단념에 관한 사항은 정량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을 격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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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실제적인 목적이 된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일차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탐지

     - 침입 탐지

     - 경보 전달

     - 경보 평가

  • 지연 : 침투자의 행위를 지연시킴

  • 대응

    - 중단 : 상황전달

           : 방호병력 전개

    - 무력화 : 침투자를 무력화

  가) 탐지 

     탐지는 침투자의 행동을 발견하는 것이다. 침투자의 행동은 공

개적이거나 은 한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 침투자의 행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탐지기의 대응과 경보 전달

    • 탐지기로부터의 경보와 이에 대한 보조 시스템의 평가정보 

보고 및 표시

       • 사람이 정보를 평가하여 유효 또는 무효의 판단, 만일 판단

결과 잘못된 경보라면 무시하고, 올바른 경보라면 대응조치를 

한다.

  물리적 방호의 탐지기능은 출입 통제를 포함한다. 출입통제란, 허

가를 받은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과 물질의 

출입을 탐지하는 것이다. 출입관리 효율은 잘못된 통과 허용율과 잘못

된 통과 거부율로 측정된다.

  나) 지연



- 26 -

     지연은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두 번째 기능이다. 이것은 침투자

의 행동을 늦추게 하는 것이다. 지연효과는 장애물, 잠금장치, 활성화된 

지연장치를 이용하여 달성된다. 방어병력들은 지연요소들을 감안하여 

방호된 고정위치를 활용하여 방어할 수 있다. 지연효과는 침투자가 탐

지된 후 각 지연요소들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측정된다. 비록 

침투가 탐지되기 전에 지연된다 하여도, 그것은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지연효과로서는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연은 침투에 대한 대

응에 필요한 시간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대응

    대응은 침투에 대항하는 방어력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이루어진

다. 대응효과는 침투행위를 전달받은 시간과 침투한 적의 행위를 무력

화시키는 시간의 차이로 측정된다.

대응은 저지와 무력화로 구성된다. 저지는 대응병력이 지정된 장소

에 도착할 때까지 침입자들의 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응에는 

침입자들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응병력에게 전달하고 대응 병

력을 전개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대응정보 전달효율은 정보 전달의 정

확성과 정보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정된다.

 전개란, 대응병력이 침입정보를 전달받고, 침투를 무력화시키기 위

한 위치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개 능력은 대응 병력의 전개가 

침입자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치까지 전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으로 측

정된다.

 무력화란 침입자가 침입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침입자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탐지, 지연, 대응의 기능을 갖

고 있어야 하고, 이들 기능이 침입자가 그들의 임무를 달성하기 이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앞에 수록한 그림 3-1은 침입자가 그들의 임무를 수

행하는 시간과 물리적 방호시스템이 기능을 수행하는 시간 사이의 관계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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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PPS

PPS

T0 TA TI TC

PPS

T0 TA TI TC

그림 3-1. 시간개념으로 본 물리적 방호의 기능

여기서 침입자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침입자

의 목표달성시간(Adversary Task Time)이라 하고, 이는 물리적 방호시

스템의 지연 능력과 관계된다. 침입자는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한 행동

을 그림3-1에서 T0로 표시된 최초의 경보발령 시간과 동시 또는 그 이

전에 시작한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최초의 경보발령 이전의 침

입자의 지연은 감지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경보 

발령이후 경보가 보고 되면서 유효성이 평가된다. 경보가 유효한 것으

로 평가된 시간이 TA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경보는 대응병력에게 전

달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부터 대응병력은 적당한 수의 인원

과 기구를 가지고 침입자의 행동을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는 활동에 들

어간다. 대응병력이 침입자의 행동을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Ti 이고, 침입자의 임무가 완전히 이행되는 시점이 Tc 

이다. 명백하게 물리적 방호시스템이 그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Ti

가 Tc보다 앞선 시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감지(최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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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가능한대로 빠른 것이 좋으며, TA와 Ti도 시간축에서 가능하면 

왼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2)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특성 요건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비 및 계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가) 심층방호(Protection-in-depth)

    심층방호(Protection-in-depth)의 의미는 침입자가 그의 침투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의 방호설비를 돌파하여

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침입자가 원자로 조종실에 침입하기 위해서

는 3개의 독립된 방호설비를 통과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이들 각각의 방

호설비의 방호 효과는 서로 차이가 나고 통과시간도 다를 수 있지만, 

침투자가 각 설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3개의 독립된 통과방법이 요구

되므로 침투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방호 설비가 침투자에게 

  • 방호시스템에 의한 침투의 불확정성 증가,

  • 방호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더욱 강한 준비의 필요, 

  • 침투나 임무달성의 실패에 대비한 추가적인 단계의 준비,

등의 어려움을 주게 된다.

  나) 고장 향 최소화(Minimum consequence of component 

failure)

   복합적인 시스템은 그 수명기간 중 부품 혹은 기기가 고장을 일

으킬 수 있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기기는 환경에 노출되거나 침투자

의 공격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시스템을 

수리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운 하기 위해 고장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

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품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시

스템을 계속 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 혹은 수립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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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장난 기기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예비 기기 혹은 인접 기기가 이

어 받아 작동하는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 

  다) 균형 잡힌 방호(Balanced protection)

   물리적 방호시스템에 방호의 균형을 적절히 적용하면 침투자가 

침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로를 채택하는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자로 조종실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이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 벽, 마루, 여러 가지 형태의 칸막이

  • 여러 가지 형태의 출입문

  • 냉ㆍ난방과 환기를 위한 통로와 창살

완전히 균형 잡힌 방호시스템에서는 위의 이러한 각종 장애물을 뚫

고 침투하는데 필요한 최소시간이 어떤 경로를 통하더라도 완전히 같게 

된다. 그렇지만 완전한 균형은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몇 

가지 요소 즉 벽과 같은 장애물은 물리적 방호요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미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요건이나 필요에 의하여 침투에 대한 저항

력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 해치 창살 등은 지연효과가 

벽보다는 떨어지지만 여전히 물리적 방호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맞출 수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설계에서 과잉방호를 제거하기는 어

려울 것이나, 방호시스템 설계의 목표는 모든 위협과 모든 침투 경로에 

대하여, 비용, 안전성 및 구조적 완전성 등을 고려한 방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나. 물리적 방호시스템 계통설계 절차

1) 개요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계통 설계를 위하여서는 물리적 방호 시스

템에 사용 가능한 자원과 설계목표를 고려하여 설계자가 평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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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종류의 평가가 없으면, 물리적 방호 시스템은 불필요한 방

호로 인한 자원의 낭비 또는 시설의 중요 지점에 대한 적절한 방호에 

실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종사자들의 휴게실을 핵연료 저장지역과 같

은 등급의 방호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낭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방호

가 이루어지지 않는 휴게실 물품 반입구 등을 통하여 침투가 가능하다

면, 주 출입구의 보안만을 최대로 강화하는 것은 이 또한 낭비가 될 수 

있다. 

2) 물리적 방호 시스템의 목적 결정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방

호시스템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정성화하기 위해서 

설계자는,

  • 시설 현황과 운전 상태를 이해하여야 하고,

  • 위협에 대한 정의를 해야하며,

  • 방호 시스템의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

시설의 현황과 운전에 대한 이해는 시설의 특성(부지 범위, 건물, 위

치, 건물 내부 특성, 접근 지점 등)을 묘사하는데 필요하다. 물리적 방

호를 위하여서는 시설 내 공정특성을  이해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시설

에 대한 위협이 정의되어야 하며, 침투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답이 마련되어야 한다.

  • 어떤 등급의 적을 고려할 것인가?

  • 적(침투자)이 구사하는 전술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적(침투자)의 능력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침투자를 3개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외부, 내부, 

외부와 내부의 연합, 그리고, 각각 종류의 적의 전술 역(허위, 강제, 기

만 또는 이들의 모든 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허위는 인증과 확인과

정을 속이고 위장하여 침입을 기도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는 보안시스

템을 힘에 의하여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고, 기만은 감지 시스템의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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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범위의 허점이나 사각지대를 이용, 탐지가 되지 않게 시설 내 침투

를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침투자의 중요한 능력은, 물리적 방호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침투 

동기의 강도, 공격의 숙련도, 공격 수행 속도, 휴대하는 공구와 무장 정

도 등이다. 따라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예상 침투자 모든 능력을 시

험하고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설계자와 분석

자는 일정 부분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정은 이미 알려진 인

간 행동에 대한 정보와,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약점에 대한 시험을 토대

로 마련된다. 이러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설계기준위협이다. 설

계기준위협의 결정은 공학적인 요소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시설의 방호 대상(Target)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의 원자력시설에서 핵물질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물리적 화학적 형태

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물질을 대상으로 한 절취나 사보타지를 하고자 

하는 매력의 정도는 이들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절취나 오용 등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

는데 유용하다. 경수로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핵물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 핵연료집합체

   • 고체폐기물

   • 액체폐기물

   • 기체폐기물

이러한 물질들은 절취나 사보타지 대상으로의 유효성이 서로 다르

다. 

원자로에서,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인자는 사보타지로 인하여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이다. 

핵심지역(Vital area: 이 지역은 원자로단지 내부의 기기나 핵물질 등이 

설치된 지역으로 파손, 조작실수 등이 발생할 경우 대중에게 방사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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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될 기기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나, 그들 중 상당부분은 어느 경우에나 핵심지역에 설치

된다. 예를 들어, 격납용기건물(증기발생기와 1차 냉각계통이 들어 있는 

건물)은 언제나 핵심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

계류와 장비들이 설치된 지역 역시 핵심지역으로 지정한다. 시설 및 장

비의 손상으로 인하여 미치는 향이 그 정도의 심각성이 감소함에 따

라 “acceptable risk point"에 도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손상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험을 이 보다 더욱 감소시키

고자 하는 추가적인 방호는 비용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시설 특성에서 얻어진 정보, 위협의 정의 및 방호 대상 설정이 이루

어지면,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계자는 시설과 저장핵물질의 특성에 맞는 

방호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설계방호시스템의 목적을 

“interrupt a well-equipped, criminal adversary before he can remove 

nuclear material from a vault" 라고 하는 식이다.

3)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설계

  다음 단계 절차는 어떻게 하여 fence, vault, sensor, procedure, 

통신기기 및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방호 인력 등의 요소를 최상으로 조

합하여 방호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계 

결과는 시설 본연의 운전, 안전, 및 경제적 제약 범위 안에서 기 설정된 

방호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일차적 기능은 적을 

감지하고, 적의 침투를 지연시키며, 보안요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침은 (1)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가능한 한 보호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침투를 감지하고, (2)접근의 지연은 목표 부근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3)탐지기능과 확인 및 평가 기능은 서로 가깝게 연결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감지된 내용을 확인 혹은 평가할 수 없다면 그 감지는 실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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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서 활용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설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극단적

으로 “평가가 없는 감지는 감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가

는 중요한 감지의 한 요소이다. 또 다른 고려 요소는 대응조치와 대응

병력 사이의 관계이다. 대응병력은 대응 시스템의 출동 요청 없이는 출

동할 수가 없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설계 실제적인 내용은 설계자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요소와 기기 및 그 부품들을 조합하여 어떤 외부로부터의 취약점

도 확실히 방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평가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계의 분석 및 평가는 설계된 방호시스템이 

만족해야 할 방호 목적에 대한 이해와 검토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단

순히 물리적 방호시스템에 요구되는 침입감시, 출입관리, 접근지연 및 

방호병력 운 , 등에 관한 항목을 점검하는 것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

러나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위의 각 항목이 종합적으로 사용될 때 그 항

목들이 적절한 수준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신뢰성 있는 방호체제가 

기대된다. 따라서 좀더 세 한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와 분석이 물리적 

방호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좋다.

운 중인 실제의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완벽하게 시험하는 것은 일

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방호된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의 특성이 모의 침투

자를 이용한, 경계선 침투, 핵물질 탈취 등의 방호력 평가를 위한 시험

을 직접 수행하기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직접 실제 시스템 전체를 시험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평가는 부속시스템이나 요소 기기의 

항목별 시험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부속 시스템이나 요소 기기의 

평가는 모델링 기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에 적용된다.

설계와 분석 평가의 최종 단계는 취약성 평가이다. 물리적 방호시스

템 설계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방호목표에 대한 설계효과의 달성이거

나, 설계상의 약점을 드러내게 된다. 만약 설계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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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분석 절차는 완료된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분석되

어 처음의 방호 목표가 유지되고 있고, 방호 시스템이 이 목표에 적합

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재 설계

  평가 결과 방호 시스템의 취약성이나 비능률성이 명백히 나타나

면, 다음단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와 분석을 반복하여, 방호시스

템 설계를 보완하여 취약성을 개선한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방호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재 설계한 시스템에 대

하여 분석이 수행되고, 이러한 설계와 평가의 반복은 물리적 방호시스

템이 방호 목표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림 3-2는 물

리적 방호시스템의 설계절차를 블럭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설계와 평가과정 요약

Software
- EASI
- SA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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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협의 정의

  가. 개요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서

는 우선 위협의 종류와 형태가 정의되어야 한다. 특정한 시설에 대한 

위협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침입자의 종류, 행동능력, 사용전

술, 동기, 신체적 능력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원자력 시설에 위협

을 줄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정보를 과거와 현재의 범

죄에 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가능한 위협의 특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이 아닌 여러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위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 위협에 관한 정보는 특정시설에 대한 

위협의 잠재력 순위에 따라 요약하여 그 결과를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

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필요성은 테러분자나 기타 범죄자

들이 원자력시설에 침투하거나, 사보타지 하거나, 핵물질을 훔치거나, 

원자력시설에 대한 기타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

리적 방호시스템 설계와 표준 요구 조건은 잠재적 적대행위자의 능력을 

가정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가정은 정부나 산업체의 물리적 방호시스

템에 투입 가능한 예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나. 위협을 정의하는 방법

 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이 다른 원자력 시설의 위협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위협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지역 내에

서도 시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위협의 정의는 방호 대상 혹은 목표 시설에 대한 물리적 위협을 설

명할 때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가상적인 행동 가능성, 동

기, 물리적 능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위협을 정의하기 위해

서는 다음의 3가지 요소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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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협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정보 목록

 - 가능한 위협에 관한 정보의 선택

 -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

    1) 위협정보 목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기 이전에 해당 부지에 

관한 위협을 정의하는데 어느 것이 유용한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잠재적 적대행위자와 이들이 구사하는 전술의 형태

   • 잠재적 적대행위자의 행동 범위

   • 잠재적 적대행위자의 행동 동기

   • 잠재적 적대행위자의 능력

위협의 정의는 잠재적 적대행위자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켜

야 한다. 다음 3가지 형태의 적대 행위자(혹은 침입자)가 있을 수 있다.

 - 외부의 적

 - 내부의 적

 -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의 연합

외부의 적은 정치적인 테러리스트, 범죄자, 극렬한 반핵주의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내부의 적은 적대적인 종사자, 범죄에 연계되도록 협박

당한 종사자,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위협받는 종사자, 정신질환자, 범

죄자 등이다.

    2) 정보의 수집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동은 그 사례가 많지 않아서 

원자력 관련 시설에 위협을 주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쉽

지 않다. 때문에 가능한 여러 경로에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특정 

부지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는 지역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

며, 시설 외부와 내부의 상태도 고려하여야 한다. 외부에 대한 환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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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회(도시, 시골 및 도시외곽지역 등)의 일반적인 분위기와 현존하

는 단체, 위협이 될 만한 것에 대한 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 내

부 상태는, 노동력, 노동 문제, 공업정책, 정치문제, 보안의식, 인간관계 

등이 위협 잠재력에 향을 주는 요소이다.

3) 수집된 정보의 조직화

  위협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 된 후, 이것을 유용한 형태로 만들 필

요가 있다. 외부 침입자에 관한 정보는 표 3-1과 같은 형태로 정리할 

수 있고, 내부 세력에 관한 정보는 표 3-2와 같은 형태로 정리할 수 있

다.

침입자의 유형

테러리스트 범죄자 극렬주의자  기타

행위의 

정도

(상,중,하)

절취 상 하

사보타지 중

 기타

 행동 동기

(상,중,하)

신념

 경제적 이유

 개인적 이유

 능력

 행위자 수  5-6명

 무장  개인화기

 휴대 도구

 이동 수단  차량

 숙련도

 내부의 

지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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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내부 침입자에 관한 정보

내부자

부지 내

출입

(多,少,無)

방호설비에

접근

(多,少,無)

핵심기기에

 접근

(多,少,無)

절취 기회

(상,중,하)

사보타지

기회

(상,중,하)

공모 기회

(상,중,하)

3. 방호 대상(Target) 설정

방호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나 결과가 초래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호되어야 할 지역이나 장비를 규정하는 과정

이다. 방호 대상의 설정에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공이나 안

전을 위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건이나 결과를 정의하는 것이고, 즉 

예를 들면 특수 핵물질의 절취, 방사선적 사고를 일으키는 사보타지, 등

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이나 결과이다. 두 번째로 대상을 규정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방호할 대상을 확정한다.  

방호대상 설정은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계의 기본 요소이다. 방호 대

상 설정의 초점은 “무엇을 방호할 것인가?”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어

떻게 방호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방호시스템의 설계과정에서 다루

어야 하는 문제이다. 방호 대상 설정은 위협의 종류나 물리적 방호의 

어려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엇을 방호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과정

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방호 대상의 설정은 방호되어야 할 지역,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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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명백히 하는 행위이다. 즉, 이러한 항목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는 

것의 어려움 또는 용이함은 이러한 항목을 결정한 이후의 고려사항인  

것이다.

그림 3-3에 방호대상 설정의 역할이 나타나 있고 그림 3-4에 

방호목표 설정 단계가 요약되어 있다.

그림 3-3 방호 대상(목표) 설정의 역할

PPSPPS
PPS 

?

PPS 

?

그림 3-4 방호대상 설정 단계

1 .  
- ,
-

2 .  
- : / ,

( c r i t i c a l  e l e m e n t )  
- : ,

3 .  
- : /
- : 2 5  r e m ,  3 0 0  r e m

  가. 방호 사고(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 

  시설내의 모든 것을 방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또한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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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않다. 효과적인 보안을 위해서는 방호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방호

항목을 선정하는 조건은 원하지 않은 결과(방호 사고)가 오는 것을 방

지하는 것이다. 방호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상당량의 핵무기급 핵물질의 도난

   • 방사선적 사보타지

핵무기급 핵물질의 도난은 허가 받지 않고 시설로부터 훔친 핵물질

을 핵무기를 만드는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방호목표는 시설 내에 산재하는 이러한 핵물질을 방호하는 것이다.

방사선적 사보타지는 시설 내의 시설을 파괴하여 그 결과 방사성 

핵종들을 “상당량 유출”시켜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하게 함으로써 

달성된다.

  나. 방호 대상(Target)

  방호의 대상 혹은 목표(target)를 절취와 관련하여 규명할 때, 절

취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은 방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보타지와 

관련된 방호대상은 직접 핵물질이 아니더라도 핵물질의 안전과 관련하

여 위험성 등의 향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 원

자로의 냉각시스템은 상시 사용하는 냉각시스템 외에도 같은 종류의 여

러 냉각시스템이 있다. 따라서, 만일 다른 냉각 시스템들이 사보타지를 

당한다 하여도, 선정된 시스템이 방호된다면 냉각능력을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사보타지 방지 대책은 여러 시스템 중 선정된 하나의 시

스템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이 하나의 시스템을 선정할 때는 방호의 

용이성과 방호가 운전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여러 시스템 중 제한된 시스템만을 선정하여 방호하는 것은 방호

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최소의 필

수 요소를 고도로 방호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반면에 선정과정

이 완전하여 선정되지 않는 시스템이 사보타지를 당하여 바람직하지 않

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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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호 대상(목표) 선정 방법 

  그림 3-5에 방호목표를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도시하 다. 

그림 3-5 방호 목표를 선정하는 방법

Type of Concern
Theft of 

Localized Items
Theft of Material

In Process
Sabotage of

Critical Components

Manual Listing
of  Targets

Rigorous Logic
Identification of Targets

(Vital Area Identification)
(1)
(2)

(1)

(1)
(1)

(2) (2)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호목표를 선정하는 방법은,  

   • 방호 목표 목록을 하나씩 선정하는 방식과

   • 방호목표로 핵심지역(Vital Area)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1) 방호 목표 목록을 하나씩 선정하는 방법

   이 방법은 주로 단순한 시설에 적용된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절

도와 사보타지 가능성을 정의하는데 logic-diagram은 유용한 도구가 된

다. Fault-tree라 불리는 logic-diagram도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서  

sub-system이나 component가 특정한 비정상상태에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도표로 보여 준다.

2) 핵심지역(Vital Area)의 확인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절취 대상

이 되는 특수 핵물질과 방사선 누출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보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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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기기와 그 기기의 설치 지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절취 대

상이 되는 핵물질을 확인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원자력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방사선 누출사고를 일으킬 수 있

는 사보타지의 대상으로 엄격하게 방호해야하는 기기나 지역을 확인하

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단하지 않다. 한 시설의 중요지역을 결정하기 위

해서는 시설 구조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원자로가 있는 원자력시설의 중요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 그림 3-6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어떠한 원자력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는 방호의 기준이 되는 방사성물질

의 누출준위가 정의되어야 한다. 누출한계량이 정의되어, 방호에 필요한 

범위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고상태에서 시설로부터 누출이 허용되

는 최대량이다. 

두 번째 단계는 허용한계 이상을 누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설내의 

방사성물질 누출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한 기기가 그 내부에 있는 

모든 방사성물질이 누출된다하여도 누출 허용량 보다 작다면 그 기기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시설의 운전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발전용 원자로의 경

우, 출력운전상태, 연료교체 상태, 운전정지 상태 등, 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기는 운전중에는 방사성물질 누출을 

방호하기 위한 방호가 필요하지만, 다른 상태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동일한 시설에서도 운전 상태에 따라 핵심지

역(Vital Area)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로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

는 행위이다. 고려되는 유출방식은 직접 유출(Direct Disposal), 임계 유

도(Induce Criticality), Radioactive Decay Heating의 3가지이다. 이들 

어떤 형태에 의하여서라도 방사성 물질을 부지 외부로 유출시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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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은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파손으로 방사성 물질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발전용 원자로는 여러 계열의 안전계통을 갖도

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 단계가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여러 가지 파손 메커니즘을 확실하고 엄격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분석기술이 요구되고,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

적을 위해서는 Fault Tree 분석이 유용하다.

핵심지역(Vital Area)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시설 내에

서 파손에 의하여 방사성물질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치가 확인

되어야 한다.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의 파손과 기기의 위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입수 된 후, Computer Code를 사용하여 Fault 

Tree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 분석은 Fault Tree의 규모가 작을 경우 수

작업으로 수행 될 수도 있다.

Release Level ?

Sources ?

Facility
Operating State ?

Release
M echanisms ?

Functional
System Failue ?

Location ?

Analysis

그림 3-6. 원자로가 있는 원자력시설의 중요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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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호 기기

방호기기는 침임을 감지 확인하는 외곽 및 내부 침입감지시스템, 경

보확인계통, 경보전달계통, 출입관리 시스템 과 방호목표에 접근하는 것

을 지연시키는 접근 지연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가. 침입감지 센서류

  침입감지시스템은 외곽 및 내부 침입 감지 센서, 비디오 경보 평

가, 출입관리 및 경보전달시스템 등이 모두 결합되어 동작하도록 구성

된다. 외부센서는 실외환경에서 사용되고, 내부센서는 실내에서 사용된

다. 침입감시의 정의는 사람이나 차량이 허가받지 않고 방호되고 있는 

지역에 침투하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다. 침입 감지의 경계면은 이상

적으로는 침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물을 원형으로 둘러싸는 것이며, 

표면, 공중, 수중 또는 지하까지 감지하는 것이다. 

1) 내-외곽 침입감지 센서의 성능 특성 지표

   침입감지 센서 성능의 기본 특성은 다음의 3가지로 묘사된다.

  가) 감지 능력(PD)

      이상적인 센서에 대한 PD는 1.0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센서는 

없으며 PD는 언제나 1.0 보다 작다. 탐지 능력은 일차적으로 다음 사항

들에 의존한다.

   - 탐지할 목표

   - 센서의 기계적 설계

   - 설치 상태

   - 감도 조절

   - 기기 상태

  위의 모든 상태들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센서업체들의 주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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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어느 한 개 또는 한 세트 센서의 PD 를 고정하여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나) 허위 경보율

     침입이 있지 않는데도 경보가 울리는 것이 허위경보 혹은 오

보(誤報)이다. 이상적인 센서 시스템에서는 허위 경보율이 0.0 이다. 그

러나 실제로는 모든 센서는 주위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으며, 센서

는 자신의 식별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침입과 다른 사건을 모두 완전하

게 구별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경보 평가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이다. 

  보통 허위경보는 그 원인에 따라 분류된다. 자연환경과 산업적인 환

경에서 모두 오보가 일어날 수 있다. 자연에서의 잡음의 근원은 식물

(나무, 갈대 등), 야생동물(육상동물, 조류 등)과 기후상태(바람, 비, 안

개, 눈, 번개)가 원인이다. 산업적인 잡음의 근원은 땅의 진동, 날아다니

는 조각, 전자기적 간섭 등이 있다. 허위경보는 기기 자신의 잘못된 설

계, 적절치 못한 보수유지, 부품 고장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도 있다.

  다) 무력화에 대한 취약성

    이상적인 감지 센서는 침입자 혹은 관련 수단에 의해서 작동하

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모든 센서는 무력

화 될 수 있다.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계자의 목표 중 하나는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우회 : 모든 침입 감지 센서들은 한정된 감지 역을 갖고 있다 때

문에 그 감지 역 밖을 지나게되면 감지되지 않는다.

  - 기만 : 센서의 정상적인 감지 역을 통과하면서 기만 기술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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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보를 발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나. 외부침입 감지 센서류(Exterior Intrusion Sensors)

  외부 침입자를 감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각종 침입감지 센

서류를 조합하여 경계선 센서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특정한 설계목표, 

물리적 방호 효과, 환경 및 경계선 센서시스템과 종합적인 물리적 방호

시스템과의 균형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센서를 설치, 운 하기 

위해서는 감지가능성, 방해 경보율, 무력화 취약성 등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외곽 침입 감지 센서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

기에서는 능동형과 수동형, 은 히 설치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시야

의 종류에 따라 선형, 면적형과 공간형, 그리고 설치 방법에 따라, 지하

매설형, 펜스와 결합형 및 독립지지형 등으로 분류한다.

1) 외부 침입 센서의 분류 방법

  가) 능동형과 수동형

     수동형 센서는 목표물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나, 목표물로 인한 

자연계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는 

사람이 땅위를 걷거나 울타리를 기어오르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 등이

고, 후자의 경우는 금속으로 인한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등이다.

능동형 센서는 센서가 에너지를 방출하여 목표물의 움직임으로 인

한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수동형과 능동형의 차이는 중요

하다. 수동형 센서는 그 존재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침입자를 곤란

하게 한다. 또한 폭발성이 있는 증기나 물질이 있는 환경에서는 수동형 

센서가 능동형 보다 안전하다. 왜냐하면 기폭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에

너지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능동형 센서는 강한 신호로 인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방해 경보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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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설치 : 센서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울타리에 부착하지 않고, 

별도의 지지대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2) 외곽 침입감지 센서 기술의 종류

외부 침입 감지센서는 설치유형과 감지신호특성에 따라 여러 가

지 형태가 있다.

     가) 매설형 침입감지 센서

- 압력 진동 센서(Pressure or Seismic Sensors) : 침입자의 포

복, 도보 및 구보 이동, 등에 의하여 지표면에 가하지는 진동이나 압력

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으로 수동형이고 지하에 매설하므로 보이지 않는

다. 압력센서는 저주파 압력진동을 잘 감지하고 진동센서는 좀더 고주

파 성분의 진동에 더 예민하다. 지표가 얼면 감도가 떨어지는 것에 주

의해야 하고, 차량, 지진, 바람, 등에 의한 허위 감지 신호가 발생될 수 

있다.

- 자기장 센서(Magnetic Field) : 자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으

로서 근처의 금속의 이동을 탐지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자동차 혹은 무

기를 휴대한 침입자의 탐지에 효과적이다. 

- Ported Coaxial Cables : 도선의 외부를 완전히 차폐하지 않고 

전계를 외부로 누출되게 함으로서 지역에 존재하는 금속이나 생물체에 

모두 반응하는 탐지 센서이다. 이 감지기는 땅위의 1m 정도와 두 선 

간격의 1-2m넓은 범위를 탐지한다.

 

     나) 철책 부착형 감지기(Fence-Associated Sensors)

- 울타리 감지 센서(Fence Disturbance Sensors) : 울타리에 설

치되어 울타리의 기계적인 흔들림, 진동 등을 탐지하여 침입을 감지하

는 형태로 비바람, 지진,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펜스 떨림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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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원거리에 전달하기에 적합한 전자신호로 바꾸는 것이다. 카메

라와 렌즈 시스템은 할당된 구역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것을 적

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시각적 정보 평가 시스템을 위한 카메라와 렌즈

의 선정은 요구되는 해상도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보

통 3가지 등급의 해상도가 고려되고 있다.

  - 감지 :  해당구역 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

  - 분류 : 존재하는 물체의 종류(동물, 무생물, 사람 등)를 알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

  - 확인 : 목적물의 상세한 형태를 알 수 있을 만큼의 해상도

이들 3가지 등급의 해상도는 카메라의 해상도와 목표물의 크기와 카

메라와의 거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나) 조명시설

        어떤 장면을 카메라에 비치려면 자연광선 이나 인공적인 조명

이 비쳐져야 한다. 조명 시설의 기능은 평가 지역의 특성과 카메라와 

렌즈의 성능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성능은 조도(intensity)와 밝기의 

균일성(Evenness of illumination)으로 나타낸다. 조도는 15룩스 이상으

로 균일성은 최대/최소 조도 비율이 4:1이하로 되는 것이 요구된다.

     

     다) 비디오 설비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잡힌 상신호를 사용자 혹은 경비원들

의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신호의 전송 계통, 비디오 모니터, 비

디오 저장장치, 상 전환 장치, 등이 필요하다.  비디오 신호의 전송에

는 보통 동축케이블(Coaxial Cable)을 사용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광섬유의 사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드물게는 마이크로웨이브 무

선통신에 의해 상신호를 송수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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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비병력에 의한 경보 평가

상신호에 의한 경보 신호를 경비탑이나 순찰조의 인력에 의해

서 확인과정을 보완할 수 있다. 이처럼 인력에 의해서 경보확인을 할 

경우는 상처리시스템이 수리 혹은 고장 중이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

(정전, 비디오 사각지역에 대한 침투 경보, 등)으로 비디오 경보설비가 

기능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 등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

시 경비인력에 의해서 침투 경보에 대한 확인을 한다.  

  마. 출입 통제 계통(Entry Control Systems)

    1) 기능

출입통제계통의 기능은 a)인가된 인원의 출입을 관리하고, b) 휴

대금지품목(무기 및 폭발물)의 반입을 검출하고 통제하며, c) 불법적인 

핵물질 반출을 검출하거나 저지하고, d)대응조치가 필요한 정보를 경비

병력 혹은 방호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2) 인원 출입 통제 계통

인원출입통제계통은 통제구역출입을 허용, 관리, 통제, 확인하는 

설비이다. 개인별 출입허가(Entry Authorization)의 방법은 개인식별번

호(PIN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에 의한 방법, 증명서 혹은 표

찰(Badge) 이용, 혹은 생체 측정(Biometrics)을 이용한다.

     가) 개인 번호(PIN code)

 개인의 비 번호를 이용하는 출입통제 시스템은 설비가 비교적 

단순하고 계통구현이 용이하다. 그러나 인가된 개인번호가 비인가자에

게 부주의하게 알려질 염려가 있고,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누설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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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나) 개인 증명(Credential)

개인별 증명서로 사용될 있는 것은 사진이 첨부되어 신분을 확

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법, 출입구역마다 경비원에 의한 출

입증 교환 방법 (Exchange Badge), 미리 저장된 이미지 정보와 비교하

는 시스템, Bar 코드 등으로 암호를 넣은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

다.  

     다) 본인 확인 시스템(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기기 들은 출입 인가자의 생체적 

혹은 물리적인 고유특성을 이용하여 출입을 위한 본인여부를 적극적인 

신기술로 확인하는 장비이다. 확인 방법으로는 손 모양 감지, 자필 사

인, 지문, 망막 구조, 목소리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3) 반입 금지 품목 통제 기기(Contraband Detection)

반입 금지 품목으로는 무기, 폭발물, 침투용 공구, 차폐재료

(Shielding Material) 등이 있을 수 있다. 무기, 폭발물, 특수공구 등은 

방호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폐재료는 핵물질의 운반에 사용

될 수 있다. 이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금속 탐지기, X-ray 투시기, 폭발

물 탐지기, 등을 사용한다.

    4) 핵물질 반출 감지 기기(Nuclear Material Detectors)

핵물질의 불법 반출을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감마선 탐지기, 

중성자 검출기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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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접근 지연설비

    1) 지연설비의 기능

접근 지연 설비는 침투자의 목표로 통하는 통로에 각종 장애물 

혹은 특수 설비를 설치하여 침투자가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함으

로써 대응병력이 침투자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

다. 이들 설비는 침투자의 통과를 지연하거나, 통과를 못하게 하여 위협

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연 설비들이 이 두 기능을 어느 정

도 만족하는 지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이 지연설비는 장비가 잘 갖추

어진 고도의 침투자들에게는 단지 통과를 지연시키는 방해물로만 간주

될 수 있다.

    2) 지연설비 설계 원칙

절벽, 강, 바다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장벽 외에 인공적인 지연설

비 즉, 장벽을 설치하려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설계

해야 한다.

- 반드시 침투 경로에 설치 되도록 할 것(Positioned in the 

path of the adversary)

- 침투경로의 관점에서 침투 탐지기 바로 다음에 혹은 같이 설

치하여 탐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지연기능이 실현되도록 한다. 대응병력

의 대응 시간을 늘여 줌으로써 저지확률을 높이게 된다(Detection 

before Delay).

- 각 장벽에는 특별히 약한 부분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잠김문에서 잠금장치나 경첩(hinges)등이 쉽게 풀리거나 해제되어 지연

효과가 문짝의 파괴나 관통 등의 다른 수단보다 현저히 작아지지 않도

록 균형설계(Balanced Design)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양한 지연시설(장벽)을 설치하면 침투자가 매우 많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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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구를 휴대하여야 하므로 그들의 진행을 복잡하게 하고 통과 시간

을 매우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Delay-in-depth).

- 예상되는 위협 중에서 가장 최대의 위협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 즉 칩입자는 고도의 훈련을 받고, 침투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장벽을 개선할 때는 침입자들이 이것을 돌파하기 위

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도구와 훈련, 기술 등이 요하는 지연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동적 설비

전통적인 철망울타리, 방범도어(locked door), 철제 방범창

(grilled window), 석벽(masonry wall), 혹은 여러 가지 격납용기(vault) 

등도 잘 훈련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침투자들에게는 장시간의 

지연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지연설비의 기능을 정의하는 것

은 쉽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이 설비가 원자력 시설

의 모든 운 상태에서 목적한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고

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침투목적이 핵물질 절취의 경우는 관통되거

나 파괴된 장벽들은 목표물을 가지고 시설을 벗어나는 데는 시간지연의 

역할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가) 철조망 울타리 

  일반 보안설비용 가시철조망 울타리는 침투를 저지하지는 못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 철망울타리의 상단이나 근처에 원형 가시철

망을 추가하는 것은 침입의 지연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때 원형철망 

지지대(Outrigger)의 방향은 건물쪽으로 향하게 하여 침입자가 건물을 

오를 때 손잡이 구실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추가적인 원형철망을 설

치하는 경우는 바깥 울타리와 안쪽 울타리의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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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허용하여 준다.

     다) 차량 장벽

    침투자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외곽 울타리를 돌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철망울타리(fence)는 승용차 혹은 경트럭으로 돌파된다. 따라

서 차량에 의한 침투를 지연하기 위해서는 차량 장벽을 주요 전략지역

에 다음과 같은 순서와 조건들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예상되는 위협 수단, 즉 차량의 속도, 크기, 무게 등을 정의함

- 방호 대상 및 방호 구역 결정한다.

- 부지의 넓이, 보안구역으로 통하는 도로의 구조, 기후, 차량통

행유형, 건물의 배치형태, 등의 부지 관련 특이 사항을 확인한다. 

-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차량 장벽 설비를 설계한다.

차량장벽은 특히 높이가 중요하다. 실험에 의하면 76cm의 높이가 대부

분의 차량장벽으로 효과를 발휘하 다. 차량장벽은 차량의 운동에너지

를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혼용하여 흡수 혹은 소모하도록 설계된다.

- Vehicle Arrestor : 차량이 진행함에 따라 점차 운동에너지를 

잃게 되는 시설로서 모래 더미, 차량에 끌려가면서 차량이 서서히 정지

하도록 설치한 무게 추 등이 있다.

- 충돌 흡수체(Crash Cushion) : 큰 운동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으로서 물이 담긴 프라스틱 용기 혹은 지지대를 부착한 빈 강철통 등.

- 관성 장치(Inertia Device) : 비교적 작은 코크리트 장애물, 모

래를 채운 용기 등과 같이 차량의 모멘트와 운동에너지를 서로 교환하

는 물체

- 견고한 시설물(Rigid Device) :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여 모든 

충돌 에너지를 그 자리에서 다 받아들이도록 만든 커다란 콘크리트 방

벽 혹은 강철 구조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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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물의 장벽(Structural Barrier)

① 벽체(Walls)

  건물의 벽체는 출입문, 창문, 통풍구 등 보다 돌파가 쉽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벽체는 적당한 도구 등을 가지면 부서

지거나 뚫어진다. 폭발물은 벽체에 침투자들이 기어들어갈 수 있는 구

멍을 내는 데 효과적이다. 벽체의 두께를 강화하는 것은 도구에 의한 

관통에는 지연효과가 크지만 폭발물에 의한 관통 지연에 있어서는 효과

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강화된 벽체를 관통하기 위해

서는 폭발물의 양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 부담을 침투자 들에게 줄 수 

있고, 한번의 폭파 시도로 관통이 안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벽체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철근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 망상 금속판(expanded metal)

- 콘크리트 블록(concrete block)

- 타일(clay tile)

- 성형 T형 콘크리트 블록(precast concrete tee sections)

- 주름 석면(corrugated asbesto)

- 금속 철판(sheet metal)

- 각목 혹은 나무(wood frame)

  침투자의 통과지연 효과 측면에서는 벽을 두껍게 건설하는 것보다 두 

개의 벽을 설치하는 것이 지연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벽이 폭파되더라

도 철근은 절단하거나 기타의 수단으로 제거해야 하므로 철근의 간격과 

크기 등이 지연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흙이나 잡석 등으로 벽체를 덮으

면 벽체 자체에  접근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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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구(Doors)

   모든 건물 혹은 구조물의 장벽으로서의 성능은 가장 약한 부

위(weakest portion)의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출입문이 가장 약한 부위

가 될 경우에는 물리적 방호설비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출입기능을 실현하여야 하므로 설계의 제한 사항이 많다. 보통의 

콘크리트 벽체 건물에서 인원의 출입은 얇은 강철문으로 설치되므로 이 

출입문의 방벽지수(barrier value)는 벽체보다 매우 낮다. 따라서 균형설

계(balanced design)가 되기 위해서는 출입구를 구성하는 출입문과 부

속설비, 즉 프레임, 경칩, 볼트, 감금장치 등이 바닥이나, 벽체, 등의 관

통경로(path)들의 지연 효과만큼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최근의 출입

구 제작사들은 방탄 출입구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적절히 설치하

면 상당한 지연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출입구의 각 부

위별 파괴 혹은 침입형태이다.

- 문 벽면(door faces) : 폭발물에 의한 폭파가 가장 빠른 방법이고, 

열절단기로 철판을 절단하여 구멍을 만들거나, 전동드릴로 기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는 데도 3분 이내로 걸린다.

- Panic Bars(안쪽 누름쇠) : 출입문 안쪽 누름쇠는 비상시에 실외

로 나가는 걸쇠로서 작은 공구로 1분 정도 안에 해체된다.     

   - 자물쇠(Locks) : 열쇠로 여는 잠금장치는 보통 적절한 도구로 열

쇠공에 의해서 약 1분 정도에 풀린다. 출입문 중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것만 가능한  출입문의 경우는 밖에 아무 돌출 

장치가 없는 매끈한 형태로 설치하여 잠금장치를 풀 수 없도록 한다.

- 경첩 핀(Hinge Pins) : 건물 출입문의 경우 경칩 핀은 보통 노출

되어 있고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면 1분 정도의 시간으로 3개의 경칩 핀

이 제거된다.

- 통풍창, 창(Louvers, Windows) : 15 - 30초 정도이면 공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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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유리 : 표준유리는 깨지기 쉽다. 수공구(hand tool)를 사용하여 

20초 이내로 통과된다. 침투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꺼운 유리 및 

유리 보호망을 설치한다.

  - 담금 유리(tempered glass) : 담금유리는 가열 후 급속 냉각을 시

킨 유리로써 기계적 강도와 열적 내구 특성이 좋지만 수공구(hand 

tool)로 쉽게 깨트려 진다. 

  - Wire Glass : 유리에 여러 가지의 패턴의 철망을 삽입한 것으로 내

화 유리로 사용되지만 공구로 역시 20초 정도에 침투가 가능하다.

  - 안전 합판유리(laminated glass) :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1 - 

2mm정도의 플라스틱을 충진한 것으로써 0.6cm의 두께를 통과하는데 

30초, 1cm의 안전유리인 경우에는 1분 30초 정도의 통과 작업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무기에 대한 방탄유리는 아니다.

  - 플라스틱 : 투명 플라스틱은 기존의 유리를 대체하여 많이 쓰이고 

있으나 종류에 따라서는 가연성이 있어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아크

릴 플라스틱 유리는 1인치 두께의 경우 공구를 이용하여 10초 정도에 

파괴된다. 그러나 고분자 탄소섬유유리인 경우 거의 방탄유리와 동등의 

견고성을 나타낸다. 0.5인치의 경우는 수동 공구로 돌파에 2분, 열공구

(thermal tool)로는 1분 정도 걸린다. 전동공구로는 모두 쉽게 돌파된다. 

  - 유리/탄소섬유 복합유리 : 두 장의 유리창 사이에 고분자 탄소섬유 

층을 두어 강화시킨 유리로서 교도소등에서 기존의 유리의 취약성을 개

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 건물간의 통로, 건물안의 파이프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 통로, 배기 

및 냉난방을 위한 통풍구 등은 침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침투경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침투자들이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창문 및 시설물들은 침

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철망, 방범철창 등을 사용하여 개선하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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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설치 개수를 줄이며, 화물통로 등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들어올리

는 셔터 등을 설치하며 통과지연시간을 늘리고, 건물의 배기구, 맨홀, 

터널, 개방형 천장 등은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침입자의 통과를 

지연시켜야 한다. 

④ 지붕과 건물바닥(Roofs and Floors)

  지붕과 바닥은 외부 기후에 대한 보호막과 일하는 공간의 역

할을 한다. 아울러 핵물질 및 사보타지에 대한 방호 및 보안의 기능을 

겸하게 된다. 그러나 보통 건물의 바닥과 지붕을 설계할 때, 물리적 방

호를 고려하고 설계되지는 않는다. 침투 도구로는 수동 및 자동공구, 열

절단기, 폭발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대개 바닥은 건물의 구조 및 설비

를 지탱하기 위하여 두껍게 시공되므로 지붕보다 침투 억지력이 매우 

높다. 지붕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두께와 재질을 개선하는 것 외에 지붕

아래에 추가적인 침투저지설비(barrier)를 설치하는 것이 침투 지연시간

을 늘릴 수 있다.

    다)능동적 설비(Dispensable Barriers)

  능동적 지연설비는 어떤 신호나 명령에 의해서 침입자를 정지 

혹은 폴리우레탄 거품이나 인공 연기(chemical smoke)등을 들 수 있다. 

이 능동적 지연설비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 설비 작동을 결정하는 작동 로직

- 위의 작동로직을 실현하는 제어장치 및 설비

- 물리적으로 직접 침투를 차단 혹은 지연하는 물질, 방사 물질

- 방사 메커니즘(Dispensing Mechanism)

- 사이트 대응 병력(Protective Force)

작동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 작동할 수도 있고 침투감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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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자동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부주의한 작동확률을 낮

추는 것이다. 장비의 설계 및 작동절차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면 오작동

을 낮출 수 있다.  제어설비는 작동 신호를 작동기구에 전달하여 작동

물질이나 물건이 뿜어져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어설비

는 탐지기나 작동기구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자기 간섭이나, 지진, 기후 등의 향에 견디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한

다. 방사 물질은 압축된 상태로 있다가 작동 혹은 제어 신호에 의해서 

급속한 팽창을 한다. 방사장치로는 저장탱크, 압력조절기, 안전밸브, 필

터, 전원,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될 수 있는 방사 물질은 (1) 고체형 폴리우레탄 발포재(rigid 

poly-urethane foam), (2) 액체혼합 압축가스 발포재(stabilized aqueous 

foam), (3) 화학연기(chemical smoke), (4) 점성 열가소성 발포재(Sticky 

thermoplastic foam)등이다. 각 발포재는 각기 장단점이 있어서 특별히 

어떤 것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치 및 설계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가격과 팽창률측면에서는 화학연기재와 압축개스발포

재가 우수하나 지속성(persistency)측면에서는 폴리우레탄 및 열가소성 

발포재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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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효성 평가

1.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유효성평가 개요[9-11]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평가는 확인 및 검증(Verification and 

Validation)이라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인(Verification)

이란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설계(Design)나 설치물(Installation)에 적절

히 반 되어 있는 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설계된 시스템 혹은 설치물이 

시스템 요건에서 구비하도록 요구한 구성품(Components)이나 특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활동은 시스템요건으로부

터 추출된 구성품이나 특성에 대한 구비목록이 필수적인 평가도구이다. 

목록내의 각 항목에 대해 구비여부를 판단하여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을 찾아내고 시스템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평가활동이다. 

반면에 검증은 일반적으로 확인활동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데, 설계된 

시스템이나 설치물이 시스템의 목적이나 기능을 만족하는 지를 조사하

는 것으로 상호 연관된 시스템의 구성물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발휘

하는 성능(Performance)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증활동은 시스템

의 성능에 대한 측정(Measurement) 및 판단기준(Decision Criteria)이 

필수적인 평가도구이다. 설계시 고려된 조건하에서 설계된 방호시스템 

혹은 설치물의 성능을 측정하고 그 측정치와 만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기준치을 비교하여 불만족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수정이

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평가활동이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평가의 확인 및 검증을 적용하는 경우, 확인은 

탐지(Detection), 지연(Delay), 대응(Response) 등의 방호기능을 담당하

는 각 방호설비가 적절히 배치되도록 설계되었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며 

검증은 이러한 방호설비들이 설정된 특정의 칩입세력으로 부터 핵물질 

혹은 핵시설의 절취나 파괴공작(Sabotage)을 막아낼 수 있는 지를 조사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호시스템의 확인은 각 설비가 요구되는 사양의 

제품을 사용하여 적소에 배치되고 설치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설치되

고 운용되고 있는 지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불만족 사항을 발견하는 경

우 이를 반 하도록 하는 것이며, 검증은 특정의 칩입세력에 대한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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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의 성능을 측정하고 이를 판단기준과 비교하

여 성능의 만족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확인시 사용할 

수 있는 구비목록은 방호시스템의 구성품별로 구성품의 시방, 설치방법 

및 고려사항, 운용조건 및 체제 등을 항목으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구

비여부 혹은 항목의 만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인활

동은 다양한 표준(Standards)이나 지침(Guidelines)을 기반으로 작성된 

일련의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가.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유효성

  검증활동은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측정 및 판단기준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판단기준은 방호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측정치를 적합/비적합 

혹은 통과/실패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측정치와 동일한 단위를 

사용한다. 하나의 측정치에 의해 방호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측정기준이 필요하지만 다수의 측정치에 의해 방

호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수의 측정기준이 정

의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평가에 활용되어온 종속

변수(측정치의 속성, 측정변수, 혹은 척도)는 저지확률(Probability of 

Interruption; PI), CDP(Critical Detection Point), TRI(Time Remaining 

after Interruption), CPD(Cumulative Probability of Detection) 등이 있

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유효성(Effectiveness)이란 바로 이러한 성능 

측정치들과 판단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위험

분석(Risk Analysis)을 토대로 결정된다. 위험분석은 가중치와 피해를 

주요 인자로 하는 단순한 연산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중

치와 피해의 정량화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 판단기준을 

만족하는 성능측정치를 얻은 경우에 그 방호시스템은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시스템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성능과 침입세력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성능은 조건부로 결정되어 진다. 물리적 방호

시스템은 물리적인 배치 및 운용체계 등이 정적(Static)인 측면이 많이 

있으나 방호시스템의 성능은 침입세력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측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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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침입세력의 능력이 낮은 수준인 경우 방호시스템의 성

능이 높을 수 있으나 침입세력의 능력이 높은 수준인 경우 성능은 저하

될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유효성평가는 하나의 절대적인 

수치를 찾아내기보다는 특정 침입세력에 대한 상대적인 시스템의 방호

능력을 조사 분석하는 작업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침입세력의 능력은 

설계기준위협(Design Basis Threat; DBT)에 의해 결정되는데, 설계기

준위협 또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유효성평가는 변화하는 설계기준위협에 따라 주기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에 대한 침입세력의 능력은 다수의 변화하는 차

원(Dimension)을 포함한다. 첫 번째 차원은 침입세력의 자원(Physical 

Resource)이다. 침입세력의 구성인원, 무장상태, 훈련정도 등이 이에 속

한다. 잘 훈련된 인원이 많은 경우 침입세력의 능력은 높을 것이며 반

면에 훈련이 덜 된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침입세력의 능력은 낮을 것이

다. 또한 강력한 도구, 예를 들면 중화기와 다양하고 강력한 폭발물로 

무장한 침입세력은 소화기로 무장한 침입세력보다 침입능력이 우월하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전술(Strategy)이다. 침입의 대

상이 되는 목표 혹은 핵물질 혹은 핵시설에 대한 지식 혹은 침입목적에 

대한 확고한 정신무장 뿐만 아니라 경비상태에 대한 사전지식을 기반으

로 한 최적/최단의 침입경로 및 침입방법을 설정하고 대응인력의 무력

화 내지는 우회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침입세력의 능력

이다. 세 번째 차원은 지원세력의 유무이다. 침입대상물 혹은 시설의 종

사자 이외의 인원(Outsider)으로 구성된 침입세력 보다는 침입대상시설

내의 종사자 혹은 내부 공모자(Insider)의 도움을 받는 침입세력이 보다 

높은 침입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유효성

평가는 이러한 침입세력의 능력을 정의하는 다양한 차원 및 차원내의 

속성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2.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특징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도구는 주로 미국이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왔고 많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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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침입경로(Adversary Path)

침입경로는 침입세력이 방호시스템의 외부로부터 침입을 시도하

여 침입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을 순차적으로 표

시한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침입경로는 시작점은 방호시스템의 외부

로 정의되며 종료점은 목표물의 성공적인 탈취나 파괴공작으로 결정된

다. 특정의 침입능력을 가진 침입세력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다양

할 것이므로 한 침입세력에 대해 다수의 침입경로가 존재한다. 즉, 침입

세력은 다수의 침입경로 중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침입세

력이 수행하는 활동은 결국 방호시스템내의 방호설비(Protective 

Element ; Path Element; PE)를 무력화시키거나 혹은 우회하는 것으로 

침입세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나 자원을 소요하는 

침입경로를 선호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 4-1은 특정의 침입세력이 특정 

방호시설내의 펌프를 파괴하기까지의 하나의 침입 경로를 보여주며 표 

4-1에서는 침입경로에 대응하는 방호설비(지연설비 및 감지설비)를 나

타낸다.

그림 4-1 침입경로의 예

(a) 침입대상시설의 약도 및 경로표시 

(b) 침입경로 

P e n e tra te  F e n c e

P e n e tra te  O u te r  D o o r

P e n e tra te  W a ll

P e n e tra te  In n e r  D o o r

D e s tro y  P u 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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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침입경로와 방호설비(지연설비 및 감지설비)

Sequence Adversary Action Delay Element Detection Element

1 Penetrate Fence Fence Fabric Fence Sensor

2 Penetrate Outer Door Door Hardness Sensors on Door

3 Penetrate Wall Wall Hardness Personnel Hear Noise

4 Penetrate Inner Door Door Hardness Sensors on Dor

5 Destroy Pump Time Required to 
Sabotage Pump

Loss of Pump
  

 

  나. EASI 모델

EASI(Estimate of Adversary Sequence Interruption) 모델은 물

리적 방호시스템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경로수준모델(path-level 

model)이다. 즉, 일회에 하나의 침투경로(path) 혹은 하나의 가상 침투

시나리오(one adversary scenario)에 대한 방호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

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PC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핵물질

의 탈취나 방해/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응인력(response 

force)은 그 불온한 시도를 제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경보전달과 대응인력에게로의 통보 등이 분석에 포함되어

야 하는 요소이다. EASI모델에서는 물리적 방호시스템이 적절히 작용

한다면 침입자(adversary)의 시도는 막강한 대응력에 의해 제지되는 것

으로 평가된다(대응력은 충분히 커서 불온한 시도를 탐지하는 경우 반

드시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EASI 모델은 정량적인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뢰성 있는 입력데이터의 확보에 매우 의

존적이다. 또한 일회에 하나의 경로에 대한 분석만이 가능하므로, 입력

데이터의 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반복수행이 필요하며, 가능

한 모든 경로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델 

혹은 분석방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방호시스

템은 감지(detection), 지연(delay), 그리고 대응(response) 등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EASI는 각 단계에 대한 데이터 및 통신관련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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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value)를 입력자료로 하고 제지확률(PI: Probability of 

Interruption)을 계산한다. EASI의 입력자료중 하나인 감지확률

(probability of detection)은 침입자의 침투경로 상에 위치한 센서가 비

정상적인 상황을 감지하여 검증된 신호를 발생시킬 확률로 정의되는데, 

다음의 수식이 이를 나타낸다.

P(successful detection) = P(detector sense unauthorized activities) x 

                       P(indication transmitted to evaluation point) x

                       P(valid signal declared)

통신관련수치는 대응팀에게 상황을 전달할 확률로서 정의될 수 있

으며 EASI모델에서는 이를 통신성공확률(probability of guard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침입자가 주어진 경로를 따라 목표물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걸리는 시간은 특정작업을 수행하거나 경로상의 구역

(segments)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delay)의 합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의 수행시간이나 구획을 지나는 시간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EASI에서는 이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설정하고 있으

며 이 확률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입력자료로 요구한다. EASI에서

는 감지장치로부터 경보가 발생된 후부터 설정된 경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침입자를 확실히 제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guard response time

이라고 정의하고, 대응(response)관련 입력데이터로 guard response 

time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요구한다, guard response time은 경보통신

에 걸린 시간, 경보평가시간, 통신시간, 준비시간, 이동시간, 침입자를 

제지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EASI는 단순히 

guard response time의 평균 및 표준편차만을 요구한다. 이는 guard 

response time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각각 확률변수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들간의 합은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y; CLT)에 의해 정당

화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EASI는 제지확률을 

결과물로 생산한다. 제지확률은 높을수록 물리적방호시스템의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EASI의 결과물인 제지확률의 산출방법은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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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감지설비 혹은 구획(segment)에 대한 제지확률 PI를 계산하는 

식은 

PI = P( R|A )P( A ),

     여기서, P(A) = P(D)P(C), 

           P(D) = 감지성공확률(probability of detection),

           P(C) = 통신성공확률(probability of guard communication),

P(R|A) = 경보발생시 adversary의 최종적인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guard가 도착할 확률,

이다. 감지장치가 작동한 상황하에서 침입자가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거리는 시간을 확률변수 Ta라하고 guard response time을 확률변수 Tr

이라고 하면, X = Ta-Tr 라고 정의한다면 확률변수 X가 0보다 크면 

제지(interruption)가 성공함을 의미한다. Ta와 Tr이 각각 평균이 ma, 

mr 이고 분산이 a2, r2 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서로 독립이라면, 확률변

수 X는 평균이 (ma - mr) 이고 분산이  (a2+ r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의에 의하여

P( R|A ) = P( X ≥ 0 )
       = ∫0,∞ f(x)dx

이다. 또한 두개 이상의 감지장치가 경로상에 존재하는 경우의 제지확

률 PI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 할 수 있다.

PI = P(R|A1)P(A1) + ∑i=2,n P(R|Ai)P(Ai) j=1,I-1Q(Aj)

       where, P(Ai) = P(Di)P(C) for all i, 

           P(Di) = i번 감지장치의 감지성공확률,

           P(C) = 통신성공확률(probability of guard communication),

           P(R|Ai) = i번 감지장치에 의한 경보발생시 침입자의 최

종적인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guard가 도착할 확률,

           Q(Aj)= 1 - P(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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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 프로그램은 정규분포의 분포함수(Distribution Function)를 구

하기 위하여 근사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P(R|A)를 구할 때,

P( R|A ) =  exp(1.7 (u/d) )/( 1+exp(1.7 (u/d) ) )
where u is an average, d is a variance

를 사용한다.

  다. PIGSAM

PIGSAM(Probability of Interruption Generator with Sensitivity 

Analysis Module)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999년에 개발한 취약성분

석 소프트웨어로서, EASI 모델을 기반으로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수 있

도록 개선한 것이다. EASI 프로그램은 정규분포의 분포함수

(Distribution Function)를 구하기 위하여 근사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한 반복적인 프로그램시행에 따라 민감도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그러나 PIGSAM은 정규분포의 분포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치해석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감지확률(detection probability)에 대

한 민감도분석 결과를 함께 보여준다. PIGSAM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

규분포의 분포함수계산을 위한 수치해석코드는 dcdflib-1.0의 일부를 활

용하고 있는데 이 코드는 Cody(1993,  ACM Trans. On Math.)가 제안

한 수치해석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PIGSAM을 통하여 EASI보

다 정확한 PI의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PI에 대한 각 감지확률

(detection probability)의 공헌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민감도분석결

과를 PIGSAM에서는 제시해준다. 민감도분석결과는 현재의 감지확률이 

PI에 공헌하고 있는 경우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에 PI의 증분

(increment)을 보여주며, 감지확률이 현재의 PI에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지확률이 0.9로 설정되었을 때에 예측되는 PI값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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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PIGSAM의 실행화면

준다. 그림 4-2는 PIGSAM의 수행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PIGSAM은 EASI모델을 기반으로 저지확률을 계산해주고 또한 감

지확률의 민감도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통합시스템인 물리

적 방호시스템의 성능을 완전히 분석하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탐지

확률에 대한 민감도를 제시해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일침투경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침투경로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기에는 불편하다. PIGSAM은 다수의 침입경로에 대한 자동 

반복적인 분석 수행, 공모자에 대한 고려, 다양한 유효성척도의 지원, 

사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User Interface개선 등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이

다. 그러나 EASI 모델과 같이 확률론적 모델과 방법에 의한 분석이 가

능한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이다.

  라. SAVI

   SAVI(System Analysis of Vulnerability to Intrusion)는 

ASD(Adversary Sequence Diagram)을 사용하여 방호대상시설에 관한 

데이터 및 침입세력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받아 제지확률 PI와 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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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침입세력의 구분

Type  Land 
Vehicle 

Helico
pter 

Hand 
Tools 

Power 
Tools 

High 
Explosives 

Small 
Arms 

LAWS 

Terrorist Veh/Hel 

Terrorist Foot 

Criminal Veh/Hel 

Criminal Foot 

Psycotic Vehicle 

Extremist Veh 

Extremist Foot 

TRI 등을 분석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버전 4.0이 사용되고 있다. SAVI

는 침입세력의 능력을 무장 및 도구의 확보정도에 따라 다음의 표 4-2

와 같이 세분하고 있다.

또한 침입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전술로 Force/Stealth Only와 

Force/Stealth/Deceit 등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Force/Stealth Only는 침입세력이 방호설비의 기능을 우회하거나 혹은 

무력으로 제거하는 침입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며, Force/Stealth/Deceit

는 Force/Stealth전술을 포함하면서 출입통제설비와 같은 인증설비에 

대해서는 위조된 출입증을 사용하는 등의 위장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침입시점에 대한 상세 분석이 가능한데, 일례로 주간과 야간에 따

라 방호시설의 운용방법이 다른 경우 혹은 일시적으로 특정 방호설비의 

작동이 정지한 경우 등에 대한 유효성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의 조

건을 설정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SAVI는 자체적으로는 내부 공모자에 

대한 처리기능이 없으며 따라서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호시스템의 성능

만을 분석할 수 있다. SAVI에서는 방호시스템의 한 요소기능인 대응

(Response)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응은 Containment와 

Denial로 구분되는데, Containment는 침입세력을 고립시켜 더 이상의 

침입 및 도주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Denial은 침입세력이 목표물

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전략이다. 따

라서 Containment는 핵물질의 탈취에 주로 사용되는 대응전략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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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al은 핵시설에 대한 파괴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SAVI는 방호시스템을 ASD에 의하여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ASD

는 침입의 시작점인 시설외부를 맨 위에 그리고 목표물을 맨 아래에 위

치시키고 침입세력이 대면해야하는 방호시설을 방호구역별로 정의하도

록 하고 있다. ASD를 작성하는 순서는 우선 방호시스템을 인접하는 물

리적 구역(Physical Area)로 구분한다. 방호계층(Protection Layer)를 정

의하고 물리적 구역사이에 존재하는 방호설비(Protection Element)를 정

의한다. 그리고 방호설비와 물리적 구역간의 경로구획(Path Segment)를 

그린다. 그림 4-3에서는 ASD에서 사용하는 물리적 구역, 방호계층, 방

호설비, 경로구획 등을 보여준다.

그림 4-3 ASD의 구성

Off Site

Protected Area

Control Room

Target Enclosure

Target

Physical Area

Protection Layer

Path Element

Path Segment

Target Location

SAVI는 최대 10개까지의 물리적 구역을 정의할 수 있으며 15개의 

방호설비(Protection Element; Path Element; PE)를 하나의 방호계층에 

입력할 수 있다. SAV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호설비 총 20개이다(표 

4-3 참조). SAVI는 두 개의 실행파일을 제공한다. 하나는 Facility.exe

이고 또 다른 하나는 Outsider.exe이다. Facility.exe는 ASD를 생성하고 

각 방호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Outsider.exe는 궁

극적인 소프트웨어의 기능인 유효성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Facility.exe에서 생성된 ASD와 입력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입력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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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ASD는 침입경로를 즉시 나열해 주지 않고 단순히 방호설비

를 방호구역별로 나누어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가능한 침입경

로를 자체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4-3 ASD에서 사용되는 방호설비

약자    설명

DUC Duct

EMC Emergency Evacuation Corral

EMX Emergency Exit

EMP Emergency Portal

FEN Fence line

GAT Gateway

HEL Helicopter Flight Path

ISO Isolation Zone

PST Material Passthrough

MAT Material Portal

OVP Overpass

DOR Personnel Doorway

PER Personnel Portal

SHD Shipping/Receiving Doorway

SHP Shipping/Receiving Portal

SUR Surface

TUN Tunnel

VHD Vehicle Doorway

VEH Vehicle Portal

WND Window

그림 4-4는 Facility.exe의 수행화면으로 초기입력파일로 제공되는 

가상적인 시설에 대한 ASD를 보여주고 있다. 수행화면은 두 개의 하위

윈도우로 구성되어 있는데, Diagram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윈도우는 작

성된 ASD를 보여주고 있으며 Report라고 정의된 윈도우는 각 방호시

설에 대한 입력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 제공된다. Diagram에서는 각 

방호설비에 대한 약자 및 연결관계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각 물리적 구

역의 명칭 및 인접관계를 알려준다. 각 물리적 구역은 차량으로 닿을 

수 있는 지를 표시하기 위해 타이어트랙모양의 문양을 좌측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물리적 구역을 우회하여 다른 물리적 구

역에 도달할 수 있는 침입경로를 처리하기 위해 물리적 구역의 좌측에 

문자(그림에서 A, B, C)를 표기하고 다른 물리적 구역으로 도달하기 

위해 거치는 마지막 방호설비의 약자 밑에 문자를 표기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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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Research Reactor Protection Area에서 Door와 Surface를 통해

서 Reactor Building을 거치지 않고 바로 Target Area에 도달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 SAVI의 Facility.exe실행화면

그림 4-5에서는 그림 4-4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호시설 중 외곽철책

인 FEN에 대한 Report 윈도우를 보여주고 있다. Report 윈도우는 시성

의 명칭 및 연관된 메모 그리고 방호시설별로 미리 정의된 차원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방호시설에 관한 데이터입력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Report 윈도우는 데이터 입력을 위해 Pull-Down Text Menu를 사용하

고 있으며 데이터입력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체크표시를 사용한다. 일반

적으로 입력데이터의 구분은 Dimension, Characteristics, Passage, 

Safeguards 등을 구성되어 있으나 각 방호설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또한 구분된 입력데이터는 다수의 계층적인 입력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대응전략과 분석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Dimension에서는 주로 거리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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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에서는 경보평가(Alarm Assessment)의 방법에 관한 데

이터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Passage는 방호설비를 통과할 수 있는 

개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주요 개체인 사람과 차량에 대한 통

과제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Safeguards는 방호설비가 방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비하고 있는 개별 구성품(Components)에 관한 

데이터를 설치위치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인력경

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Safeguard에서 입력하는 주요 방호

기능은 침입탐지, 출입통제, 반입 금지물/핵물질 탐지, 출입지연, 인력경

비체제 등이다. 

그림 4-5 SAVI의 Facility.exe 실행화면중 Report 윈도우

그림 4-6은 방호설비의 설치위치에 따른 입력항목의 구분방법을 보

여주고 있다. SAVI의 Report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Safeguards에서는 

설치위치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구분되어 있는데 주요 위치는 

Outer, Central, Inner 등이며 감지와 지연에 따라 Outer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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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Delay, Central Outer Detection, Central Delay, Central Inner 

Detection, Inner Delay, Inner Detection 등으로 세분된다. 그림에서는 

개인출입구(Personnel Portal) 방호설비에 대해 위치를 적용하는 예를 

보여준다. 입구의 바깥쪽 문과 벽면에 부착된 감지기는 Outer Detection

에 해당되고 벽과 문은 Outer Delay에 해당된다. Central Delay는 ID 

Check와 Contraband Detector에 의해 발생하는 지연시간이 적용되며 

ID Check는 Central Outer Detection에 Contraband Detector는 Central 

Inner Detection에 할당 할 수 있다. Inner Delay는 안쪽 벽면과 문에 

해당되며 Inner Detection은 안쪽 벽면과 문에 부착된 감지기이다. 입력

항목은 SAV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입력항목별 속성을 사용하는데 

하나의 항목에 대해 복수개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림 4-6 방호설비의 위치에 따른 데이터입력 구분

Location Detection/Delay Personnel Portal

Outer Detection

Outer Delay

Central/Outer Detection

Central Delay

Central Inner Detection

Inner Delay

Inner Detec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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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Door

Inner Door

Out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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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ID Check + 
Contraband Check

S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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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입력한 방호시스템에 관한 데이터는 pps라는 확장자를 갖

는 파일로 저장되는데 텍스트파일이 아닌 이진파일로 작성된다. 이 파

일은 SAVI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실행파일인 Outsider.exe에 입력

파일로 활용된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유효성분석을 수행하는 

Outsider.exe는 Facility.exe에서 작성한 방호시스템 데이터, 대응팀이 

침입세력을 저지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인 RFT(Response Force 

Time), 분석조건, 침입세력의 능력 및 전술, 대응전략 등을 사용자로부

터 입력받아서 제지확률 PI와 TRI(Time Remaining after Interruption) 

등을 제시하여 주고 취약성분석 및 민감도분석을 도표로 제시하여 준

다. 그림 4-7은 한 가상시설에 대해 RFT를 300초로 대응전략을 Denial

로, 침입세력을 Terrorist Vehicle/Helicopter로, 침입세력이 적용할 전술

로는 Force/Stealth/Deceit를 설정하 을 때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7 SAVI의 분석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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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서 주어진 가상시설의 유효성분석결과 저지확률은 0%로 나

타났으며 CDP(Critical Detection Point)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물리적 

구역사이에 존재하는 GAT로 분석되었다. 가장 취약한 침입경로는 

GAT, VEH, DOR, PER, FLV로 구성된 경로로 분석되었는데 각 방호

설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무력화 내지는 우회하 는지에 관한 정보를 

Results 윈도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Diagram상에 채색된 

방호설비는 침입세력이 침투하는 침입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방호설비

에 표시된 역삼각형은 침입세력의 진로를 표시한다. blink하는 삼각형으

로 표시되는 방호설비는 CDP임을 나타낸다. 

SAVI는 PI, TRI등을 제시해주는 분석화면이외에 그래프 형태로 취

약성(Vulnerability) 분석결과 및 민감도(Sensitivity) 분석결과를 보여주

는 Graphs 기능이 있다. 취약성분석 그래프는 가장 취약한 10개의 침입

경로에 대한 제지확률 PI와 TRI를 보여주며 민감도분석 그래프는 

RFT(Response Force Time)이 변화하는 경우 특정 침입경로에 대한 PI

를 보여준다. 민감도분석은 따라서 대응인력의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경

우 방호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는 지를 제시해준다. 그림 4-8은 취약성 

분석결과의 예이며 그림 4-9는 5번째로 취약한 침입경로에 대해 RFT

를 변화에 따른 PI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8 취약성 분석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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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민감도 분석결과 화면

  마. 기타

     앞에서 기술한 EASI, PIGSAM, SAVI이외에 ASSESS라는 유효

성분석 소프트웨어가 있다. ASSESS(Analytic System and Software 

for Evaluating Safeguards and Security)는 내부자 위협요소(insider 

threat)를 보다 진보된 SAVI방법에 접목시킨 state-of-the-art모델로, 

현재 미국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사용중이다. 특

정 시설물에 대한 위협경로의 순위(ranking of the threat path of a 

facility)를 결과물로 생산한다.

3.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의 구성 및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국내고유의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

고 한다. 개발목적은 SNL에서 개발한 SAVI와 같은 프로그램으로는 국

내 방호시설 데이터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력하여 평가하기

가 곤란하고 따라서 국내의 방호시스템의 성능을 저평가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유효성평가를 위해서는 발전하는 보안설비

분야가 계속적인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이를 반 하거나 과거의 운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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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따라 방호설비에 대한 성능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SAVI의 프로그램 원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혹은 자국의 방호개념이나 설비를 소프트웨어에 충분히 입력할 수 있도

록 사용자가 수정보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분석방법이나 평가척도를 구현하기가 곤란하며, 

SAVI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적 방호시스템에 관한 데이터가 SAVI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기록되므로 이 기록이 누출되는 경우 보안상황이 타국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사용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국내 방호대상시설에 관한 지속적이

고도 유연한 평가도구를 확보하게 되고 아울러 방호력에 대한 기 유지

가 가능하다. 또한 개발과 함께 확보될 방호시스템 평가기술은 국내외 

타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 기능요건

  EASI 모델을 근간으로 PIGSAM을 개발하 으나 SAVI와 같은 

상세분석을 지원하지 못하고 확률적인 모델을 사용하기에는 정규성을 

분명히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폭넓은 활용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는 SAVI를 근

간으로 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혹은 확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요건을 수립하 다.

 ◆ 고도화된 시설데이터 입력방법 : 

 -국내의 방호시설을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구조로 입력 

Interface를 설계

 -입력데이터의 완전성(Completeness) 및 일관성(Consistency)

을 강조

  -GUI(Graphical User Interface)의 활용을 통한 사용성 제고

◆  성능데이터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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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설비의 성능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활용

  -방호시스템의 기능별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독립성 유지

  -효과적인 탐색 및 수정 방법을 지원

◆  효과적인 유효성 평가척도 :

  -기존의 유효성 평가척도(예, PI, TRI, CDP 등)를 포함

  -민감도분석,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고려

◆  평가결과의 제시 :

  -도식을 이용한 평가결과 제시

  -지침이나 규제와의 비교기능 추가

  -설계개선 방안의 제시

  나.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 개발구조 설정

기능요건 및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반 하여 그림 4-10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내부구조를 개발하 다. 개발될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는 

기본 입력데이터로 설계기준위협(DBT), 방호시설데이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장시험을 통해 새로이 생성되거나 사용이력 등에 따라 수정하

여야 하는 데이터는 모두 소프트웨어로의 입력데이터가 된다. 소프트웨

어의 내부 수행모듈은 유효성 분석을 수행하고 기타 다양한 평가척도 

및 민감도분석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유효

성평가를 위해 고안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 실행모듈간의 관계는 개발의 편의성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데이터 수정을 

모든 분석자료에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행모듈을 

활용하는 구조로 설정하 다. 수정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주로 방호설비

의 현장시험, 최신의 성능데이터 수집, 사용이력 등에 의해 생성될 것이

다. 관리의 효율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방호시스템의 3대 

기능인 감지, 지연, 대응별로 정리하도록 하며 이를 관장하고 입력데이

터와의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Configuration DB를 추가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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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될 방호시스템 혹은 그 시스템내의 방호설비를 평가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방호시스템의 개선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서 참고하여야 하는 규제문건을 하나의 별도 DB로 구축

하고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4-10. 유효성분석 소프트웨어의 구조

Vulnerability
Assessment

Execution Module

DBT

Reports

Facility
Specific 

Data

other 
Data

Field Test Data

DBT Cfg.

Facility Cfg.

Analysis

Display

Reporting

Barrier 
DB

Configuration
 DB

Detector 
DB

Guard 
DB

DataBase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Reg.
DB

평가하려는 방호시스템에 관한 데이터 입력을 위해 실행모듈은 설

계기준위협(DBT)과 시설데이터를 입력받는 하위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입력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방호설비별 그리고 침

입세력별 성능데이터와 대응시킨 후 분석조건, 침입전술 및 대응전략 

등의 가능한 운용조건하에서 분석이 수행되고 결과적으로 제지확률(PI), 

TRI, CDP 등의 정량적/정성적 결과물을 생산한다. 산출된 결과물은 사

용자에게 텍스트, 도표 등의 시각적인 정보로 제시되며 아울러 하나의 

방호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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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발방향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은 GUI(Graphical User Interface)에 기반

을 둔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Microsoft Windows 시리즈나 

Macintosh, 그리고 개인용 UNIX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LINUX 등

은 모두 GUI를 지원하고 있다. GUI의 장점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사용하기에 보다 용이하다는 점이다. 각 OS(Operating System)

에 따라 각기 다른 GUI환경을 제공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거의 유사한 

작동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GUI기반 응용프로그램은 필연적인 추세로 

보여진다.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유효성 평가 소프트웨어 중에서 EASI

와 PIGSAM은 텍스트로 사용자에게 질문을 출력하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는 텍스트 기반의 Interactive User Interface를 사용하고 있으

나 SAVI는 두 개의 GUI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

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GUI를 채택하며, 한 과 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

정이다. 구체적으로는 Microsoft Visual C++를 개발도구로 C++언어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며, Microsoft Foundation Class Library(MFC)를 

이용하는 것이 개발에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 다.  

데이터베이스는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가 PI, TRI, CDP 등의 다양

한 척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방호설비의 성능데이타, 침입세력, 분석조

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알려진 

데이터베이스로는 Microsoft사의 ACCESS, MS SQL 등이 있으며 무료

로 사용할 수 있는 GNU의 gdbm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의 누출을 막기 위해 데이터의 암호화

(encoding)를 할 경우 유리한 Berkeley DB를 사용하기로 하 다. 

Berkeley DB는  Sleepycat사에 의해 배포되고 있는 Open Source 

Software로서 상용목적의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스까지 무

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그림 4-11 참조). 

Berkely DB는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이언트/서버 어플리케이션

을 지원하는 내장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도구로서 C, 

C++, Java, Perl, Tcl, Python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를 제공하며 Microsoft Windows 

NT/95 뿐 아니라 다양한 UNIX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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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Sleepycat사의 Berkeley DB 배포사이트

원자력연구소는 중장기사업인 “핵물질 계량관리 및 통제기술개발”과

제의 1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인 2001년도에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0년에 

완성할 소프트웨어의 윤곽을 제시하기 위해 유효성평가 프로그램의 시

작품(prototype)을 개발하 다. SAVI를 근간으로 할 지라도 User 

Interface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Visual Programming이 유행하는 추세이므로 프로토타입을 통한 개발

방향 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 다. 

4.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의 프로토타입 

원자력연구소의 물리적 방호시스템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는 2001

년도에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0년도에 개발할 소프트웨

어의 윤곽을 설정할 목적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다. 프로토타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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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12 참조)은 MSVC++6.0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MFC Library를 사

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과 유사한 GUI를 가진

다.

그림 4-12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의 시작화면

프로토타입은 Pull-Down Menu를 내포하고 있는 메뉴-바(menu 

bar), 메뉴의 사용성을 증대시키는 비트맵(bitmap)으로 구성된 이미지 

메뉴-바(image menu bar), 사용자가 입력한 방호시설을 그림으로 표시

해주는 입력 역(input area), 그리고 선택상황을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선택 바(selection ba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프로토타입은 완

성할 유효성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4-4는 프로토타

입이 제공하고 있는 Pull-Down Menu를 요약한 것이다. 현재의 프로토

타입은 다양한 방호시설 중 펜스, 정문, 해안접경지역, 고립공간, 개인출

입구, 차량출입구, 문, 벽, 방호목표물 등의 입력을 지원하며, 방호시설

간의 연결인 침입경로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메뉴바

이미지 메뉴바

입력 역

선택바



- 97 -

표 4-4 프로토타입의 Pull-Down Menu

메뉴-바 명칭 세부메뉴 기능 구현

파일

새파일

열기

저장

다른이름으로 저장

인쇄

인쇄 미리보기

인쇄 설정

최근파일

종료

새로운 시설입력을 위한 파일생성

기 입력한 시설파일을 열기

입력한 시설파일을 저장

입력한 시설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을 프린터로 출력

프린터용지로의 출력을 화면에 보여줌

출력할 프린터 및 용지 등의 설정

최근에 사용한 파일의 목록을 보여줌

프로그램을 종료함

O

O

O

O

O

X

O

O

O

편집

잘라내기

복사

붙이기

buffer로 선택한 내용을 옮김

buffer로 선택한 내용을 복사

buffer의 내용을 선택한 역에 복사

X

X

X

보기
도구모음

상태표시줄

이미지메뉴바를 보여줌

선택바를 보여줌

O

O

방호설비 추가

시설외부

펜스

정문

해안접역

고립공간

개인출입구

차량출입구

문

벽

방호목표물

시설외부를 입력 역에 추가함

펜스를 입력 역에 추가함

정문을 입력 역에 추가함

해안접역을 입력 역에 추가함

고립공간을 입력 역에 추가함

개인출입구를 입력 역에 추가함

차량출입구를 입력 역에 추가함

문을 입력 역에 추가함

벽을 입력 역에 추가함

방호목표물을 입력 역에 추가함

O

O

O

O

O

O

O

O

O

O

침입경로 정의

침입경로 추가

침입경로 수정

침입경로 삭제

완료

새로운 침입경로를 추가함

설정했던 침입경로를 수정함

설정했던 침입경로를 삭제함

침입경로 정의를 마침

O

X

O

O

도움말 정보 프로그램의 기본사양을 보여줌 O

  가. 방호설비의 입력

프로토타입은 방호설비의 입력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메뉴-바에 있는 “방호설비 입력“을 누른 후 나타나는 

Pull-Down Menu중 원하는 방호설비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이미지-메뉴-바에서 원하는 방호설비를 선택하는 보다 간

편한 방법이다. 그림 4-13은 메뉴-바에서 ”방호설비 입력“을 누른 후 

방호설비 중 고립공간을 선택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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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메뉴-바 중 시설외부를 선택한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4-14에서 

선택한 시설외부는 이미지 메뉴-바의 다음 비트맵과 다르게 표현되며 

또한 작은 설명 윈도우가 마우스옆에 표시된다. 선택-바에는 현재 선택

한 방호설비에 관한 사항을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동일하게 제공해준

다. 

그림 4-13 메뉴-바를 이용하여 고립공간을 선택한 화면

그림 4-14 이미지-메뉴-바를 이용하여 시설외부를 선택한 화면

그림 4-15는 시설외부를 입력한 후 입력 역에 나타나는 방호설비

의 표현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입력된 모든 방호설비는 입력 역에 두 

개의 직사각형을 붙인 모양으로 표시된다. 위쪽의 직사각형은 입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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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설비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OUTSIDE는 시설외부를 의미한다. 

그림 4-15 방호시설의 입력후 화면

프로토타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호설비의 종류별 표시방법은 다음

의 표 4-5에 나타나 있다.

 

표 4-5 방호설비 종류별 표시방법

방호설비의 종류 표시방법(약자)

시설외부

펜스

정문

해안접역

고립공간

개인출입구

차량출입구

문

벽

방호목표물

OUTSIDE

FENCE

GATE

OVP

ISO

PER

VEH

DOR

SUR

TARGET

방호설비의 표시 중 아래쪽의 직사각형에는 초기 설정치로 

“Unnamed PE"가 주어지는데, 이는 아직 방호설비의 고유한 이름이 정

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방호설비의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경우 그 명칭이 아래쪽 직사각형에 표시된다. 고유명칭에는 한 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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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그림 4-16는 프로토타입에서 지원하는 방호설비를 이용

하여 방호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입력한 화면이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침입세력이 침투한다는 전제로 맨 좌측에는 시설외부가 맨 우측에는 목

표물이 입력되어 있으며, 시설 외부쪽 정문, 펜스, 해안접경지역 등이 

있고 목표물근처에는 벽, 문, 개인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방호시스템을 

입력한 화면이다.

그림 4-16 방호시스템의 방호설비를 입력한 화면
 

방호시설의 입력은 이와 같이 먼저 방호시설의 나열식 입력을 통해 

수행하고 다음의 단계인 침입경로를 정의함으로써 침입세력의 침투경로

를 완전히 입력할 수 있다. 침입경로는 방호설비간의 연결로써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침입세력이 목표물까지 도달하는데 설치된 방호설비를 

무력화 혹은 우회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침입경로의 정

의는 메뉴-바의 “침입경로 정의”를 누른 후 나타나는 Pull-Down Menu

중에서“침입경로 추가“를 선택함으로써 시작한다(그림 4-17참조). ”침입

경로 추가”를 선택한 후 마우스로 하나의 방호설비를 선택하면 선택된 

방호설비의 표시는 적색테두리로 표시된다. 그리고 이때 마우스로 다른 

방호설비를 선택하면 두 개의 방호설비간에 침입경로를 입력하 음을 

표시해주는 선이 입력된다. 다음의 그림 4-18은 침입경로 입력과정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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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4-18에서는 시설외부로부터 침입시 고립공간, 펜

스, 해안접경지역, 정문 중 하나를 거쳐야 하며, 고립공간을 침입세력이 

침투경로로 선택하는 경우 고립공간으로부터 문, 개인출입구, 벽 중 하

나의 방호설비로 침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7 침입경로를 정의하기 위한 메뉴 선택화면

그림 4-18 방호설비간의 침입경로를 입력하고 있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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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방호설비를 이동한 화면

그림 4-18에서 나열한 방호설비가 충분한 여유공간이 없어서 침입

경로의 표시가 불확실하다. 고립공간에서 벽으로의 침입경로가 개인출

입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데 이때 사용자는 벽, 

문, 개인출입구가 차지하고 있는 화면상의 위치를 개별의 침입경로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동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동방법은 단

순히 이동하고자 하는 방호설비를 선택하여(mouse click) 원하는 위치

까지 끌어가면(click and drag)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벽, 문, 개인출입

구를 이동한 화면이 그림 4-19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침

입경로를 완전히 정의한 화면이 그림 4-20에 나타나 있다. 그림 4-20에

서 보면 가능한 모든 침입경로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는 정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안접경지역에서 벽으로의 침입경

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해안지역으로 침투한 침입세력이 벽을 

통과하지 않고 문이나 개인 출입구로 잠입함을 가정한 것으로 기본적으

로는 설계기준위협(DBT)에 근거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즉, 설계기준위

협으로부터 침입세력의 능력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해야 하는 

침입경로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입력방법은 현실적

으로 불합리한 침입경로를 소프트웨어가 고려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

는 효과가 있다. 불합리한 침입경로의 산출은 SAVI의 단점중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중인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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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SAVI의 개선점 중 하나

는 침입경로의 단순화 다. 침입경로의 단순화란 SAVI가 사용하는 

ASD에서의 물리적 계층(Physical Layer)을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파

생되는 문제점으로 두 개의 인접한 물리적 계층간의 거리 즉, 침입소요

시간은 방호설비간의 거리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ASD

로 위의 방호시스템을 설정하는 경우 고립공간으로부터 문, 벽, 개인출

입구 등으로의 거리는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으나 본 연구에서 개

발중인 소프트웨어는 세 개의 방호설비간 거리를 상이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고립공간과 문 사이의 침입경로를 

100m라하고 고립공간과 벽 사이를 70m, 고립공간과 개인출입구간의 거

리를 250m로 서로 다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4-20 침입경로를 완전히 정의한 화면

  나. 방호설비의 속성입력

방호설비에 대한 입력이 완료된 후 사용자는 각 방호설비의 속

성을 입력하여야 한다. 펜스의 경우 현재까지의 입력사항은 단순히 펜

스가 존재함을 소프트웨어에 입력한 것이며 어떠한 특성 혹은 방호능력

을 가진 펜스인지는 아직 입력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속성입력은 입

력하고자하는 방호설비를 두 번 물러 생성되는 속성입력윈도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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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그림 4-21은 시설외부에 대한 속성입력윈도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1 시설외부의 속성입력화면

시설외부의 속성은 단순히 방호시설 혹은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하

는 방호시스템의 명칭과 위치정보이다. 시설명칭은 초기설정치인 

“Unnamed PE"로 되어 있는데 이를 수정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력 역내의 시설외부를 표시하는 아래쪽 직사각형내의 내용이 수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바뀐다. 위치정보는 평가하고자하는 방호시스템에 관

한 기타 상세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사실상 시설

외부는 방호설비의 한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방호능력에 관한 입력방법

이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방호시설은 시설외부의 속성입

력윈도우와 같은 일반사항을 입력받는 윈도우를 제공하여 방호시설의 

명칭 및 세부기술사항을 입력하게 설계된다. 그림 4-22는 펜스에 대한 

일반사항을 입력받는 속성입력윈도우를 보여준다. 전형적인 방호설비인 

펜스는 그림 4-6에서 보여주고 있는 위치에 따른 데이터입력 구분 방식

에 따라 속성을 입력하게 된다. 그림 4-23에서 보면 속성입력윈도우가 

펜스외부, 지연시설물, 펜스내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경비체계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펜스는 일반적으로 

감지 및 지연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방호시설의 하나이다. 펜스

에 감지기(sensors)를 부착하여 침입감지를 수행하는 한편 강도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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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침입세력의 진행을 지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예에서는 펜스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

림 4-22에서는 시설외부와 접해있는 펜스외부에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

는 경우 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본 예에서는 적외선 센서와 진동센서

가 설치되어 있음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는 화면을 보여준다. SAVI

는 하나의 위치에 다수의 감지기를 복수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본 소프트웨어는 다수의 감지기를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4-22 펜스의 일반사항 입력화면

그림 4-23 펜스외부의 속성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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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에서는 펜스가 가지는 지연기능에 대한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속성입력윈도우를 보여주고 있다. 펜스의 강도 및 높이가 입력될 

수 있으며 또한 차량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지연시설물에 대한 데이

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24 펜스의 지연기능 속성 입력화면

그림 4-25는 이중펜스로 구성된 경우 방호목표물과 인접하고 있는 

펜스내부에 관한 데이터 입력화면으로 그림 4-23와 동일한 감지기 관련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펜스외부와 동일하게 복수

개의 감지기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림 4-25 펜스내부의 속성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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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에서는 펜스와 관련된 경비의 운용상황을 입력하는 화면

으로 관측가능성, 순찰의 방법, 경비의 무장정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그림 4-26 펜스관련 경비체계 입력화면

방호시스템은 방호를 요구하는 특정의 핵물질이나 시설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런 방호목표물에 대한 정보는 침입세력의 침입방법이나 대응

전략과 매우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유효성 평가시 방호목표물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하며 방호목표물에 대한 속성을 입력하는 화면이 그림 4-27에 

나타나 있다. 입력사항은 대응전략의 Denial 혹은 Containment를 결정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 추가사항

현재의 프로토타입은 시설입력부분만이 구현되어 있으며, 유효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분석과정은 구현되어 있지 않다. 이는 방호설비 각

각에 관한 성능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지 못

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유효성 척도 예를 들면 CDP, PI, TRI 등의 

계산이 난이도가 높은 과정이 아니므로 프로토타입에서 구현되지 않았

을 지라도 실제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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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목표물의 속성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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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

발하기 위해서는 방호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최초

설계를 수행한 후, 설계된 시스템의 유효성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하여 최종 방

호시스템의 체계를 확정한다. 방호시스템의 목적을 정의하기 위해서 설

계자는 시설의 운 , 조건, 기능 등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정보를 수집하

여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예상위협을 정의한다. 예상위협

의 내용은 예상침입자의 부류, 예상전술, 능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방

호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을 정의할 때는 방호대상(target)을 분명히 정의

하여 무엇을 방호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되어야 한다. 방호 시

스템의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호시스템의 초기

설계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자는 울타리, 건물, 침입 감지기,  통

신 기기 등의 요소 부분들을 조합하여 최적의 방호체계를 구성한다. 일

단 물리적 방호 시스템의 1차 설계안이 작성되면, 이 최초설계가 설정

된 시스템의 목표와 목적을 만족하는 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평가는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각각이 아닌 종합적으

로 통합된 성능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 유효성 평가방법에는 

수학적인 모델링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시설에 사용되는 물리적 방호기기는 내-외곽 울타리 및 침입 감지 

센서, 경보전달 및 확인 시스템, 접근 지연 설비, 출입통제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탐지 및 지연 설비와 불법침투에 대한 대응체제가 

통합되어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체계가 확립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평가시 검증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다.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위해 방호시스템의 평가에 필요한 입력요소

인 침입세력과 성능척도를 분석하 고 기존 유효성평가 도구에 대한 검

토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할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기능요건을 설정하 고 프로토타입을 제시하 다. 이 프로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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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유효성평가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SAVI와 같은 프로그램에 비해 

사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방호시설관련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유연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보다 적합한 혹은 정확한 방호설비 성

능데이터의 입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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