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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사고관리 종합 평가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과제의 최종 연구 목적은 사고관리 지원 기술의 개발로서,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방법 및 지원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JCO 핵임계 사고 등 일련의 사건 사고를 통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특히 이런 사고를 통해 인

적요인과 사고관리(accident managemen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에 도입된 중대사고대책에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하여 PSA의 수행을 통한 안전성 평

가 및 취약점 개선, 사고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위험도 감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 5,6호기를 시작으로 중대사고관리지침서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교육,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대사고관리의 도입에 따라 중대사고관리 전략을 평가하는 방법과 비상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고의 예방 관점에서는 실시간으로 원전 위

험도를 감시하고 일정한 수준의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및 사고를 통해 원전 안전에 미치는 인적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인적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야 한다. 또한 중대사고 대응능력 제고 관점에서는 중대사고 시 이를 대처하는 비상 

요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지원시스템과 평상 시 중대사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는 연구 목표를 ‘사고의 예방과 중대사고 시 운전원 대응능력 제고’

로 설정하고 사고관리 요소 기술을 개발하 다. 이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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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 방향의 연구를 추진하 다. 첫째 사고의 예방 관점에서는 실시간 원전 위험도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적오류 평가 및 감소 방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둘째 중대사고 대응능력 제고 관점에서는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훈련 및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에는 중대사고관리 훈련시뮬레이터를 포함한 훈련도구의 개

발과 소외 리스크 평가 및 비상대응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는 첫째, 사고관리 시 인적요인 분석 방법 및 평가 체

계를 개발하 다. 인적요인 분류체계, 오류분석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 오류의 정성

적/정량적 분석 방법을 개발하 으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인적 수행도를 분석하

다. 

둘째, 사고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을 개발하 다. 광 부지를 대상으로 소외 리

스크를 평가하여 Risk DB를 구축하고, 비상대응 최적화 방법론을 개발하 다. 또한 

소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인 NARIS를 개발하 다.  

셋째, 중대사고관리 지원 및 훈련도구인 SAMAT를 개발하 다. SAMAT는 

MELCOR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사고 그래픽 시뮬레이터, 중대사고관리 전산지침서, 

지식기반 DB 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실시간 종합 안전성 감시 시스템인 DynaRM을 개발하 다. 울진 3,4호기 

리스크 모니터용 PSA 모델과 S/W를 개발하 으며, 발전소 기기상태 정보 입력을 

위해 Tagging System을 개발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개발한 연구결과물인 DyanRM, SAMAT, NARIS 등은 국내 사고

관리 이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도구로서, 발전소 현장에 설치되어 사용될 계획

이다. DyanRM은 울진 2발전소의 실시간 위험도 감시 및 정비계획에 활용될 예정이

며, SAMAT는 중대사고관리의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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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요약문)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Integrated Accident Management Assessment Technolog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project aims to develop critical technologies for accident management 

through securing evaluation frameworks and supporting tools, in order to enhance 

capabilities coping with severe accidents. 

Recently, several accidents including the JCO accident occurred in Japan have 

arouse public concerns for nuclear safety, especially for the importance of human 

factors that can cause these accidents. In addition, according to severe accident 

counterplans of Korea, it is mandatory for all nuclear power plants being 

commercially operated to perform several activities including on-line risk 

monitoring, settlement/implementation of accident management plans and remedies 

to resolve drawbacks revealed through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Thus, to satisfy these requirements, activities to prepare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s for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started 

from Younggwang 5 and 6 unit, and detailed education/training based on these 

guidelines will be started soon. This means that researches for both framework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and 

enhancing capabilities to cope with various emergency situations are very needed.

In other words, in the view of accident prevention, it is needed to develop a 

system which can simultaneously monitor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so 

that required safety level can be always secured. More over, since most of 

accidents and accidents indicated that human factors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degrad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it is 

also needed to develop an appropriate framework which can not only eval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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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factors but also suggest effective remedies to ensur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At the same time, in the view of enhancing capabilities to cope with severe 

accident management, it is needed to develop both a supporting system to 

facilitate decision-making under emergencies and a education/training system to 

repetitively excercise critical activities for accident management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project, to fulfill the research goal established as "accident prevention 

and enhancing capabilities coping with severe accidents," critical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wo kinds of research directions. Firstly, under the 

viewpoint of accident prevention, on-line risk monitoring system and the 

framework to evaluate/reduce human errors have been developed. Secondly, the 

training/supporting systems including the training simulator and the off-site risk 

evaluation system have been developed to enhance capabilities coping with severe 

accidents. In addition, research for optimization of emergency responses has been 

performed to facilitate selecting the most effective one among many kinds of 

emergency response plans.  

IV. Results of the Study 

Four kinds of important research results have been obtained from this 

project. Firstly, the framework that can be used to analysis/evaluate human 

factors for accident managements has been developed. In this framework, 

taxonomies for human factors, task analysis method to analyze human error, 

qualitative/quantitative human error analysis method and analyzing human 

performance using a full-scope simulator were included.

As the second, the supporting system for accident managements has been 

developed. Using data that are obtained through the evaluation of off-site risk 

for Younggwang site, the risk database as well as the methodology for 

optimizing emergency responses has been constructed. In addition, based on these 

data, NARIS that can be used to facilitate off-site risk managements has been 

developed.

As the third, SAMAT that can be used as the supporting tool for both 

severe accident managements and the operators' training has been developed. 

SAMAT includes severe accident graphic simulator based on MELCO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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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ized guidelines for severe accident managements and knowledge 

database that can provide the operators with useful information for typical severe 

accident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hydrogen explosion.  

Finally, on-line risk monitoring system, DynaRM, has been developed for 

Ulchin 3 and 4 unit. To do this, PSA model and associated software for risk 

monitoring has been constructed, and the tagging system has been also 

developed in order to facilitate feeding required information (such as plant 

configurations) into the DynaRM,

V. Proposals for Application

Research results from this project, such as DynaRM, SAMAT and NARIS, 

are so critical supporting tools to implement accident management plans that 

they can be installed and used for being commercially operated nuclear power 

plants. For example, DynaRM will be installed in Ulchin site in order for 

monitoring on-line risk and planning maintenance schedules, and SAMAT will be 

used for the operators' education/training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coping 

with severe accidents. In addition, the evaluation framework for human factors 

will be used as the basis for developing methodologies/technologies associated 

with the enhancement of huma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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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JCO 핵임계 사고, 월성 중수누출 사건, 울산 방사능오염 

사고 등 일련의 사건 사고를 통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특히 이런 사건 및 사고를 통해 설비의 기계적인 고장보다는 이를 

운 하는 인간이나 조직 관리상의 문제가 안전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 초기의 비상 대응과 장기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는 

사고관리(accident managemen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준

비가 진행되어 왔으며 중대사고 대책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관리는 그 목표가 사고의 진행에 따라 노심손상 방지, 원자로 및 1차측 압력 경

계 파손 방지, 격납건물 파손 방지, 핵분열 생성물 방출 방지, 방사선에 의한 환경 

피해의 최소화 등으로 달라지게 되며, 이런 안전목표(safety goal)에 따라 사고관리

에 사용되는 전략과 가용정보 및 자원 또한 다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원자력발

전소의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인적, 경제적 위험(risk)을 최소화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중대사고대책(안)이 제정[과기부, 2000]되고 이에 따라 산업체의 이

행 계획이 제시되었고, 발전소별로 중대사고계획 및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중

대사고대책(안)에는 모든 원전에 대한 PSA의 수행을 통한 안전성 평가 및 취약점 

개선과 사고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위험도 감시를 요구하고 있다. 사고관리계획

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대사고관리의 5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즉 중대사고관

리 전략의 분석, 의사결정 체제의 분석, 계측기 및 필수 정보 분석, 중대사고관리 지

침서 및 절차서의 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고관리 

이행 계획에 따라 표준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지침서가 개발되었으며[정광섭, 1999], 

이를 바탕으로 광 5,6호기 중대사고관리지침서[한국수력원자력(주), 2001]가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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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후속 호기에 대한 지침서가 작성 중에 있다. 

중대사고관리지침서가 작성됨에 따라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기본적

인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체계가 실제 중대사고 대응능력의 확

보 및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중

대사고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

로는 중대사고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연구와 중대사고가 발

생하 을 때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고의 예방 관점에서는 실

시간으로 원전 위험도를 감시하고 일정한 수준의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및 사고를 통해 원전 안전에 미치는 인적요인의 중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적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

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중대사고 대응능력 제고 관점에서는 중대사고 시 

이를 대처하는 비상 요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지원시스템과 평상 시 중대사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대사고관리지침서가 개발되었고, 한수원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교육 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사고란 사고의 진행과 현상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는 분야

로서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 준비된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내용도 지극히 기

본적인 안전 전략만을 지침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중대사고지침서

에 포함된 여러 가지 중대사고 전략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교육 및 훈련 환경과 체계 하에서는 중대사고관리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하기 힘들고, 중대사고에 관련된 전략 및 현상이 운전에 익숙한 현장 종사자들에게

는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대사고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높이기 위

해서는 중대사고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지원도구나 교육 및 훈련도구의 개발

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고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은 일차적으로는 국내 원전의 중

대사고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

이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일련의 사건 및 사고로 고조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나아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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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과제의 최종 연구 목적은 사고관리 지원 기술의 개발로서,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방법 및 지원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연구 목표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의 예방과 중대사

고 시 운전원 대응능력 제고를 설정하고 사고관리 요소 기술을 개발하 다. 이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방향의 연구를 추진하 다. 첫째 사고의 예방 관점

에서는 실시간 원전 위험도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적오류 평가 및 감소 방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둘째 중대사고 대응능력 제고 관점에서는 중대사

고관리에 대한 훈련 및 지원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에는 중대사고관리 훈련시뮬레

이터를 포함한 훈련도구의 개발과 소외 리스크 평가 및 비상대응 최적화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 다.  

• 3,4
• ( )
• 3,4
• ( )

•
•
•

•
•
•

•
• SPDS 
• KB

•
• SPDS 
• KB

•
•
•

•
•
•

+

+

그림 1.  ‘사고관리종합평가기술개발’ 과제 연구 목표 달성 추진 체계



- 4 -

본 과제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관리 시 인적요인 분석 방법 및 평가 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 다. 인적요인 분석 방법 개발로는 분류체계의 개발, 오류분석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의 개발, 오류의 정성적/정량적 분석 방법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부수적으로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인적수행도 분석과 절차 복잡도 평가 기술의 개발이 수행되었

다. 

둘째, 사고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소외 리스크 관리 

지원시스템 개발로는 광 부지에 대한 계절별/시나리오별 소외 리스크 평가, 비상

대응 최적화 방법 개발, 소외 리스크 관리 지원시스템 개발이 수행되었다. 또한 중

대사고 SPDS와 비상운전지원시스템 KOSSN 개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셋째, 중대사고관리 지원 및 훈련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여기에

는 MELCOR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사고 그래픽 시뮬레이터의 개발, 중대사고관리 

전산 지침서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사고관리 지원시스템 개발이 포함되

어 있다. 또한 훈련 시나리오의 개발과 평가 등도 함께 수행되었다. 

넷째, 실시간 종합 안전성 감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울진 

3,4호기용 위험도 감시(리스크 모니터)용 PSA 모델의 개발과 리스크 모니터 S/W 

개발이 수행되었다. 또한 위험도 감시를 위한 발전소 기기상태 정보 입력을 위해 

Tagging System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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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인적요인 분석 방법 및 평가 체계 개발

차세대 HRA 방법 개발과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

다. 정성적 오류분석 모델 및 방법으로 SRK [Rasmussen, 1981, 1986], GEMS 

[Reason, 1990], PHECA [Whalley, 1987], SHERPA [Embrey, 1986], HRMS 

[Kirwan, 1997], CREAM [Hollnagel, 1998], MERMOS [Le Bot, 1999; Bieder, 1999], 

ATHEANA [USNRC, 2000] 등이 제안되어 왔으며, 이 중 최근에 개발되고 시범 검

토 및 적용되고 있는 방법은 CREAM, MERMOS, ATHEANA 등이다.

CREAM 방법은 유럽의 Dr. Hollnagel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현재 OECD 

Halden Reactor Project의 차세대 주제어실 모의제어반을 이용하여 실험․검증 중에 

있다. CREAM 은 상황인자, 단순 인지모형(SMoC: Simple Model of Cognition)과 

인지기능별 오류유형을 바탕으로 직무와 전반적인 상황정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

생 가능한 오류유형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오류분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로

서는 적용분야에 특별한 분석방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generic) 분석방법에 가까운 

것으로,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 지침(guidance)이 요구되는 방법이

다[Collier, 2001].

MERMOS 는 프랑스의 N4 원전의 PSA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시스템의 안전요

건(safety requirement)의 성공 관점에서 인적요소의 임무(human factor mission)를 

정의하고, SAD(Strategy; Diagnosis; Action) 모형에 따라 전략, 진단, 행위 등 세 

가지 기능 면에서 안전요건을 상세히 구분한 다음, 각 기능별로 가능한 실패 시나리

오를 밝혀내는 과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MERMOS 방법은 오류상황 및 작업상

황에 대해 분석자의 충분한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방법으로, 정성 및 정량 분석에 

많은 분석 자원(resource)이 요구된다. 또한 이 방법은 운전원의 오류유형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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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다루고 있지 않다. 

ATHEANA 방법은 미국 NRC 주도하에 다수의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기존 PSA 체제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운전원의 부적절한 운전원 개입(inappropriate 

intervention)인 EOC(Error of Commission)를 포함한 다양한 오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원전의 실제 운전 경험과 원전 고유의 물리적 특성을 상세히 반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ATHEANA 는 원전 운 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

로 EOC를 포함한 다양한 오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개선된 방법으로 알

려져 있으나, 실제 활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분석 자원이 요구되는 점과 정량적 

평가 방법의 필요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개발된 위의 방법들을 포함한 다수의 차세대 HRA 방법들이 제안되었지

만, 적절한 분석 자원을 활용하면서 원전 안전성 분석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직무분석방법인 구조적 정보분

석(SIA) 방법 및 인적오류분석 방법 AGAPE-ET는 기존의 방법들이 누락하고 있는 

HRA를 위한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원전 비상운전 직무의 오류분석과 오류감소 방안

의 확보에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한 분석 자원으로 분석 가능한 실용적인 HRA 방법

이다.

인적오류의 감소를 위해 고려되어 왔던 대표적인 방법은 인적신뢰도분석 

(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HRA 방법들이 제안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HRA를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HRA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HRA 입력자료)들이 사용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HRA 입력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자료들의 취득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자료수집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

일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표 1은 각 국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연구상황을 정

리하여 보여준다.

또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경우 실제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비정상 및 비

상 상황들을 모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 및 비상 상황 하에서 인적오류에 향

을 줄 수 있는 인적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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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유로 인해 각 국에서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자료 수집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

다. 

표 1.  각 국의 시뮬레이터 활용 상황

국가 연구 목적 비고

일본 1∼5 주로 NUPEC 쪽에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수행.

중국 1, 4 주로 비상상황에만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

미국 1∼6 전 범위에 걸친 연구를 수행

대만 6
열수력 분석(RELAP5 등을 사용)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운전절차서에 제시된 운전원 조치사항들의 효율성을 확인.

슬로베니

아
1, 6

TH 분석을 통해 주요 운전원 직무의 수행시간 범위 (예를 들

어 30분 이내 등)를 정한 후, 이를 통해 비상운전절차서의 효

율성 및 문제점을 평가.

독일 6 중대사고에 대해 개발된 절차서의 효율성를 평가.

프랑스 2∼5 주로 EdF에서 활발히 수행 중

캐나다 2 원자력과 다른 산업체의 자료 비교에도 관심이 있음 

Halden 2, 3 
RISO Lab.에서 수행. 시뮬레이터 자료 뿐 아니라 다른 산업체

의 자료들도 모두 포함하는 DB를 1999년에 완성함.

체코 2, 3, 6 미국 DOE의 지원으로 수행

1. 안전관련 조치사항들에 대한 평균 수행시간 측정

2. 관찰된 운전원 오류들에 대한 분류 및 분석

3. Performance shaping factor들에 대한 분류 및 분석

4. 사고 시작시간부터의 경과시간에 대한 운전원 오류확률 예측 

5. 사고 진단을 위해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시간 등에 대한 상세 분석  

6. 운전절차서 (정상, 비정상 및 비상 등을 모두 포함)들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

그러나 HRA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들 중 “운전원이 주어진 직무, 절차단

계 및 조치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부하” 등과 같은 정보는 그 특성

상 전문가 판단과 같은 주관적인 방법으로 밖에 제시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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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개발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은 사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훌륭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 최근에는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FRMAC(Federal Radiological Monitoring and Assessment Center)는 

방사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GIS를 활용하여 데이터관리 및 통신과정을 개선시

키기 위해 FASER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PNL에서는 FEMIS를 개발하 으며 

이는 비상관리의 모든 단계별 조치를 통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비상계획시 

계획, 조정, 대응, 훈련 등의 모든 조치들을 결정하기 위한 지원도구로써 이용되고 

있다. 또한, 체르노빌 사고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방사능 오염 지역 주민

들에게 사고로 인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교육시키고 이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개선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로 인한 소외 리스크를 펑가하고 수

치지도 상에 도시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NARIS는 이와 같은 지리정보 시스

템,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한 공간 의사결

정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계적인 연구 경향을 반 한 첨단연구로써 사고로 인

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향 최소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써 그 활용 가

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중대사고관리 지원 및 훈련도구 개발 

발전소의 정상운전 및 비상운전 시에 운전원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원지원시스

템은, 국내외의 여러 발전소에서 이미 설치되어 운  중에 있는 것도 있으며, 설계가 

진행 중인 시스템들도 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중인 발전소들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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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지원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는 미래 원자로

의 제어실에 적합한 경보시스템인 AWARE (Advanced Alarm Management 

System), [Richelle, 1994; Easter, 1992], 노심감시계통인 BEACON (Revolutionary 

Core Monitoring System) [Beard, 1990; Nguyen, 1992], 그리고 절차서 전산화 시스

템인 COMPRO (Computerized Procedures Package) [Lipner, 1985]를 개발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에는 HMI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간 모델을 모사한 

시스템인 Cognitive and Action Modeling of Erring Operator (CAMEO)을 개발하

다[Satoh, 1994; Yushi, 1996; Fujita, 1994].  

그러나 중대사고관리를 지원하거나 훈련하기 위한 시스템은 개발된 것은 극히 

적다. ADAMS 등 중대사고 분석을 위한 코드 입출력 모듈을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

여주는 시스템들이 있으나, 중대사고 해석 지원용으로 개발되어 훈련 및 교육에 적

합하지 못하다.   

4.   실시간 종합 안전성 감시 시스템 개발 

원전 실시간 안전성 감시 시스템(리스크 모니터)은 국외에선 9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어 사용하기 시작하 으며, Safety Monitor, EOOS, ORAM/SENTIEL의 3가

지 리스크 모니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Shepherd, 2002]. 

• Safety Monitor : Safety Monitor는 美 Scientech에 의해 개발되어서, 현재 

29개 발전소 및 US NRC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현재 사용

자 그룹의 피드백을 거처 계속 수정 및 보완되어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 Equipment Out Of Service (EOOS) : EOOS는 EPRI/ SAIC에 의해 개발되

어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계속하여 버전업되고 있는 중이다. EOOS는 

Cut-set관련된 세 가지 사용 옵션을 제공하는데, 첫째, Cut-set 재생성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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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Cut-set 사용 그리고 셋째, 앞의 두 방법의 혼합형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ORAM/SENTINEL : Outag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RAM) 

and SENTINEL은 ERIN에서 개발된 리스크 모니터 소프트웨어로, ORAM

은 Shutdown 위험도 관리를 위해 사용되며, 현재 미국의 38개 발전소에서 

사용 중에 있다. 또한 SENTINEL은 ORAM을 power 위험도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장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다.

위와 같이 발전소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리스크 모니터 이외에도,  각 

국가 및 기관/발전소 별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

과 같다.

• ESSM : ESSM(Essential Systems Status Monitor) 은 국의 Isograph에 

의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서, 엄격한 V&V를 거처 현재 국 규제기관으

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로서, 하나의 고장 수목을 이용하여 발전

소의 각종 배열 변경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 LINKITT : LINKITT 은 Tonress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스크 모니터 

소프트웨어로서,  윈도우 환경 하에서 작동하며, cut-set 최소화를 위해 사용

되고 있으며, 엄격한 V&V를 거쳐 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소프

트웨어이다.

• MARE : MARE는 스페인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EEAA에 의해서 개발된 소

프트웨어로서 PSA모델을 정량화 하기 위해 RISK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 Risk Supervisor : Risk Supervisor는 Paks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개발된 소

프트웨어로서 Risk Spectrum을 사용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수월한 것이 

특징이며, 현재 윈도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중에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리스크 모니터는 개발  단계를  지나  발전소에  적극적으

로  도입  사용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정비규정(M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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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Rule) 도입이후 리스크 모니터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외에 

국, 독일,  일본,  대만  등의 발전소에서도  사용  중에 있다.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인적요인 분석 방법 및 평가 체계 개발

인적오류분석 방법 개발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서는 회고적 분석 방법으로 EPRI 

HPES [EPRI, 1987]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선한 K-HPES [KEPRI, 1998]가 있으

며, 예측적 오류분석 방법으로는 IAD (Industrial Accident Dynamics) [이용희, 

1986] 기법을 원전 사고관리 직무의 오류분석에 시도한 사례가 있으며, 인간신뢰도

분석 방법의 개발로서 ASEP [Swain, 1987] HRA 방법을 국내 전문가의 HRA 경험

을 바탕으로 개선․개정한 K-HRA [정원대, 2000b] 방법이 제안되었고 국내 HRA에 

활용중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RA를 위한 SIA 및 인적오류분석 및 평가 방법 

AGAPE-ET 개발은 정성적 오류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HRA 방법의 개발 관

점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개발이며, 차후의 국내 원전의 차세대 HRA 방법 및 

타산업의 인적오류분석 방법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18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상업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HRA 

수행에 있어서 국내에서 개발된 방법이나 입력자료를 사용하기 보다는 외국에서 제

안된 HRA 방법이나 입력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인

적오류 또는 인적수행도는 각 나라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할 경우 실제적인 분석결

과는 내기 힘들다는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국내의 특성을 반 한 HRA 방

법이나 HRA 입력자료 생산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시뮬레이터를 통한 인적수행도 자료 수

집 및 분석을 통해 구축된 HPDB는 HRA 수행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줄 수 있고, 또

한 SC 평가척도를 통해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주로 의존해 왔던 직무 복잡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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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HRA 수행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 된

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① 인적수행도에 향을 주는 수행 향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들의 

종류 및 그 향

② 비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된 취약점 파악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 제시

③ 운전원의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훈련 효율성 향상

2.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개발

국내에서는 원전의 중대사고시 피폭선량을 계산하고 도시하는 프로그램인 

CARE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사고시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

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BARA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고시 발

생하는 피폭선량 등을 계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AEA에서 개발한 INTERRAS라

는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NARIS는 원전

의 중대사고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선량 뿐만 아니라 사

고로 인한 리스크까지 계산이 가능하며 결과를 수치지도 상에 도시하여 비교, 분석

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지역 및 피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비

상대응 훈련시에는 가상 사고에 대한 피해 예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

하다. 또한, 사전에 가상 사고에 대한 방사선원 방출량을 토대로 계산결과를 데이터

베이스 형태로 저장하여 실제 사고시 신속한 피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비상대응 수단 선정을 위한 자료 제공이 용이하다. 

3.   중대사고관리 지원 및 훈련도구 개발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은 국내에서도 이미 시작되었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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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997; 정광섭, 2000a, 2000b], 그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중대사고관리지침서[정광

섭, 1999, 2000c]가 개발되어졌다. 이 지침서의 수정 및 보완이 완료되어져 현장에 

적용되어지게 되면, 국내 중대사고관리 체제의 논리의 기준으로 설정되어진다. 따라

서 이 지침서의 수행 논리를 기준으로 하여,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인 SAMAT체계가 개발되어졌다. 중대사고 훈련용 그래픽 시

뮬레이터(SATS)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Pre-, Post-Processor 개발 흐름에 따라 

입력제어 프로그램, 발전소 Visualization, 의 그래프처리 자동화 등 다양한 연구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RELAP의 SNAP, RETRAN의 RRE 등과 같은 전처리기 

(pre-processor)와 MAAP-GRAAP, ATLAS, SIPA-Post Accident Simulator 등과 

같은 후처리기 (post-processor)등의 대표적 외국 개발 사례들의 맥을 잇고 있다

[Nguyen, 1992, Adorjan, 1994, 1996]. SATS는 기존의 그래프 중심 중대사고 해석에

서 시각화를 통한 발전소 거동의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중대사고시 실시간 제어 모

의를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지난 몇 년간에 걸쳐 개발한 시각화 및 실시간 제어 기

술을 MELCOR 중대사고 해석코드의 전처리 및 후처리기 개발로 확장시키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4.   실시간 종합 안전성 감시 시스템 개발 

국내에서 실시간 안전성 감시 시스템이라 함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를 시

초로 하여 연구 및 개발되어 왔으면 근래에는 한국 전력 기술에서도 자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EPSI : PEPSI는 KAERI에서 1990년도에 개발된 국내 최초의 리스크 모니

터인데, 발전소의 실제 적용보다는 세계 최초로 안전성 감시라는 개념의 제

안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다[Jangsc, 1990].

• Risk Monster : Risk Monster는 KAERI에서 개발한 리스크 모니터로서 

PEPSI를 만들었던 기술을 바탕으로  EOOS 기능을  모델로  개발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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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이다. Risk Monster는 SAIC의 고장수목을 다루는 API 함수를 사용하여 

개발하 기 때문에 실제 국내 원전에서 활용할 때에는 라이선스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2001년부터 새롭게 설계 및 프로그램을 하여 

DynaRM이란 이름으로 개발하 다[김길유, 1997]. 

• DynaRM :  DynaRM은 KAERI에서 Risk Monster를 국내 원전 활용시 문

제가 될 수 있는 라이선스 문제 및 국내 원전 환경 맞춰 새롭게 개발한 소

프트웨어로, 울진 3, 4호기에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어 현재 울진 제 2발전소

에서 사용 중에 있다. 따라서 DynaRM은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최초의 실

시간 안전성 감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김승환, 2002].

• RIMS : RIMS는  기술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리 3,4  호기용으로 사

용되기 위하여 한국전력기술(KOPEC)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서 2003년도 완성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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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사고관리 인적요인 평가 기술 개발 

1.  인적오류 분석 및 체계 개발

가.  인적오류 분류체계 개발 

본 절은 인적오류분석 방법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인적오류 분류체계에 대

해 기술한다. 대표적인 오류 모형으로 알려져 있는 Rasmussen의 오류 모델과 분류

체계 [Rasmussen, 1981] 에 따라, 상황 및 향인자, 오류 메커니즘, 오류유형에 대

한 분류체계를 정리하 다. 이 중 오류 메커니즘과 오류유형에 관한 분류체계는 몇

몇 관련 문헌들로부터 정리하여 사용하 으며, 상황 및 향인자 (이하 향인자) 

분류체계는 인적오류분석 및 정량적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세

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분류체계를 수립하 다. 표 2는 인적오류 분야에서 자주 언

급되는 오류 메커니즘을 정리한 것이다. 오류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은 참고문헌 

[Kirwan, 1994; Reason, 1990; Rasmussen, 1981; Hollnagel, 1998] 등에 기술되어 있

다. 그리고 표 3은 본 중장기 연구에서 개발한 인적오류분석 방법인 AGAPE-ET 방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지기능별 오류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세

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수립한 향인자 분류체계에 대해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원전 비상운전 시의 인적오류 향

인자 분류체계를 수립하 다.

첫째, 여러 문헌자료로부터 기존의 인적요소 분석에서 제안되었던 상세 향인

자 분류체계와 HRA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분류체계를 수집하여 하나의 새로운 향

인자 집합을 생성하 다. 상세 향인자 분류체계로서는 CSNI's Taxonomy 

[Rasmussen, 1981], THERP [Swain & Guttmann, 1983], HEART [Williams, 1988], 

PHECA [Whalley, 1987], Gerdes' Influencing Factors [Gerdes, 1997], Bellamy's 

PSF [Bellamy, 1991] 등 총 6개의 분류체계를 검토하 고, HRA를 위한 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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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로서는 SLIM [Embrey, 1984; Chu, 1994], INTENT [Gertman,1992], IDA 

[Phillips, 1990], HRMS [Kirwan, 1997], Julius' [Julius, 1995], Macwan's [Macwan, 

1994], INCORECT [Kontogiannis, 1997], CREAM [Hollnagel, 1998], 

Taylor-Adams' [Taylor-Adams, 1995], Rogers' [Gibson, 1998] 등 총 10개의 분류

체계를 검토하 다. 이들 분류체계들로부터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전체 향

인자 집합을 완성하고, HRA에서 사용하고 있는 향인자와 비교하여 HRA에서 사

용하고 있는 인자의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은 참고문헌 

[김재환, 1999a; Kim, 1999] 등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둘째, 원전 비상운전 시의 상황적 특성을 정리한 후, 첫째 단계에서 생성한 

향인자 집합으로부터 비상운전 시의 직무 및 상황 특성과 관련한 향인자를 선정

하 다. 원전 비상운전 시의 상황적 특성은 표 4에 요약 정리하 다. 이러한 비상운

전 시의 상황적 특성을 반 하여 선정한 향인자 집합은 참고문헌 [김재환, 1999a] 

및 [김재환, 2001b] 등에 정리하고 있다.

셋째, 원전 비상운전 직무의 오류분석 및 평가를 위한 향인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 둘째 단계에서 선정한 향인자들을 재조정 및 통합 구

성함으로써 원전 인적오류분석 및 평가를 위한 새로운 향인자 분류체계를 수립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향인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능한 한 모든 중요한 인적오류 향인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  인자들간에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  오류 발생에 일차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자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  오류분석에 실제적으로 반  가능한 인자들을 선정한다.

●  실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인자들을 선정한다.

●  인자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위와 같은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표 향인자는 ‘운전원의 

훈련 및 경험 내용과 수준’, ‘절차서의 가용성 및 수준’, ‘동시목표 및 동시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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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형 및 특성’, ‘정보의 가용성 및 수준’, ‘주요 변수의 상태 및 추이’, ‘안전계통

의 상태’, ‘가용한 시간 및 시간 긴급성’, ‘물리적 작업환경’, ‘팀 협력 및 의사소통’, 

‘발전소 정책 및 안전문화’ 등 11개 인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세부 인자는 표 5에 정

리한 것과 같다.

또한, 구축한 분류체계는 TMI 원전 사고, Chernobyl 원전 사고, JCO 핵연료 변

환공장 사고 등 세 개의 원자력 산업 사고에 기여했던 인적요소를 분석․검증함으

로써 적절성을 입증하 다[김재환, 2001b].

표 2. 인적오류의 대표적인 오류 메커니즘

Attention failure: lapse of attention

Bounded rationality

Cognitive/stimulus overload

Confirmation bias

Encystment

Failure to consider special circumstances

Forget isolated act

Frequency gambling

Imperfect rationality

Memory failure

Misinterpretation

Mistake among alternatives

Motor variability

Need for information not prompted

Other slip of memory

Overconfidence

Oversimplification

Place losing error

Reluctant rationality

Risk taking

Short cut invoked

Signal absent

Signal-discrimination failure

Signal unreliable

Similarity matching

Stereotype fixation

Stereotype takeover

Thematic vagabonding

Topographic or spatial orientation inadequate

Vigilance failure: lapse of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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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지기능별 오류유형

인지 기능 인지 오류유형

상황 및 직무인식
-  인식 누락/지연

-  잘못된 인식

정보수집
-  정보 누락

-  잘못된 정보수집

상태파악

-  상태파악 못함

-  불완전한 상태파악

-  잘못된 상태파악

계획 및 결정

-  계획 못함

-  불완전한 계획/결정

-  잘못된 계획/결정

-  의도적 규칙 위반

직무수행

-  부적절한 제어수행

-  잘못된 수행시점

-  잘못된 수행순서

-  잘못된 대상선택

-  수행 누락

-  유사직무 수행

표 4. 원전 비상직무의 상황적 특성 및 관련 인적요소

원전 비상직무의 주요 상황적 특성 관련 인적요소

- 인지적인 직무들로 구성 (관찰, 진단, 

의사결정, 계획 등)

- 지식 (훈련, 경험)

- 절차서

- 인간기계연계시스템(MMI) 등

- 시스템의 동적인 전개

- 동시 사건 발생 가능

- 동적 시스템 상태

- 동시 요구 직무

- 작업 허용 시간 등

- 운전원 개인의 직무 수행을 넘어서

는 팀 내․외부의 협력

- 상위조직의 의사결정 필요

- 팀 및 조직 인자

- 의사결정 체계

- 발전소 정책 등

- 현장 작업의 필요

- 열악한 작업 환경 발생 가능
- 작업 장소 및 물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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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원전 비상운전 직무의 인적오류분석 및 평가를 위한 향인자 분류체계

 주요 향인자 세부 인자

HUMAN 1. Training & Experience

1. Adequacy of training (frequency, recent training, 

fidelity of simulation program)

2. Experiences/practices of real operating events

3. Learning of the past events/experiences

4. Career of operator

TASK

 

 

2. Availability & Quality of 

Procedures

1. Availability

2. Format or type

3. Clarity of instruction and terminology

4. Decision making criterion

5. Logic structure

3. Simultaneous Goals/Tasks
1. Number of simultaneous goals/tasks

2. Priority bet. goals/tasks

4. Control Type of Task

1. Type of man-machine interaction
2. Dynamic/step-by-step
3. Task criticality/consequences
4. Degree of discrepancy with familiar tasks

SYSTEM

 

 

 

5. Availability & Quality of 

Information

1. Information availability (instrumentation fail/stuck)

2. Clearness of meaning (Direct 

indication/Interpretation required/ 

Ambiguous/Unreliable information)

3. Distinguishability of information

4. Control display relationships

6. Status & Trend of Critical 

Parameters

1. Value of critical parameters

2. Trend of critical parameters (Rate of change of 

critical parameters

3. Number of dynamic changing variables

4. Degree of alarm avalanche

7. Status of Safety 

System/Component

1. Success/Fail state of safety system/component

2. Level of trust on the system/component

3. Number of failed/stuck components
4. Previous operation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safety 

system

8. Time Pressure 1. Available time vs. Required time

ENVIRON- 

MENT

 

 

9. Working Env. Features
1. Task location

2. Accessibility

10. Team Cooperation & 

Communication

1. Clearness in role/responsibility definition

2. Direction, type, method, protocol

3. Standardization in instruction/information delivery

4. Team cohesiveness/collaboration

5. Adequacy of distributed workload

11. Plant Policy & Safety 

Culture

1. Plant specific prioritized (or preference for 

/objection to) goals/strategies

2. Safety/economy tradeoff

3. Routine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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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류분석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 SIA 개발

원전 비상직무의 오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분석 방법으로서 구조적 정보

분석(SIA: Structured Information Analysis)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지원시스템인 CASIA(Computer Aid for Structured Information Analysis)를 개

발하 다. SIA는 시스템 공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자가 직무의 구조와 상황을 체계적

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HRA를 위한 직무분석 방법이

다. SIA는 앞의 ‘가’ 절에서 정리한 11개의 수행 향인자 외에 직무수행 절차와 인

지오류분석 관점에서 절차별 관련 인지단계 및 인지기능 패턴, 입/출력 정보, 인지목

표 등을 포함하여 이들 정보들을 특징에 따라 세 모듈, 즉 시나리오 분석, 목표-수

단 분석, 인지기능 분석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모듈별 분석 정보

는 표 6에 정리하 다. SIA에 관한 내용은 참고문헌 [정원대, 1999, 2000a; Jung, 

2001]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SIA는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전산

지원시스템인 CASIA를 개발하 고[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HRA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한 사례 적용을 통해 방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하 는데, 분석 결과 구조적 

직무분석 방법이 대표적인 기존 HRA 방법인 ASEP HRA 보다 오류 예견력과 표현

력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Jung, 2001]. 개발한 

SIA는 광 2발 비상운전절차서(EOP)의 분석에 적용하여, 총 72개의 직무목표와 86

개의 일반직무(generic task)를 분석하 다[정원대, 2001a, 2001b;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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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구조적 정보분석 항목

분석모듈 정보 항목

시나리오

분석 모듈

사고 경위(초기사건, 전후직무)

주요 운전 변수 상태 및 추이

주요 계통/기기 상태

직무 허용시간

작업 환경 및 조건

안전문화 및 조직/관리 수준

팀 의사소통 및 협조 수준

목표-수단

분석 모듈

직무 수행 절차

직무 수행 시간

직무 친숙도

직무 특성 (조절직무, 단일직무)

정보 가용성 및 사용성

절차서 유무 및 기술 수준

관련 운전원 (단독직무, 팀직무)

운전원 경력

인지적 직무목표 및 논리

관련 인지단계
인지기능

분석 모듈
인지단계별 입/출력 정보

인지기능의 패턴

 

(1) 구조적 정보분석(SIA) 방법

구조적 정보분석은 첫째, 시나리오의 전개 상황의 파악과 관련된 시나리오 분석 

(Scenario Analysis) 모듈, 둘째, 작업자인 운전원이 절차서에 근거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갖게 되는 목표와 수행절차의 관계를 나타내는 목표-수단 분석 

(Goal-Means Analysis) 모듈, 셋째, 세부적 직무절차 수행 단계에서의 인지적 패턴

과 정보 입출력을 표현하는 인지기능 분석 (Cognitive Function Analysis) 모듈 등 

세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22 -

(가) 시나리오 분석 모듈

시나리오 분석은 해당 직무의 거시적 상황 정보를 수집, 통합하는 과정이다. 원

전의 사고 상황은 원자로 정지 후의 관련 계통의 대응 상태 및 운전원 조치 효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직무가 요청되는 당시 상황이 초래된 사고경로와 시스

템 및 기기의 상태는 운전원의 직무 수행도에 결정적인 향을 미친다. 앞에서 살펴

보았던 향인자 분류체계 표 6의 시나리오 관련 요인이 이 모듈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그림 2의 시나리오 분석 모듈에 해당하는 그림이 본 모듈의 기본적인 개념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이 그림은 PSA의 사건 수목(event tree) 개념을 적용한 것으

로서 분석 대상 직무가 어떤 사고 시나리오 상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어떤 초기사건이 발생하 으며, 필요한 대응 안전계통의 작동 상태와 이전에 

있었던 운전원 직무 등이 파악된다. 또한, 직무의 필요성이 운전원에게 감지된 시점

과 직무 수행에 가용한 여유시간에 대한 정보가 분석된다. 이 외에 직무 수행 장소, 

보호장구나 공구의 필요 유무, 물리적 환경 조건 등과 함께 조직 및 관리 요인이 시

나리오 분석 모듈에서 평가된다.

(나) 목표-수단 분석 모듈

목표-수단 분석 모듈에서는 직무 자체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관련 작업자 및 시간을 기본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운전원이 인지적 

과정을 통해 설정하는 직무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세부 절차 및 절차간

의 논리적 관계, 그리고 관련 직무 전후의 운전원의 주의흐름 등 인지적 관점에서 

직무구조도 함께 분석한다. 직무의 구조적 패턴 외에 표 5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의 

친숙도, 직무성격, 절차서 유무 및 수준, MMI 수준 등 기존 HRA에서 고려하는 수

행특성인자 정보도 이 단계에서 평가된다. 

그림 2의 목표-수단 분석 모듈 부분은 이 모듈의 기본적인 개념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이 그림은 지식의 추상화와 상호 관련성을 표현하고 있다. Rasmussen은 

인간의 지식은 최고로 의미화되고 추상적인 기능수준(Function level)에서부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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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상에 대한 조치를 표현하는 기기 수준(Component level)까지 다섯 단계의 추상

화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Rasmussen, 1986]. 운전원인 인간 관점

에서는 이들 다섯 단계의 지식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제공되면 인지적 

부담이 가장 적을 것이다. 이 모듈을 통해서 주어진 직무가 지식의 추상화 수준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 지와 전후 직무와의 추상화 수준의 연결은 어떤 상태인지를 분

석함으로써 운전원의 인지적 부하와 주의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다) 인지기능 분석 모듈

인지기능 분석 모듈은 가장 미세한 인지적 부분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그림 2의 인지기능 분석 모듈 부분이 이 모듈을 나타낸다. 목표-수단 분석 모듈에서 

파악된 구체적 직무 절차 각각에 대하여 단순화된 인지모형을 기반으로 직무의 관

련된 인지단계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 이용되는 인지모형은 

Rasmussen의 사다리꼴 의사결정 모형 [Rasmussen, 1986]을 단순화한 다섯 개의 인

지기능을 갖고 있다. 다섯 개의 인지기능은 감지(Detection), 관찰(Observation), 상

태파악(identification), 계획(planning), 그리고 수행(Execu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직무의 유형에 따라 이들 인지기능의 패턴은 달라지며, 주요 관련 인지단계도 

차이가 있다. 직무 수행 시 운전원의 인지과정의 흐름과 직무의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목표-수단 분석 모듈에서 직무의 성격이 분석되었는

데 인지기능 분석 모듈에서도 인지 패턴을 통해 직무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직무 유형이 만일 기능 기반이라면 감지(Detection) 후 바로 수행(Execution) 

단계로 인지 흐름이 이동할 것이며, 반면 지식기반 직무라면 인지기능의 모든 과정

을 다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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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적 정보분석(SIA) 방법의 분석 모듈 및 절차

Time

Time

A

B C

S1 S4S3S2

Abstraction
Level

MMI

Procedure

Other
Operator

D I E

O

Cognitive Function

(2) 구조적 정보분석(SIA) 방법의 전문가 검토

본 연구에서 개발한 SIA 방법에 대하여 국내 인적오류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실제 비상직무의 사례적용을 통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를 위한 비교 

대상 방법은 기존의 HRA 기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ASEP HRA을 선정하 고, 분

석 대상 비상직무는 ‘이차측 열제거 상실 시 방출 및 주입 운전’과 ‘SGTR 시 파열

된 SG Overfill 방지’ 등 두 직무이다. 총 6명의 전문가들이 두 방법을 이용한 직무

분석 적용 후, 주어진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두 분석 방법의 비교를 위

한 평가척도로서 오류 예견력, 대안 도출력, 분석 타당성, 분석 편의성, 분석 체계성, 

분석 경제성 등 6개 평가기준을 사용하 다.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다음

과 같이 간단히 정리한다. 각 전문가의 배점 및 표 7에 정리된 ANOVA 분석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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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상세한 분석 결과는 참고문헌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과 [Jung, 2001] 등에 

기술하고 있다.

- 오류 예견력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이 ASEP보다 SIA에 더 높은 점수를 주

었으며,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 대안 도출력에 있어서,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모든 전문가들이 ASEP보다 SIA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 다.

- 분석 타당성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이 ASEP보다 SIA에 더 높은 점수를 주

었으며,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 분석 편의성에 있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ASEP이 SIA보다 편리하다고 평가

하 고,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 분석 체계성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이 ASEP보다 SIA에 더 높은 점수를 주

었으며,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 분석 경제성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이 ASEP이 SIA보다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평가하 고,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6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와 통계적 유의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전문가 평균 평가 점수 (통계적 유의성: * p<0.05, ** p<0.01)

평가 기준 Methods

SIA ASEP HRA

오류 예견력
*

6.50 2.83

대안 도출력 6.17 3.00

분석 타당성
**

6.83 4.33

분석 편의성* 3.83 7.83

분석 체계성
**

 6.83 4.00

분석 경제성** 4.00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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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적 정보분석(SIA)의 전산지원시스템(CASIA)

SIA의 일관성 있는 분석과 분석 편의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산지원시스템 

CASIA (Computer Aid for Structured Information Analysis)를 개발하 다. CASIA

는 원전 인간신뢰도분석에 필요한 직무분석 정보들을 사건 DB, 시나리오 DB, 목표-

수단 DB, 인지기능 DB 등의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정보입력 모듈을 개

발하고 분석 결과를 자동적으로 그래픽으로 출력되도록 개발하 다. 각 분석 모듈의 

분석 결과에 관한 그래픽 출력은 그림 3, 그림 4, 그림 5와 같다. 전산시스템 CASIA

에 대한 설명은 참고문헌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림 3. CASIA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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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ASIA의 목표-수단 분석 결과

그림 5. CASIA의 인지기능 분석 결과

(4) 구조적 정보분석(SIA)을 이용한 비상운전 직무분석

개발한 SIA 방법을 이용하여 원전 비상운전 직무의 목표-수단 분석을 수행하

다. 또한 절차화된 직무가 별도의 다른 절차서를 수행해야 하는 상위 수준의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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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업 지시 문장에서부터 구체적인 기기의 조작을 지칭하는 수준까지 매우 다양

한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직무 기술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직무

의 추상화 수준(abstraction level) [Rasmussen, 1986]을 정의하 다. 비상운전절차서

에 대한 목표-수단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의 비상직무 유형을 분류하고 데

이터베이스화하 다. 한국 표준 원전의 비상운전절차서 [한국수력원자력, 1997]에 대

한 목표-수단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추상적 기능 수준으로 8개의 목표, 공정기능 

수준으로 27개의 목표, 시스템 기능과 구성요소 상태의 수준으로 67개의 목표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냉각수 손실사고에 대한 목표-수단 분석’의 일부

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냉각수 손실사고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목표-수단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양한 직무유형을 정의

할 수 있었다. 절차서의 수행 절차를 추상화 수준 관점에서 직무목표를 정의하고 직

무목표와 수행절차와 논리적 관계를 분석하 다. 또한 수행 절차 단위에서는 운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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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당 운전원 및 운전원이 관찰하는 발전소 운전 변수를 분석하 다. 이와 같은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직무의 직무유형을 분류하 다. 분석 결과 표준 원전

의 비상직무는 직무의 수행 목표 관점에서는 70여 개의 직무유형으로 구분되며, 동

일한 문장 형태로 기술된 직무 절차로는 86개의 직무유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표 8은 계통 관점에서 정의한 직무목표 분석 결과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또

한 표 9는 원전 비상직무의 일반직무 86개 중 일부를 예로 보여주고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형태의 비상직무 절차가 LOCA, SGTR, ESDE 절차서 등에

서 반복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비상직무의 직무목표와 세

부 절차를 파악하고, 세부 절차별 작업자, 관찰 정보, 절차의 추상화 수준 등을 분석

하 다.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목표-수단 분석 결과 및 일반직무 유형은 [한국원자

력연구소, 2000]의 부록편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표 8. 계통 관점에서의 직무 목표와 부 목표 분석 예

계통 직무목표 직무 부 목표

가압기
가압기 압력 제어 가압기 압력 유지

가압기 수위 제어 가압기 수위 유지

증기발생기

손상된 증기발생기 
격리 (SGTR의 경우)

손상된 증기발생기 물리적 격리

RCS 감압을 통한 손상된 증기발생기 현상학적 격리

증기발생기 수위 유지 

급수 공급 및 제어 
주/보조 급수 공급 확인 및 제어

증기발생기 급수원 확보 

증기발생기

냉각 및 감압 

증기발생기 냉각 및 감압 (in case of SGTR)

RCS 냉각을 위한 이차측 열제거 

RCS 냉각재

CVCS 유량 제어

충전 및 유출 운전

CVCS를 통한 유출 유량 확보

충전 펌프를 통한 냉각재 주입 

충전 펌프를 위한 냉각수원 확보 

SI 유량 확보 및 제어

HPSI 유량 확보 및 제어 

SI 및 CVCS를 통한 냉각재 주입

SI 펌프를 이용한 냉각재 확보 및 유량 제어 

SIAS 작동을 통한 SI 주입 유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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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비상운전절차서의 일반직무(generic task) 유형 예

No 직무목표 절차번호 예상 반응   및  조치
관련

운전정보 불만족시  조치

59
SIAS/CIAS 

동작확인

LOCA 4

SGTR 4

ESDE 4

만약 가압기 압력이 123.9 

㎏/㎠A 이하 이면, SIAS와 

CIAS 동작을 확인한다.(첨부 

8, 9).

가압기압력, 

SIAS/CIAS 

작동경보

만약 가압기 압력이 123.9 ㎏/㎠A 이하

에서 SIAS 및 CIAS가 동작되지 않았으

면, SIAS 및 CIAS를 수동작동시킨다.

◎ SIAS :

EF-HS-102A/102B/102C/102D.

◎ CIAS : 

EF-HS-104A/104B/104C/ 104D

60

SI 유량 > 

= 최소유량 

확인

LOCA 5

SGTR 5

ESDE 5

만약 SIAS가 발생되었으면, 

다음을 모두 수행한다:

◎ SI 유량 확인: 최수유량 

이상(첨부2,3)

◎ 운전가능한 모든 HPSI와 

LPSI 펌프 운전중 확인,

◎ 운전가능한 모든 충전펌프 

기동.

SIAS 경보, 

HPSI/LPSI 

유량, SI 

펌프 상태, 

Chg 펌프 

상태

◎ 만약 SI 유량이 최소유량 미만이면, 

SI 유량복구를 위해 다음중 필요한 

조치를 수행:

 - SI 펌프와 밸브에 대한 전원공급,

 - SI 유로의 밸브배열,

 - SI 펌프의 보조기기 운전,

 - SI 유량이 최소유량 이상으로 증가될 

때 까지, SI 펌프 추가 기동.

다.  인적오류 분석 및 평가 방법(AGAPE-ET) 개발

본 절에서는 앞의 인적오류 분류체계와 직무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원전 

비상운전 직무의 정성적인 오류분석과 정량적인 오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된 AGAPE-ET (A Guidance And Procedure for human Error analysis of 

Emergency Tasks) (rev.0) 방법을 소개하고, 31개의 원전 비상운전 직무의 오류분

석 및 평가에 적용한 결과를 정리한다. AGAPE-ET는 정성적인 오류분석과 정량적

인 오류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AGAPE-ET의 방법 개발 과정에 관한 내용은 참고문

헌 [김재환, 2000; 김재환, 2001a, 2001c, 2002; Kim, 2001a, 2001b; Kim, 2002a] 등에 

기술되어 있다.

(1) 정성오류분석 체계

AGAPE-ET의 정성오류분석 체계는 원전 운전원의 단순화된 인지모델과 앞의 

‘가. 인적요소 분류체계’에서 선정한 11개의 향인자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AGAPE-ET는 운전원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5가지 인지기능인 상황 및 직무인식

(Activation & Detection), 정보수집(Information Gathering), 상황판단(Situation 

Assessment), 결정 및 계획(Decision-making & Planning), 직무수행(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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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 등으로 구성된 단순화된 인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 인지기능

별로 인지기능별 수행특성에 의해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원인요소 

및 오류유발상황(error likely situations)을 앞에서 구축한 11개의 향인자를 토대로 

도출하 다. 인지기능별로 도출된 오류원인요소 및 오류유발상황을 이용하여 주요 

오류분석 항목을 결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체계적인 오류분석 절차를 구성하 다. 

AGAPE-ET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지기능의 정의와 인지기능별로 선정한 오류

원인요소 및 오류유발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및 직무인식 기능은 운전원이 현재의 사고 시나리오 상황하에서 어떠한 

조치가 상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거나 필요한 직무를 파악(identification)하는 

단계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사고시 운전원 대응조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첫째는 사건 및 증상에 따라 마련된 비상운전절차

서(EOP: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또는 회복운전절차서(FRP: Functional 

Recovery Procedures)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응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정보계통

에 의한 수동적 상황인식 또는 숙련된 운전원의 자발적 상황파악 노력 등 반드시 

절차서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인식 가능성이 있다. AGAPE-ET의 인적오류분석 체계

에서는 절차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응 방식을 기본적 대응 방식으로 하고, 정

보계통 및 자발적 상황파악에 의한 대응 방식은 보조적인 것으로 사용하 다. 한편, 

원전 운전원은 사고진단을 완료한 후 해당 사고 절차서를 기반으로 직무 절차를 단

계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직무의 요구(수행) 조건이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7은 운전원에 의한 절차서의 진행 

시점과 시나리오의 진행 상태 사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직무유형과 가능한 오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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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나리오 진행 상태와 절차서 진행 시점으로 분류한 직무 및 

오류유형

Progression of
A Scenario

Progression
of an EOP

A situation in which a task is required

Type 1
* Driven by EOP

or Information

Type 2
* Driven by EOP

Type 3
* Driven by Information

Type 4 : not provided in EOP
* Driven by Information

그림 7에서 Type 1은 절차서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의 

물리적 상황이 직무의 수행 조건과 부합하여 수행 시기가 적절한 역 내에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직무인식 유형은 적절한 인식 또는 인식 지연 

등이 있을 수 있다. 직무인식 지연의 가능성은 사전/동시 직무의 수행과 가용 시간

의 제한으로부터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 다. 여기서 사전 및 동시직무는 이전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  감시나 주요 안전계통의 복구 등이 포함된다.

Type 2는 절차서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시나리오가 느리게 

진행되거나 절차서의 진행이 빨라서, 절차서를 통한 해당 직무의 인식이 실제 시나

리오 상의 요구시점보다 이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운전원 반응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번

째는 정상적인 상황파악으로 직무 요구시점이 이를 때까지 대기하 다가 요구시점

이 이를 경우 수행하는 직무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상황파악을 하 으

나 직무 요구조건이 이르 을 때 지연 또는 누락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세 번

째는 처음의 상황판단 시 잘못된 상황판단 또는 의도적 절차서 위반(deliberate 

violation)으로 이른 수행(early execution)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경우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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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황판단 기능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황판단 기능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의 경우

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것으로 하 다. 

- 대기시간 동안 다른 직무들이 수행되고, 절차서의 다른 페이지로 넘어감

- 절차서 상에서 직무를 중복적으로 기술하지 않아 재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음

- 경보계통의 지원이 없음

- 대기시간이 30분 이상임

- 다른 직무와의 연동성 없음

Type 3는 Type 1에서 고려했던 사전/동시 직무로 인한 지연/누락 가능성에 추

가하여 사고 시나리오의 물리적 진행이 보통보다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직무인식 누락/지연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 경우, 정보계통(특히, 경보

계통)을 통한 상황 인식 가능성에 대한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Type 4는 관련 직무가 절차서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직무를 나타내는데, 상황

인식 관련 직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대응(계획 및 수행) 관련 직무가 누

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상황인식 관련 직무가 누락된 경우에 운전원은 정보계통

(특히, 경보계통)을 통한 상황인식과 경험을 통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며, 대응 관

련 직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현재의 상황 모델에 대하여 지식 경험을 

이용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이때, 직무 수행에 있어서 상황조건이 필요한 직무에 대

해서만 대응(계획 및 수행) 가능성을 고려한다.

정보수집 단계에서의 오류분석은 상황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정보수집 기능에서 운전원의 수

행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절차서의 적절한 기술과 정보계

통의 가용성 및 적절한 설계이다.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절차서의 적절한 기술에 대한 

평가는 상황판단 기능 분석에서 절차서의 평가 항목에서 같이 다루어진다. 정보계통

의 설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분석자는 운전원의 오판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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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나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하며, 특별히 고장 가능성이 큰 계기나 최근의 

오동작이나 빈번한 고장을 경험한 계기가 있는 지, 주어진 정보의 위치(MCR front 

panel/MCR back panel/Local CR/Local area)의 파악, 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으로 

인한 접근 용이성의 문제, 간접적인 수계산을 요하는 직무인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오류유발 잠재성이 있는 요소는 필요한 정보 자체가 유사한 다른 정

보를 가지고 있어서 운전원으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혼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가 있다. 이러한 정보로는 과냉각도와 같이 RCS 과냉각도, CET 과냉각도, 원자로헤

드 과냉각도 등 다양한 유사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고, RCS 루프 상의 물리

적 정보, S/G의 물리적 정보 등이 루프간 상태가 다른 경우에 이들의 정보수집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또한 최근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른 정보와 혼동 가능

성이 존재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가 2개 또는 3개 이상의 다수의 정보가 필요한 직무인 경우, 정보간 

사용성 문제, 정보간 우선순위가 있는 정보(운전원 의식상), 익숙하고 유사한 직무와

의 혼동 가능성 문제 등이 존재할 때 정보의 누락 또는 부적절한 정보의 수집 등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또한, RO/TO/EO 등 다수의 운전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직무인 경우, 지시 및 정보전달 시 의사소통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것은 운전조의 지시정보전달체제 및 훈련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MCR 

외부 인력의 포함 시에는 절차서에 담당 운전원의 명시, 외부 인력을 포함한 훈련, 

이동 거리, 외부 인력의 직무량, 주어진 시간의 적절성 등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위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각의 오류 가능성 정도는 상황요소

인 동시 수행직무의 존재, 시간 긴급성, 발전소의 동적 상태, 안전계통의 상태 등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오류원인요소에 대한 절차서나 훈련 시의 사

전 대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은 정보의 부분 혹은 전체의 누락, 시간 지연, 잘

못된 정보 수집 등이며, 각 분석 항목에 따라 가능한 오류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고려한 오류분석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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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계통의 문제로서 설계상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정보 위치, 접근 용이성, 

간접적인 방법(수(manual) 계산)으로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

- 정보 자체의 문제로서 정보 자체가 유사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

수집 시 혼동을 유발할 수 있게 하는 정보(예: 과냉각도, 파열된 증기발생기, 

Loop간 물리적 변수상태가 다른 경우 등)가 존재하는 경우,

- 다수의 정보가 필요한 직무인 경우,

- 다수의 운전원 및 현장 운전원을 통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직무인 경우.

상황판단 기능에서는 정보수집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종합(integration)하여 주

어진 규칙 또는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소의 상태나 직무 수행을 위한 조건 등을 판

단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유형은 상황 판단을 하지 못

하거나 잘못된 상황 판단이다. 특히, 잘못된 상황 판단 중, 유사 직무가 존재할 때와 

직무 인식 단계에서 Type 2의 세 번째 경우에서 기술한 ‘잘못된 상황판단 또는 의

도적 절차서 위반(deliberate violation)으로 인한 이른 수행(early execution)’ 가능성

을 유발하는 상황을 분석하도록 했다. 상황판단 기능에서 고려한 분석 항목은 다음

과 같다.

- 절차서에 기술된 직무이더라도 판단(Judgement), 평가(Evaluation) 등과 같은 

상위수준의 인지적 기능을 요구하는 지식기반(Knowledge-based) 직무가 포

함된 경우,

- 규칙기반 직무인 경우, 절차서의 기술 수준, 애매한 표현, 규칙/논리의 복잡성 

등에 따른 분석,

- 분석 직무와 유사한 직무가 존재하는 직무인 경우,

- 상황적 조건이 필요하고, 절차서 진행시점이 시나리오의 전개 상황보다 이르

게 진행되거나 관련 변수의 상태가 불안정하게 변하는 경우의 이른 수행 또

는 수행오류(Errors of Commission)의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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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결정 기능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수행 

과정을 구상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원자력발전소 비상사고 대

응의 경우, 대부분의 조치가 절차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단계와 관

련된 운전원의 활동은 주로 상황 판단 후 적절한 절차서의 선택, 상황에 따른 절차

서의 적절한 활용, 중요한 부분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 등이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오류유형은 부정적 효과나 불확실한 효과 등으로 인한 누락/지연 오류와, 절차서의 

부적절한 작성과 사용 및 의사결정 상황으로부터 올 수 있는 잘못된 계획/결정, 부

적절한 직무의 선택 등의 오류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고려한 분석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절차서의 부재 및 부적절한 작성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의 분석,

- 직무와 관련하여 발전소에 부정적 효과나 경제적 혹은 안전성 측면에서 큰 

손상이 예상될 때와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

- 다수의 대응 방안이 존재할 때의 의사결정 상황.

직무수행 단계에서의 분석 절차는 크게 직무유형을 제어직무와 비제어 직무 등 

두 유형으로 나누어 수행직무의 주요 특성(수행 순서, 수행 시점, 유사 직무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도록 하 다. 가능한 오류유형으로는 수행시점 오류, 선택 오

류, 수행 누락, 수행순서 오류, 유사직무 수행 등이다. 비제어 직무에 대해서는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정리했고, 제어직무에 대해서는 제

어 직무의 수행 난이도와 운전원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오류 가능성을 분석하도록 

했다.

위에서 정리한 각 인지기능별 오류분석 항목들을 이용하여 전체 오류분석 과정

과  분석절차 및 경로를 그림 8과 같이 플로차트로 도식화하 다. AGAPE-ET에서 

작성된 오류분석 과정은 앞에서 인지기능별로 기술한 오류분석 항목을 기반으로 하

여 작성한 분석 지침이나 항목들을 바탕으로 해당 조건이나 항목이 만족(존재)하면 

해당하는 세부 분석 절차로 이동하여 다른 향인자 들을 고려하여 작성된 오류분

석 절차 및 지침을 이용하여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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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인식 단계는 운전원이 한 작업을 수행하는 진입 시점으로 절차서를 통해 

관련 직무를 인식하거나 외적 상황 정보를 통해 적절한 직무요구 상황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이 단계를 적절히 설계하는 것은 전체 인지

과정에 따른 오류분석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원전 비상

운전 시에 요구되는 직무들은 상황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운전원에게 상이한 인지

기능을 요구한다. 어떤 직무들은 직무수행 전에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직

무가 있는 반면, 어떤 직무들은 비상 시나리오 상황에서 물리적 상황 조건의 확인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있다.

이러한 직무수행특성을 오류분석 과정에 반 하기 위하여, 직무인식 단계의 그

림 7에서 설명한 절차서 진행과 시나리오 진행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을 상황적 조건의 필요 여부와 절차서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의 분석 절

차로 분류하 다. 괄호 안은 구체적 오류유발 상황과 가능한 오류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 절차를 나타낸다.

- 상황적 조건이 필요 없고,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직무의 직무인식 오류 가

능성 분석 (직무인식-01) : Type 1에서 절차서를 기반으로 한 직무 수행도 

분석,

- 상황적 조건이 필요 없고,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직무의 직무인식 오

류 가능성 분석 (직무인식-02) : Type 1 및 Type 4에서 절차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오류분석,

- 상황적 조건이 필요하고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직무의 직무인식 오류 가능

성 분석 (직무인식-03) : Type 1 및 Type 3에서의 직무 수행도 및 오류 가능

성 분석,

- 상황적 조건이 필요하고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직무의 직무인식 오류 

가능성 분석 (직무인식-04) : Type 3 및 Type 4에서의 직무 수행도 및 오류 

가능성 분석,

- 상황적 조건이 필요하나, 절차서 진행시점이 시나리오의 전개 상황보다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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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는 경우(또는 시나리오의 전개가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 처음의 상

황판단은 바르게 수행하나 직무의 재인식 시 누락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직무의 분석 (직무인식-05) : Type 2에서 후기 직무 누락 가능성 분석,

- 상황적 조건이 필요하고, 절차서 진행시점이 시나리오의 전개 상황보다 이르

게 진행되거나 관련 변수의 상태가 불안정하게 변하는 경우의 이른 수행 또

는 수행오류(Errors of Commission)의 가능성 분석 (상황판단-04).

직무인식-01과 직무인식-02의 경우 직무수행에 상황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직무

이므로, 직무인식 관점에서의 오류분석을 수행한 후 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기능의 

오류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획결정 기능의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복잡한 상황판단을 요구하는 직무이면, 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기능의 오류분석도 고려해야 한다. 직무인식-04의 경우, 상황파악과 관련된 직무가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직무이므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직무요구에 대한 상

황인식 가능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획결정 단계의 분석 여부가 결정된다. 직무인

식-03과 직무인식-05의 경우는 상황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수집과 상황판단 기능에서의 분석 항목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

쳐야 한다. 

상황판단-04의 경우, 오류 가능성이 주로 상황판단 단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상황판단 기능에서의 오류분석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상황판단-04의 경우, 주

로 부적절한 조치가 수행될 수 있는 부적절한 운전원 개입(EOC)의 하나의 발생 메

커니즘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EOC 가능성 분석에 대한 추후 연구에서도 다루어

질 계획이다.

정보수집 단계에서의 4개 항목은 서로 다른 오류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으므

로, 4가지 항목에 대해 현재의 분석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지 각각의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4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분석절차를 정보수집-01, 02, 03, 04로 순서대로 

명명되었다. 상황판단 기능에서는 지식기반 직무와 규칙기반 직무의 구분이 가능하

므로 둘 중 하나의 경로만 취할 수 있고, 유사직무의 존재에 대한 분석은 규칙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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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인 경우 별도로 검토하도록 구성하 다. 계획결정 기능에서는 제1절에서 기술한 

3가지 항목 중, 관련 대응 직무의 절차서 부재 시 오류분석은 계획결정-01에서 이루

어지며, 절차서의 부적절한 작성으로 인한 오류는 직무수행 기능과 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직무수행 단계에서 분석하도록 구성하 으며, 다수의 대응방안이 존재할 

경우의 오류 가능성 분석은 부정적 효과나 불확실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

여 계획결정-02 에서 분석하도록 했다. 직무수행 단계는 직무수행 유형에 따라 제어

수행 절차와 비제어 수행 절차로 구분하여 제어직무와 비제어 직무에 대하여 별도

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AGAPE-ET의 세부 분석 절차는 참고문헌 [김재환, 2002]

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 정량오류평가 체계

본 절에서는 앞에서 구성한 각 인지기능별 오류분석 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정량적 평가 절차에서는 정성적 오류분석 절차에서 분석한 

각 인지오류유형에 대하여 정량적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다. 정량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파악된 인지기능 오류항목 또는 오류유형에 따라 제시된 기본 인간오류확

률(BHEP: Basic Human Error Probability)을 결정한다.

둘째, 인지기능별로 선정된 향(상황)인자의 수준을 반 하기 위하여 작성된 

향인자 결정수목(IFDT: Influencing Factor Decision Tree)의 가중치(Weights) 값

을 이용하여 BHEP 값을 조정한다. 조정한 값을 AHEP (Adjusted Human Error 

Probability) 라고 정의한다.

셋째, 최종 HEP 값은 다음 식과 같이 얻어진다.

                           

 파악된 인지기능 오류항목 i 에 대한 향인자 결정수목 (IFDT)으로부

터 얻은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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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된 인지기능 오류항목 i 에 대한 기본 인간오류확률(BHEP)

 파악된 인지기능 오류항목 i 에 대한 조정 인간오류확률(AHEP).

그림 8. AGAPE-ET의 오류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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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인지기능별로 오류분석 항목 또는 오류유형에 따른 BHEP 값과 인지기

능별로 고려한 향인자 들을 정리한 것이다. BHEP 값들의 출처(Data source)는 

THERP [Swain, 1983], HEART [Williams, 1988], INTENT [Gertman, 1992], 

CREAM [Hollnagel, 1998], CBDT [Parry, 1992] 등이며, 이들 자료에서 유사한 상황

에 해당하는 HEP 값을 추출하 고, 추출할 수 없는 데이터는 추정값을 사용하 다. 

직무수행 단계의 오류평가는 기존 방법인 K-HRA [정원대, 2000b]의 수행오류 평가 

부분을 활용한다. 인지단계별 향인자 의사결정수목 (IFDT: Influencing Factors 

Decision Tree) 중 ‘계획결정-02’에 대한 IFDT를 그림 9에 제시하 다. 각 인지단계

별 IFDT는 관련 기술보고서 [김재환, 2002]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직무인식-03 및 직무인식-05 는 HEP 계산 시 THERP 진단곡선을 이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정보수집 기능과 상황판단 기능의 분석도 이루어진다. 

이것은 인간신뢰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기여인자가 되는 경우와 

다른 향인자들이 중요한 기여인자로 작용하는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THERP 진단곡선이 주어진 허용시간 내에 잘못 이루어질 진단오류 가능성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AGAPE-ET에서는 직무인식-03 및 직무인식-05 에서 THERP 

진단곡선을 이용한 진단오류확률과, 정보수집 기능 및 상황판단 기능에서 계산한 인

지오류확률이 파악되면, 다음의 규칙에 의해 최종적인 진단오류확률 값을 취한다. 

직무인식, 정보수집, 상황판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진단오류라고 정의하면, 

.      

(식 2)

즉, 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과정이 THERP 진단오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

수집 및 상황판단 과정에서 얻은 정량오류평가 합과 직무인식 단계에서 구한 

THERP 진단오류 값 중 큰 값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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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인지기능 오류분석 항목별 기본 인간오류확률(BHEP) 및 조정 인자

인지기능 분석 절차 오류분석 항목 및 오류유형 BHEP 조정 인자

직무인식

직무인식-01 상황조건 (무), 절차서 (유) THERP 진단곡선 동시직무량 및 

직무중요도, 

정보계통의 인식성, 

훈련 정도, 절차서 

수준

직무인식-02 상황조건 (무), 절차서 (무) HEP assigned

직무인식-03 상황조건 (유), 절차서 (유) THERP 진단곡선

직무인식-04 상황조건 (유), 절차서 (무) HEP assigned

직무인식-05 절차서의 이른 진행(재인식) BHEP=1.0E-02

정보수집

정보수집-01 정보가용성/신뢰성/위치 등 DT 이용 동시 직무, 시간 

긴급성, 절차서, 

훈련, 팀협력 및 

정보전달 체계

정보수집-02 혼동 가능성 정보 BHEP=3.0E-03

정보수집-03 다수 정보 및 정보간 중요도 BHEP=1.0E-02

정보수집-04 다수 운전원 및 현장 운전원 BHEP=1.0E-02

상황판단

상황판단-01 지식기반 직무 HEP=0.1~1.0

상황판단-02

규칙 결함 (설계오류)

규칙 논리의 복잡성

- AND or OR

- NOT

- NOT & (AND or OR)

- AND & OR

- NOT & AND & OR

애매한 표현/구체성 미비

HEP=0.8~1.0

BHEP=3.0E-04

BHEP=2.0E-03

BHEP=6.0E-03

BHEP=1.0E-02

BHEP=1.5E-02

BHEP=3.0E-02

동시직무량 및 

상대적 중요도, 

시간 긴급성, 

훈련/교육 정도

상황판단-03

유사직무 - 진단오류

- 절차서 주의 (유)

- 절차서 주의 (무)

BHEP=5.0E-03

BHEP=5.0E-02

계획결정

계획결정-01 대응직무의 절차서 결여 HEP assigned N/A

계획결정-02
부정적/불확실한 효과, 다수의 

대응방안 존재

부정적/불확실 효과, 대체 대응 방안, 

절차서, 발전소 정책 및 안전문화, 훈

련/교육 정도, 시간 긴급성

직무수행

직무수행-01 제어직무
제어실패오류

수행시점오류

수행순서오류

대상선택오류

수행누락오류

유사직무수행

K-HRA

수행오류 평가

절차서, 훈련, 

정보시스템, 

팀협력 수준, 

동시직무량,

스트레스 수준

직무수행-02 비제어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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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계획결정-02’의 정량평가를 위한 향인자 결정수목(IF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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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직무의 오류분석

위에서 소개한 AGAPE-ET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PSA에서 파악된 주요 비

상직무 31 개에 대해 정성적 오류분석과 정량평가를 수행하 다. 본 적용을 통하여 

개발된 AGAPE-ET의 적용성과 효과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기존 HRA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비상직무의 정성적 오류분석을 수행하여 원전 비상직무의 주요 취약

점과 오류 가능성을 파악하 다. 분석 결과, 원전 안전성 관점에서 중요한 몇 직무

들이 운전원 지원 관점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특히 대응직무가 결여된 

비상직무가 상당수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별 직무에 대한 오류분석 결과는 

관련 기술보고서 [김재환, 2002]의 부록에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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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수행도 자료 수집․분석 및 직무 복잡도 평가 방법 개발 

가. 인적수행도 자료 수집․분석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다양한 사건 (incident) 및 사고 (accident)들

을 일으킨 원인들 중 많은 부분이 인적오류 (human error)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된 사건들은 항공관제 시스템의 90%, 자

동차사고의 85%,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70%, 항공화물 운송의 65%, 석유화학공장의 

31% 및 석유가공공장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Cott, 1994]. 

이외에 미국 화학 산업체 [EPA, 1999] 및 독일의 다양한 공장 및 산업체 [Uth, 

1999; Richei, 2000]에서 발생된 사건 및 사고들도 많은 부분이 인적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체에서 이러한 인적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 (factor)들의 분류 및 이들의 감소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

다. 특히 원자력이나 화학 및 항공산업체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지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산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인적오류의 감소 또는 최

소화는 산업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하는 문제들 중 하나

로 인식되고 있다 [Stadelmann, 1999; Naumov 1993].

전통적으로 인적오류의 감소를 위해 고려되어 왔던 대표적인 방법은 인간신뢰

도분석 (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 방법으로, 이 방법의 목적은 인적오류의 

정량화 (quantification) 뿐 아니라 인적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 (critical 

factors)들을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HRA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이들

은 참고문헌 [IAEA, 1990; Sträter, 1999]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HRA

를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HRA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자료 (HRA 입력자료)들이 사용 가능해야 한다. 즉, 아무리 효과적인 HRA 방법

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들이 없다면 결국 

HRA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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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HRA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입력자료들이 약간씩 달라지기

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HRA 입력자료들의 종류는 표 1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IAEA, 1990; Sträter, 1999].

표 11. HRA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료들의 종류

기본적인 요구 자료

Task related

 information

The available procedures
The dependence of the different tasks, steps and actions
The description of the tasks, steps and actions
Demand of perception, cognition and action to perform 

tasks, steps and actions

Operator related

 information

The persons or team that have to perform tasks, steps 

and actions
The level of experience
The time needed to correctly perform tasks, steps and 

actions  
Types of human error and error probabilities

System

characteristic related

information

The available time for diagnosis and correct execution of 

tasks, steps and actions (i.e., allowable time window for 

tasks, steps and actions)

예를 들어 직무관련정보 (task related information)에는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서의 존재 유무 및 가용한 절차서들의 종류, 2) 이들 절차서에 포함된 직무들, 

절차단계 (steps)들 및 조치사항 (actions)들의 종류와 이들의 상관관계 및 3) 운전원

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절차단계 및 조치사항들을 수행 중 운전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직무 부하 (demand)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특성관련 정보 

(system characteristic related information)에서는 운전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들이

나 절차단계 및 조치사항들에 대한 제한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30분의 여유시간 (즉, 운전원이 

3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안전성에는 큰 향이 없도록 설계됨 

[Long, 1984])을 갖는 반면, 항공기의 경우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곧 동일 또

는 유사한 직무, 절차단계 및 조치사항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제한시간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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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값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HRA 입력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자료들의 취득이 매우 어렵다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자료수집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또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경우 실제 상

황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비정상 및 비상 상황들을 모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 

및 비상 상황하에서 인적오류에 향을 줄 수 있는 인적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

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Jakubowski, 1993; Orendi, 1993; Xiangrui, 1993; 

Ohtsuka, 1994; Miyazawa, 1992].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HRA 입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HRA 수행을 위해서는 HRA 입력자료를 제

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및 필요성에 따라 국내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HRA 입력 자료 생

산과 인적오류에 향을 줄 수 있는 인적요인 연구의 기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HPDB (Human Performance Data Base)를 구축하 다. HPDB의 목적은 비상 상황

에 대한 HRA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

까지 약 3년에 걸쳐 광 2발전소의 full-scope 시뮬레이터에서 수행된 24개 운전조 

(operating crew)의 비상훈련상황을 녹화한 후 이들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총 자료 녹화시간은 1000시간 이상이고, 표 12는 수집된 비상훈련 녹화기록들에 

대한 수집기간,  비상훈련 시나리오 및 녹화된 자료 수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상훈련 실습자료들에 포함된 시나리오의 종

류는 LOCA, SGTR, ESDE, LOAF, LOOP 및 SBO로서 이들은 일반적인 가압경수

로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에서 고려되는 주요 설계기준사고 (DBA; 

design basis accident)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녹화기록을 바탕으로 다양

한 분석이 수행되었고, 그림 10은 HRA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추출을 위해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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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분석 과정 및 이들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종류들을 보여준다.

표 12. 수집된 비상훈련 녹화기록 

자료수집기간 비상훈련 시나리오 녹화된 자료 수

1999. 9 ∼ 1999. 12
SGTR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5

LOAF (loss of all feedwater) 5

2000. 1 ∼ 2000. 7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18
ESDE (excess steam dump event) 18

2000. 8 ∼ 2000. 12
SGTR 18
LOAF 18

2001. 1 ∼ 2001. 4
LOOP (loss of offsite power) 10
SBO (station black out) 10

LOCA 10

Task 1

Task 2 Task 3 Task 4

Task ... Task ...

Task ...

Full scope
simulator Plant experts

EOPs

Video recording Observations Recorded plant

parameters

Interview with experts Performing
task analysis

Deciding
task hierarchy

Identifying
generic tasks

Identifying
problems
related to

EOPs

Deciding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Deciding operators’
experience levelObtaining trends

for major plant
parameters

Measuring
step/task

performance time

Identifying
operators/crew

behaviors

Extracting task
related information

Data
Source

Data
Access
Method

Data
Gathering

그림 10. HRA 입력자료 생산을 위해 수행된 전체적인 분석 과정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자료원 및 방법을 통해 HRA 수행에 

필요한 입력자료들을 추출하 다. 예를 들어, 비상상황에서 사용가능한 비상운전절

차서의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 목표, 유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담당 운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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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자료를 추출하 고, 운전원과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운전원들의 숙련도, 경험 

(운전경력) 등과 같은 자료를 추출하 다. 다음은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얻어진 

대표적인 자료들을 보여준다.

① 특정사고 진단시간 

② 운전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절차단계 및 조치사항들의 종류와 이들의 수

행 형태

③ 주요 직무, 절차단계 및 조치사항들에 대한 평균 수행시간 (그림 11, 12 참

고)

④ 운전원들의 경력/경험수준(experience level) 

⑤ 운전원들 간의 상대적인 상황 대처/평가 능력

⑥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운전원들 간의 의사소통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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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OCA 및 ESDE에 대한 주요직무들의 직무수행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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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PTA (standard post trip action) 절차서에 포함된 

절차단계별 평균 수행시간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최종적으로 HPDB에 포함되어 사용자가 

HRA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HPDB에 포함된 

자료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큰 향을 주는 인적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운전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최적화 및 기타 인적오류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①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한 평균적인 사고 진단시간

② 인적수행도에 향을 주는 수행 향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들의 

종류 및 그 향

③ 사고 진단을 위해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주요 정보

④ 비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된 직무 취약점 개선

나. 직무 복잡도 평가 방법 개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RA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입력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비상훈련 실습자료들의 녹화 및 분석을 통해 직접적이고 객관적

으로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원이 주어진 직무, 절차단계 및 조치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부하 (즉, demand of perception, cognition and 

action to perform tasks, steps and actions)”와 같은 일부 HRA 입력자료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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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특성상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 등과 같

은 간접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측되어 왔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HRA 

수행을 위해서는 운전원의 작업부하 등과 같은 주요 HRA 입력정보들을 객관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복

잡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단계 복잡도 (SC; step complexity) 평가척도를 개발하 다. 

SC 평가척도 개발은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직무에 대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직무일 수록 운

전원 자신이 어떤 조치사항들을 수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

무의 수행시간이 길어진다. 이때 절차서에 기술된 직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운전원의 perception/cognition에 대한 부하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사항을 취하기 위해서는 action에 관련된 부하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전원의 직무가 얼마나 복잡한지 (즉, 직무 복잡도)

를 평가할 수 있다면 운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부하를 적절히 

정량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 

[Kieras, 1985].

"사용자가 느끼는 직무에 대한 복잡도 (complexity)는 직무에 의해 요구되는 학

습 부하 (learning demand), 기억 부하 (memory demand) 및 처리 부하 

(processing demand)에 의존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 학습/기억은 perception/cognition과 연관되고 처리는 

action과 관련된다는 점과 2) 절차서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운전원들이 사고를 포

함한 상황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전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일정한 수행규칙에 따라 기술한다”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위에서 제시한 

가정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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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절차서가 운전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제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 중 하나

라면, 운전원이 느끼는 복잡도는 결국 절차서에서 제시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에 의해 요구되는 perception/cognition 및 action의 양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직무일수록 수행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원의 절차서 수행 (즉, 절차서에 포함된 직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복잡도 인자 (complexity factor)들을 분류하여 이들을 평가한다면, 운전원이 느끼는 

직무의 복잡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운전원의 절차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복잡도 인자들

을 분류하기 위해 관련된 연구들 및 많은 산업체의 경험 등을 조사하 고, 표 13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13. 절차서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도 인자

복잡도 인자 참고문헌
- Number of actions

- Number of items of information
[Guesnier, 1995]

Overly complex procedural steps or misleading logic [USNRC, 1992]
- Logic structure

- Number of actions
[Macwan, 1994]

Number of check items [Degani, 1993]

The amount of information
[Marsden, 1996A; Long, 

1984; ABBCE, 1992]
- The amount of information

- The number of actions
[USNRC, 1982]

The depth due to sub-tasks included in a given task [Peng, 1994]

표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절차서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인자들은 1) 운

전원이 수행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의 수 (the number of actions to be performed), 

2) 운전원이 감시 혹은 관찰해야 하는 정보량 (the amount of information to be 

monitored/supervised) 및 3) 운전원이 수행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에 대한 복잡한 수

행순서 (logic structure that specifies the sequence of the operators' activities) 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정량화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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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복잡도를 평가하는 방법들 중 하나인 그래프 엔트로피를 근간으로 한 

복잡도 평가척도를 도입하 다[박진균, 2001a; 박진균, 2001c]. 

소프트웨어 복잡도 평가척도를 직무 복잡도 평가를 위해 도입한 이유는 소프트

웨어의 복잡도를 평가하는 목적과 직무 복잡도를 평가하는 배경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박진균, 2001a; 박진균, 2001c]에 기술되

어 있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개발된 SC 평가척도의 의미는 표 1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박진균, 2001a; 박진균, 2001b; 박진균, 2001c; 박진균, 2002a; 

박진균, 2002b].

표 14. SC 평가척도의 의미

Notation Meaning

iSC
Quantifying step complexity for an ith procedural step.

222 )()()( iiii SSCSLCSICSC ⋅+⋅+⋅= γβα

iSIC
SIC (step information complexity) quantifies the amount of
information to be monitored/supervised by the operators, included in an
ith procedural step.

iSLC
SLC (step logic complexity) quantifies the logical complexity due to
the logical sequence to conduct actions included in an ith procedural
step.

iSSC SSC (step size complexity) quantifies the amount of actions to be
conducted by the operators, included in an ith procedural step.

α
Relative weighting to represent the contribution (i.e., the importance)
of SIC to SC. α = 0.326.

β
Relative weighting to represent the contribution of SLC to SC.
β = 0.296.

γ
Relative weighting to represent the contribution of SSC to
SC. γ = 0.378.

위에서 설명된 배경을 바탕으로 개발된 SC 평가척도의 적합성은 주관적 평가 

및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검증되었다.

주관적 평가의 목적은 “SC 평가척도는 운전원이 느끼는 직무복잡도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고려되었고, 이를 위해 주관적 직무부하 

평가기법 (subjective workload estimation technique)들 중 하나인 NASA-T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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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load index)를 사용하여 각 절차단계별로 예측된 SC 값들과 NASA-TLX 값

들을 비교하 다. 즉, SC 평가척도는 절차서 수행을 복잡하게 하는 세가지 복잡도 

인자들을 근간으로 개발되었고, 앞에서 설정한 가정사항들 중 “운전원들이 느끼는 

복잡도는 직무에 의해 요구되는 perception, cognition 및 action에 대한 부하에 관련

된다”라는 사항이 맞다면, SC 평가결과와 주관적 직무부하 평가결과가 일정한 관계

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비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된 절차단계들 중, 임의의 25개 절차단계에 대한 NASA-TLX 값과 SC 값들을 

비교하 고, 그림 13은 이들의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박진균, 2001a; 박진균, 2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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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analysis of variance) table

Item Degrees of
Freedom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Statistic

Model 1 1828.71 1828.71 35.75
Error 23 1176.42 51.15
Total 24 3005.13

F0.05 (1, 23) = 4.28
p < 10-4

그림 13. SC 평가결과와 NASA-TLX 평가결과의 비교

그림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전원이 느끼는 주관적 직무부하는 SC 값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이 분산분석결과 (ANOVA; analysis of variance)

를 통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R
2 = 0.61, F0.05(1, 23) = 4.28 << F (1, 23) = 

35.75, p < 10-4).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C 평가척도는 운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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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직무부하를 적절히 반 할 수 있는 평가척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설정한 또 다른 가정사항인 “복잡한 직무일수록 운전원이 이해하

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직무일수록 직무 수행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가 수행되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비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된 절차단계들 중, 임의의 절차단계

에 대해 예측된 SC 값과 HPDB에서 얻어진 평균 절차단계 수행시간을 비교하 다. 

그림 14는 임의의 절차단계에 대한 SC 값과 평균 절차단계 수행시간의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박진균, 2002a; 박진균, 2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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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table

Item
Degrees of
freedom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statistic

Model 1 28379.315 28379.315 297.829
Error 118 11243.908 95.287
Total 119 39623.223

F0.05 (1, 118) = 3.921
p < 0.001

그림 14. SC 평가결과와 평균 절차단계 수행시간의 비교

그림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균 절차단계 수행시간은 SC 값이 증가함

에 따라 확연히 증가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R
2
 = 0.716, F0.05(1, 

118) = 3.921 << F (1, 119) = 297.829, p < 10
-4
). 따라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잡한 직무일수록 운전원의 수행시간은 증가하고, SC 평가척도는 직무의 복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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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절히 정량화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결과들을 통해 “SC 평가척도는 절차서로 인해 운

전원이 느끼는 직무의 복잡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HRA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 중 

하나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부하”를 SC 평가척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 주기 때문에, SC 평가척도는 효율적인 HRA 수

행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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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고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1.  소외 리스크 관리 지원시스템 개발

가.  방사선원 방출변수 향 평가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선원(Source Term)은 사고유형별, 방사

성 물질의 핵종별, 시간별 방출량과 이에 수반되는 열에너지, 그리고 결말분석시 요

구되는 방출 정보와 시간 변수들을 포함하는 양으로써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이 방

사선원에 대한 정보는 2단계 PSA의 결과로써 주어지는데 PSA에서 다루는 사고경

위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이들을 사고결말에 미치는 향이 유사한 대표적인 몇 개

의 방출군(Release Category)으로 분류하여 방출군별 발생빈도와 노심 재고량에 대

한 방출분율 (Release Fraction)로 나타낸다. 따라서, 이 방사선원은 여러가지 매개변

수에 의해 정량화되는데 이 매개변수에는 방출시간, 방출 지속시간, 환경으로의 방출

시 비상대책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경고 시간 같은 시간 관련 변수 및 사

고발생 빈도,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대기내 이동 및 확산 계산시 입력으로 이용되는 

방출 에너지의 양, 방출 고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2단계 PSA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고경위별 방사선원의 방출분율을 통하여 각각의 핵종별 방출량을 정량화하기 위

해서는 노심 재고량에 대한 계산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여러가지 원자로 유형

과 발전소 이력 즉,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노심 재고량을 계산할 수 있는 별개의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방사선원 방출변수인 방출 고도, 열 함량, 연소도, 방출 시간, 방출 기간, 경고 

시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는데 이는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

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소외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개발에 있어

서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정종태, 1998b, 1998c, 1999b]. 

건강 향에 미치는 향 평가를 위한 방사선원 방출 변수들로는 방출 고도, 열 

함량, 연소도에 따른 노심 재고량, 방출 시간, 방출 지속시간, 경고 시간 등 6가지 변

수를 선정하 다. 이들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건강 향 인자로는 조기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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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자 수, 조기 상해자 수, 인구 가중 조기 사망 리스크, 인구 가중 암 사망 리

스크, 암 상해자 수, 전 생애 동안의 유효 전신피폭 인구 집단 선량, 조기사망 리스

크, 조기 피폭선량 1.5 Sv를 초과하는 인구 수, 조기 사망 발생이 예상되는 부지로부

터의 거리 등이다. 광 3,4호기를 대상 발전소로 하여 MACCS 코드를 건강 향 평

가 도구로 활용하 다.

방출 고도의 변화는 후기 건강 향 즉, 암 사망, 암 상해, 인구 가중 암사망 리

스크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으나, 조기 건강 향 즉, 조기 사망, 조기 상해, 조기사

망 리스크, 조기사망 발생 거리 등은 방출 고도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감소하며 조

기 상해자 수는 다른 조기 건강 향 인자들과는 달리 방출고도가 증가할수록 그 값

이 약간 감소하지만 다른 인자들이 받는 향보다는 그 정도가 매우 낮다(그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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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방출고도 변화에 따른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

열 함량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 건강 향 및 후기 건강 향 모두 그 값이 

감소한다. 특히 열 함량의 증가에 따른 건강 향 인자 값들의 감소도는 대부분의 경

우 완만하지만 조기 사망자 수, 조기사망 리스크, 조기 피폭선량 1.5Sv 초과자 수는 

열 함량이 0 MW에서 20MW까지 증가할 경우 건강 향 인자 값들의 감소 폭이 매

우 크게 나타난다(그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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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열함량 변화에 따른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

연소도의 증가 즉, 노심 재고량이 증가할수록 후기 건강 향 인자인 암 사망, 

암 상해, 암사망 리스크는 그 값들이 증가하는 반면 조기 사망, 조기 피폭선량 1.5Sv 

초과자 수, 조기사망 발생 거리 등의 연소도 변화에 따른 값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조기 상해자 수는 연소도 증가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한다(그림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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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소도 변화에 따른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

방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든 건강 향의 변화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

다. 조기 건강 향의 경우 방출 시간 1시간의 경우 30분에 비해 감소하다가 2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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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최대값을 가지며 이후의 방출 시간에 대해서는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주지만, 

후기 건강 향의 경우에는 방출 시간 2시간까지는 증가하다가 조기 건강 향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이후의 방출 시간에 대해서는 급격히 감소한다(그림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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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방출시간 변화에 따른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

방출지속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향 인자의 변화 결과에 의하면 암 사망자 수, 

암 상해자 수, 인구집단 유효 전신 피폭선량의 경우에는 약간의 증가를 보여주지만 

나머지 건강 향 인자들의 값은 방출지속 시간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그림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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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방출기간 변화에 따른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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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건강 향 인자의 변화 결과에 의하면 경고 시간이 증

가하면 암 사망이나 암 상해와 같은 후기 건강 향은 경고 시간 2시간 정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조기 건강

향의 경우, 조기 상해자 수는 경고 시간 2시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이후의 시간

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조기 사망자 수와 조기사망 리스크는 경고 시간이 증가

할수록 오히려 증가함을 보여준다(그림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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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경고시간 변화에 따른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

나.  기상자료 향 평가

방사성 물질이 일단 환경으로 방출된 이후에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향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중요한 인자로써 작용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풍향, 풍속, 강

수량, 대기안정도로 대표되는 기상 조건이며 이외에도 방사선원 방출량에 결정적 

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 방출 고도, 방출 시간, 방출 시간 등과 같은 방사선원 방출 

특성에 관한 변수 등이 있다. 광 3,4호기를 대상 발전소로 MACCS 코드를 활용하

여 기상자료가 소외 리스크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평가를 위한 

기상 자료로는 풍속, 강수량, 대기안정도 등 3가지 변수를 선정하 다. 이들 변수들

의 변화에 따른 소외 리스크 및 건강 향 인자로는 조기 사망자 수, 조기 상해자 수, 

암 사망자 수, 암 상해자 수, 조기 사망 리스크, 암 사망 리스크, 플륨 중심선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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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및 유효 전신 피폭선량이다[정종태, 1999a, 2000b].

풍속의 변화에 따른 건강 향 인자의 변화 결과에 의하면 건강 향 인자 모두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감소하며 풍속 증가에 따른 감소 폭이 가장 큰 건강

향 인자는 조기 사망자 수로 이는 풍속이 증가할수록 대기난류 향에 의한 대기

확산이 크게 나타나면서 방사성 플륨에 의해 향을 받는 지역은 넓어지지만 상대

적으로 방사능 농도는 줄어들기 때문이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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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풍속 변화에 따른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건강 향 인자의 변화 결과에 의하면 강수량이 증가할수

록 조기 사망의 경우 강수량이 50 mm/hr로 증가할 때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이후에

는 약간 감소하며 이로 인하여 조기 사망 리스크도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그 값이 

증가한다. 그러나, 조기 상해자, 암 사망자, 암 상해자의 경우에는 강수량이 증가하면

서 그 값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는 강수량의 증가에 의한 습침적 

양의 증가 때문이다(그림 22 참조). 

대기안정도의 변화에 따른 건강 향 인자의 변화 결과에 의하면 개인별 암사망 

리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건강 향 인자들의 값은 대기안정도 등급 E나 F 즉, 안정

한 대기상태에서의 값이 중립이나 불안정한 대기 상태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단, 

개인별 암사망 리스크는 대기안정도 등급 D 즉, 중립의 대기 상태에서 그 값이 가



- 63 -

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기안정도 상태의 변화에 따른 건강 향 인자들의 변

화 특성은 대기난류의 변화 및 이로 인한 대기확산 특성의 변화에 기인한다(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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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강수량 변화에 따른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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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대기안정도 변화에 따른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

기상자료의 건강 향에 미치는 향 평가 결과에 의하면 낮은 풍속, 시간당 50 

mm 정도의 많은 강수량,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대표적인 조기 건강 향 인자인 조기

사망 및 조기 사망 리스크는 최대가 되며 낮은 풍속, 시간당 3 mm 정도의 적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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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중립 상태의 대기안정도에서 대표적인 후기 건강 향 인자인 암사망 및 암사

망 리스크는 최대가 된다. 

다.  방출변수 및 기상자료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향 평가

이 연구는 방사선원 방출변수와 기상자료 등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 결

과를 토대로 건강 향 인자 및 리스크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스펙트럼을 

구성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건강 향 인자 및 리스크 변화를 평가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진 경우에는 계절별 

기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고경위 및 방출변수 값일지라도 계절에 따

라 소외 리스크에 미치는 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절별 특성을 반

하는 계절별 리스크 평가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각각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

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대상 발전소는 광 3,4

호기이며 소외 리스크 평가 도구로는 MACCS 코드를 활용하 다[정종태, 2000a, 

2000c, 2001f, 2002a, 2002b]. 

이 리스크 평가를 위한 기본 스펙트럼 및 계절별 스펙트럼에 대한 건강 향 인

자 및 리스크 분석 결과는 스펙트럼별 건강 향 인자 및 리스크 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원 방출 변수 및 기상자료가 리스크에 미치는 상대적

인 향 및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중대사고시 주변 환경 및 주민들

에게 미치는 향을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비상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사고라 할지라도 계절별로 향을 받는 지역이나 

향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가장 효율적인 기본 비상대응 계획을 수

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및 계절별 스펙트럼별 건강 향 인자 및 

리스크 평가 결과는 소외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광 원전 주변 부지의 연간 기상자료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계절별 평균 풍속

은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각각 3.0 m/sec, 3.4 m/sec, 3.6 m/sec, 4.0 m/sec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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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별 최대 강수량은 각각 9.4 mm/hr, 50.0 mm/hr, 9.0 

mm/hr, 11.4 mm/hr로 분석됨. 각 계절별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대기안정도

는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각각 E(moderately stable), D(neutral), C(slightly 

unstable), E(moderately stable)이다.

방사선원 방출변수, 기상자료의 향 평가 결과 및 연간 기상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본 시나리오 4개(표 15), 각 계절별 시나리오 5개(표 16) 등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조기 사망 리스크를 평가하여 계절별 향을 분석하 으며 각각의 시나리

오별 조기사망 리스크 변화는 각각 표 17과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5. 기본 시나리오 및 변수 값

     변수 

값

방출고도

(m)

열함량

(MW)

방출시간

(Hr)

경고시간

(Hr)

풍속

(m/sec)

강수량

(mm/hr)
대기안정도

시나리오-1 0 1 2.0 3.0 2 50 F

시나리오-2 20 10 1.0 2.0 4 30 E

시나리오-3 40 20 0.5 1.0 6 10 D

시나리오-4 60 30 4.0 0.5 10 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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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계절별 시나리오 및 변수 값

     변수 

값

방출고도

(m)

열함량

(MW)

방출시간

(Hr)

경고시간

(Hr)

풍속

(m/sec)

강수량

(mm/hr)
대기안정도

봄-1 0 1 2.0 3.0 3.0 9.4 E

봄-2 20 10 1.0 2.0 3.0 9.4 E

봄-3 40 20 0.5 1.0 3.0 9.4 E

봄-4 60 30 4.0 0.5 3.0 9.4 E

봄-5 0 1 2.0 3.0 3.0 0.0 E

여름-1 0 1 2.0 3.0 3.4 50.0 D

여름-2 20 10 1.0 2.0 3.4 50.0 D

여름-3 40 20 0.5 1.0 3.4 50.0 D

여름-4 60 30 4.0 0.5 3.4 50.0 D

여름-5 0 1 2.0 3.0 3.4 0.0 D

가을-1 0 1 2.0 3.0 3.6 9.0 C

가을-2 20 10 1.0 2.0 3.4 9.0 C

가을-3 40 20 0.5 1.0 3.4 9.0 C

가을-4 60 30 4.0 0.5 3.4 9.0 C

가을-5 0 1 2.0 3.0 3.4 0.0 C

겨울-1 0 1 2.0 3.0 4.0 11.4 E

겨울-2 20 10 1.0 2.0 4.0 11.4 E

겨울-3 40 20 0.5 1.0 4.0 11.4 E

겨울-4 60 30 4.0 0.5 4.0 11.4 E

겨울-5 0 1 2.0 3.0 4.0 0.0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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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기본 시나리오별 리스크 변화

      건강 향 인자

스펙트럼

조기 사망 

리스크 (0~1.6km)

조기 사망 

리스크(1.6~3.2km)

인구가중 조기사망 

리스크 (0 ~ 8km)

시나리오-1 1.00E+00 1.58E-02 1.08E-03

시나리오-2 1.00E+00 7.18E-03 9.59E-04

시나리오-3 2.66E-02 0.0 1.24E-05

시나리오-4 0.0 0.0 0.0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으

로 방출된다고 할지라도 시나리오별 조기 사망자 수 및 조기사망 리스크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결말의 예측을 위해서는 방출변수와 기상

자료들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값들이 입력으로써 제공되어야 한다. 

거리별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를 보면 발전소로부터의 거리라 조금만 멀어져

도 조기사망 리스크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사고시 주변 주민들의 보호를 위

해서는 경고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계절별 시나리오에 대한 건강 향 인자들의 변화를 살펴 보면 계절별로 확실한 

차이를 보여 준다. 즉 대표적인 대기안정도가 불안정인 가을의 경우에 조기 사망자 

수 및 조기사망 리스크는 최소값을 보이며 강수 향으로 인해 여름에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값을 보인다. 

같은 방출변수 및 방출량일지라도 계절별로 건강 향 인자들이 확실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상대응책 수립이나 계절별 기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며 평상시 훈련에서도 이러한 계절별 기상특성을 고려한 훈련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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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계절 시나리오별 리스크 변화

     건강 향 인자

시나리오

조기 사망 

리스크 (0~1.6km)

조기 사망 

리스크(1.6~3.2km)

인구가중 조기사망 

리스크 (0 ~ 8km)

봄-1 1.00E+00 1.23E-02 8.75E-04

봄-2 1.00E+00 1.86E-02 9.00E-04

봄-3 6.10E-01 0.0 2.67E-04

봄-4 0.0 0.0 0.0

봄-5 7.60E-01 0.0 3.39E-04

여름-1 7.93E-01 0.0 1.20E-03

여름-2 1.00E+00 0.0 1.28E-03

여름-3 1.00E+00 0.0 1.13E-03

여름-4 0.0 0.0 0.0

여름-5 1.41E-01 0.0 6.26E-05

가을-1 7.82E-02 0.0 5.21E-05

가을-2 1.23E-01 0.0 8.51E-05

가을-3 7.78E-02 0.0 5.45E-05

가을-4 0.0 0.0 0.0

가을-5 0.0 0.0 0.0

겨울-1 9.98E-01 7.14E-03 7.05E-04

겨울-2 9.99E-01 1.09E-02 7.57E-04

겨울-3 8.94E-01 0.0 4.71E-04

겨울-4 0.0 0.0 0.0

겨울-5 2.95E-01 0.0 1.10E-04

라.  경제적 향 평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향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발전소의 

사고를 그에 따른 경제적 향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을 사

용하면 여러 가지 향을 비용이라는 하나의 인자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발생하는 다

양한 향에 대한 결합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향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시 사고의 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여러 가지 대응 조치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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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고려할 수 있고 실시된 조치들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향 정도를 경제적 향 측면에서 평가하

는 작업은 다음의 두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첫째,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소외에서 발생하는 향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외 방사선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소외 방사선 관리 계획의 수립에 있어 궁극적 목표가 되는 

주민 보호와 사업자의 경제적 이해 관계는 서로 상반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비용-이득 분석(Cost-Benefit Analysis)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이득 분

석 방법을 사용한 최적화를 통하여 환경의 복구 및 보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선량 완화가 최대로 되는 경제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 가

능하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향을 사고의 발생 빈도와 결합

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실제 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위해도 평가를 이용하

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측면 연구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제적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발생시 소내 및 소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향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 조치의 실

시에 따른 비용 인자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발전소의 정상 운전에 향을 

미친 결과들에 대한 비용 인자를 도출하여 평가 대상 인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최종

적으로 도출된 비용 인자들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사고 

완화 조치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시 발생하는 소외 경제적 향 평가 모델에 대한 검

토를 수행하고 비용을 소내비용과 소외비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용 항목별로 평

가 방법론을 정립하 다. 또한, 방사선원 방출변수와 기상자료가 건강 향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기본 시나리오 및 계절별 기상 

특성을 고려한 계절별 시나리오에 대한 비용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정종태, 2001a].

표 15의 기본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적 향 평가 결과(표 19)에 의하면 소외 경

제적 비용 중 인구 관련 비용이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으며 주민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 비용은 전체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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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별로 그 값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별 건강 향 평가 

결과와는 달리 시나리오-1 이 가장 심각한 건강 향을 야기하는 반면에 비용 측면

에서는 시나리오-4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각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값들

의 차이에 의한 대기확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표 19. 기본 시나리오별 경제적 향 평가(원)

         비용

시나리오
총 비용

인구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개 및 이주 

비용

시나리오-1 1.79×10
11

1.78×10
11

9.74×10
8

3.04×10
10

시나리오-2 5.98×1011 5.93×1011 4.65×109 3.04×1010

시나리오-3 3.37×1012 3.34×1012 2.53×1010 3.05×1010

시나리오-4 5.77×1012 5.69×1012 7.78×1010 9.13×1010

각 계절별 비용(표 20∼23)을 살펴보면 기본 시나리오별 비용평가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보인다. 즉, 전체 비용 중에서 인구관련 비용이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

지하며 소개 및 이주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그리고, 각 계절별 시나리

오를 분석해 보면 각 계절-5의 경우를 제외한 시나리오별 비용의 차이는 거의 나타

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나리오별 건강 향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반해 비용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각 계절-5 시나리오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비용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계절-5 시나리오는 각 계절-1의 시나리오에서 강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즉, 강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습침적에 의해 지표면에 침적

되는 양이 없으며 대기확산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선의 향을 받기 때문이

다. 

각 계절별 건강 향을 살펴보면 가을철이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며 여름철에 



- 71 -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지만 비용 평가 결과에 의하면 반대로 가을철 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여름철 비용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이는 습침적과 대기확산 때문이

다. 즉, 가을철에는 강수량이 가장 적으며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최대이다. 이로 인하

여 습침적에 의해 방사성 플륨에서 제거되어 지표면에 침적되는 양이 여름철에 가

장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방사선의 피해를 받는 지역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다고 할지라도 계절별로 건강 향 및 경제적 

비용(그림 24)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비상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입력자료와 계절 향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표 20. 봄 시나리오별 경제적 향 평가(원)

         비용

시나리오
총 비용

인구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개 및 이주 

비용

봄-1 8.45×10
11 8.38×1011 7.46×108 3.04×1010

봄-2 8.59×1011 8.52×1011 7.46×109 3.04×1010

봄-3 1.07×1012 1.07×1012 7.46×109 3.04×1010

봄-4 1.11×1012 1.10×1012 7.46×109 3.04×1010

봄-5 7.36×1012 7.31×1012 4.85×1010 3.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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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여름 시나리오별 경제적 향 평가(원)

         비용

시나리오
총 비용

인구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개 및 이주 

비용

여름-1 2.85×10
11

2.83×10
11

2.36×10
8

3.05×10
10 

여름-2 2.85×10
11

2.83×10
11

2.36×10
8

3.05×10
10 

여름-3 2.85×10
11

2.83×10
11

2.36×10
8

3.05×10
10 

여름-4 2.88×1011 2.86×1011 2.36×108 3.05×1010 

여름-5 7.14×1012 7.10×1012 4.86×1010 3.05×1010 

표 22. 가을 시나리오별 경제적 향 평가(원)

         비용

시나리오
총 비용

인구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개 및 이주 

비용

가을-1 2.67×10
12

2.65×10
12

2.26×10
10

5.13×10
10

가을-2 2.67×1012 2.65×1012 2.26×1010 5.13×1010

가을-3 2.67×1012 2.65×1012 2.26×1010 5.13×1010

가을-4 2.70×10
12

2.68×10
12

2.26×10
10

5.13×10
10

가을-5 6.34×1012 6.29×1012 5.60×1010 5.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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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겨울 시나리오별 경제적 향 평가(원)

         비용

시나리오
총 비용

인구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개 및 이주 

비용

겨울-1 1.64×10
12

1.63×10
12

9.18×10
8

3.04×10
10

겨울-2 1.65×10
12

1.64×10
12

1.04×10
10

3.04×10
10

겨울-3 1.68×10
12 1.67×1012 1.04×1010 3.04×1010

겨울-4 1.71×1012 1.70×1012 1.04×1010 3.04×1010

겨울-5 7.10×1012 7.06×1012 1.04×1010 3.04×1010

  

그림 24. 각 계절 시나리오별 조기사망 리스크 및 경제적 비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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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상대응 향 평가 및 최적화

차폐, 소개, 임시이주와 관련된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그림 25∼29 

참조). 결과에 의하면 대피가 효율적인 주민보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경고시간 이

후 대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인 대피시간과 대피기간이 짧을수록 좋으며 소

개가 효율적인 주민 보호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경고시간 이후 소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인 소개 지연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빠른 소개속도를 가져야 한다[정

종태, 2001c, 200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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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대피 시간 변화에 따른 조기 사망 리스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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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대피 기간 변화에 따른 조기 사망 리스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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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소개 지연시간 변화에 따른 조기 사망 리스크의 변화

그림 28. 소개 속도 변화에 따른 조기 사망 리스크의 변화

그림 29. 이주 시간 변화에 따른 조기 사망 리스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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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개속도가 2m/sec 이상에서는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 또한, 대피와 소

개가 이루어지는 구역 외부에서의 주민 이주는 이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상활동

을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주민 이주가 일어나는 시간이 짧을수록 효율적인 보호 

수단이 된다. 대피와 소개가 이루어지는 지역 외부에서의 주민 이주는 이주가 이루

어지기 전까지 정상활동을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주민 이주가 일어나는 시간이 

짧을수록 효율적인 보호 수단이 된다.

사고 발생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실시되는 조기 비상대응 수단 중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 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응 수단은 소개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주민 보호수단인 소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개로 인해 야

기될 수 있는 사회적 향이나 부수적인 향을 고려하여 정확한 피폭선량 예측에 

기초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대응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시나리오는 표 24, 조기사망 리스크의 변화

는 그림 30∼32에 도시된 바와 같다. 

시나리오 2∼7은 소개를 실시하는 경우를 소개속도와 소개 지연시간을 서로 달

리한 경우인데 효과적인 소개를 위해서는 빠른 소개 속도, 같은 소개 속도의 경우에

는 소개 지연시간이 짧을수록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즉, 가장 빠른 소개속도와 짧은 소개 지연시간을 가진 시나리오 6의 경우, 조

기 사망자의 수는 소개나 대피를 하지 않은 시나리오 1의 약 1.8% 수준으로 감소한

다. 그런데, 소개속도가 가장 느리고 소개 지연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시나리오 3는 

조기 사망자의 수가 시나리오 1의 15.3% 수준이며 같은 소개속도의 경우, 소개 지연

시간이 2시간인 경우와 4시간인 경우 조기 사망자의 수를 소개 속도가 0.33 m/sec 

인 경우에는 약 2배, 소개 속도가 1.0 m/sec 인 경우에는 약 3배, 소개 속도가 1.8 

m/sec 인 경우에는 약 4배 정도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소개속도

가 빨라질수록 소개 지연시간을 줄여줌으로써 보호조치 시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

강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8과 9는 각각 소개구역 내부와 외부에 대피구역을 고려한 비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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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인데 결과는 대피구역이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의 값 차이는 없으며 

소개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조기 건강 향의 값들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피

구역을 두기 보다는 소개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

다. 그러나, 대피만을 통해서도 주민보호의 효과가 충분한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많

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개를 실시해야 하느냐의 여부는 피폭선량에 대한 정확

한 예측을 기본으로 비상대응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의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표 24.  비상대응 시나리오 

시나리오 설명 대표 변수 값

1 No Evacuation/No Sheltering

2 Slow Evacuation/Short Delay Time 소개속도: 0.33 m/sec, 소개지연시간: 2 hr

3 Slow Evacuation/Long Delay Time 소개속도: 0.33 m/sec, 소개지연시간: 4 hr

4
Medium Evacuation/Short Delay 

Time
소개속도: 1.0 m/sec, 소개지연시간: 2 hr

5
Medium Evacuation/Long Delay 

Time
소개속도: 1.0 m/sec, 소개지연시간: 4 hr

6 Fast Evacuation/Short Delay Time 소개속도: 1.8 m/sec, 소개지연시간: 2 hr

7 Fast Evacuation/Long Delay Time 소개속도: 1.8 m/sec, 소개지연시간: 4 hr

8 Inner Sheltering and Evacuation 대피시간: 0.5 hr, 대피기간: 0.5 일

9 Evacuation and Outer Sheltering 대피시간: 0.5 hr, 대피기간: 0.5 일

다양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비상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소개와 대피 중에서 소개가 주

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소개로 

인한 주민보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개속도는 빠를수록 좋으며 더욱 더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소개 지연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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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율적인 비상대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소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부수적인 향을 고려해야 하며 정확한 피폭선량 예측 결과에 기초한 신

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0. 시나리오별 조기 사망자 수의 변화

그림 31. 시나리오별 조기 상해자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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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시나리오별 조기 사망 리스크의 변화

비상대응 수단의 최적화 방법론으로 선정한 비용/이득 분석 방법을 통하여 소개

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 는데 소개에 대한 여러 인자 중 비용요소가 가장 큰 소

개속도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 으며 주민 소개비용을 비용으로 주민 보건 향 감

소를 이득으로 하여 최적화를 수행하 다. 소개속도의 변화에 대한 주민 보건 향 

비용의 변화는 그림 33에, 비용/이득 분석 결과는 그림 3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개속도가 증가하면서 주민 보건 향 비용은 감소한다. 그러

나 소개속도가 0.33m/sec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 향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Surry 발전소에서 사용한 1.8m/sec의 소개속도는 속도 증가에 대한 효과가 그리 크

지 않다. 광 3,4호기의 비상계획서에는 소개속도의 평균값으로 0.33m/sec를 제안하

는데 이는 최적화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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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소개속도의 변화에 대한 주민 보건 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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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소개속도의 변화에 대한 비용/이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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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외 리스크 평가 및 비상대응 결정 지원시스템 NARIS 개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방사능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 및 환경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향을 제거하

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민 소개나 대피, 임시 이주 등과 같은 다양한 대응조치들

이 수행된다. 이러한 다양한 대응조치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기 위

해 의사 결정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수단을 결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정

보들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의사 결정들로 하여

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손쉽게 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기반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사 결정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 및 이로 인한 피폭선량과 건강 향 리스크를 평가하

고 이를 도시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 리스크 정보 시스템(NARIS, Nuclear Accident 

Risk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 다[정종태, 2001b, 2001d]. 이 시스템에서는 단

순히 계산 결과를 도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과를 역 등치선도나 선형 등치선도

로 구분하여 도시함으로써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며 또한,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값들만을 선택적으로 도시할 수 있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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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NARIS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NARIS의 주요 기능으로는 이미 선정한 시나리오 입력이나 직접적인 변수입력

이 가능한 입력, 비상대응 변수 입력 및 시나리오 입력,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결과 

파일의 저장, 결과 파일의 수치지도 상에의 도시, 사용자가 선정한 범위의 값만을 선

택적으로 도시하여 분석할 수 있는 주제도 분석 기능 등이 있다.  NARIS 프로그램

의 주요 메뉴는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NARIS 프로그램의 주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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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입력은 계산 프로그램을 위한 입력 파일을 열어서 변수를 변경할 수도 있

지만 미리 지정된 방사선원 방출변수와 기상자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선택함으로써 신속한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그림 37). 또한, 비상대응을 고려할 

경우에도 비상대응과 관련된 변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미리 지정된 비상대

응 시나리오(그림 38)를 선택함으로써 신속한 입력이 이루어짐으로써 빠른 시간 내

에 소외 건강 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그림 37. 방사선원 방출변수와 기상자료 입력을 위한 대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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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비상대응 자료 입력을 위한 대화창 

NARIS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입력을 통하여 수치지도 상에 도시하기 전에 계

산할 수도 있지만 부지, 사고 종류, 계절, 강수 유무, 비상대응 고려여부로 구분하여 

미리 계산한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여(그림 39)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리 계산하여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선택하여(그림 40) 신속하게 결과

를 도시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그림 39. 계산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기 위한 대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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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도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선택 대화창 

변수 입력이나 시나리오 선택을 통한 결과를 수치지도 상에 도시하기 전에 도

시나 분석을 위한 칼럼을 선택할 수 있으며(그림 41) 선택한 건강 향 필드의 수치

지도 상에 도시된 분포도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1.  건강 향 도시 및 분석 필드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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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건강 향 도시 및 분석 필드 선택 화면

광 원자력 발전소의 가상 중대사고시의 리스크에 대한 도시화면(그림 42) 중 

주제도 분석을 통하여 같은 값만을 도시한 선형 주제도, 역 주제도는 각각 그림 

43, 4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43.  선형 주제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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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역 주제도 화면 

NARIS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일정한 범위 내의 값만을 선택하여 도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조건 검색을 위한 대화창과 조건검색 결과 도시 화면은 각각 그

림 45와 46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범례를 포함한 주제도 도시 화면은 그림 47에 나

타난 바와 같다.

그림 45. 조건 검색을 위한 대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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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NARIS 분석 및 조건 검색 결과의 도시 화면

    

그림 47.  범례를 포함한 도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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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사고 SPDS 개발

노심 용융 방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비상운전과는 달리 외부로의 방사선 

누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사고관리는 발전소의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필요 

정보는 보다 광범위한 역에 걸친 발전소 변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

운전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의 변수에 대한 정보보다는 발전소 전반의 상황을 나타

내는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대사고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표준원전 중대사고관리 지침서를 바탕으로 중대사고 SPDS 설계에 필요한 변

수를 선정하 다.

중대사고관리에 필수적인 변수는 총 12개로 파악되었다. 이들 변수를 1차측, 2

차측, 그리고 격납건물 등의 물리적 구분과 안전 기능(safety function)을 기준으로 

변수 배치를 설계하 다. 이들 변수 정보를 현재 시점의 값은 물론 중대사고의 진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수 값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변화율도 동

시에 표현하도록 개발하 다. 또한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7개 전략에 대한 단순계통

도를 성공경로 개념에 입각하여 설계하 으며 주요 변수들도 동시에 표현함으로서, 

한눈에 중대사고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그림 

48, 49). 

12개의 변수 정보는 RCS 압력, RCS 온도, 노심온도, 노심수위, 증기발생기 1 & 

2 압력, 증기발생기 1 & 2 수위, 격납건물 온도,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수소농도, 

격납건물 집수조 수위, 격납건물 공동구 수위, 부지경계선량 이다. 이들 정보를 표현

하는 구체적인 화면은 그림 56와 같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기술보고서

[정광섭, 2000]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중대사고 SPDS는 궁극적으로 중대사고관리 지원 및 훈련인 SAMAT와 연계되

어 통합 개발되었다. 중대사고 그래픽 시뮬레이터인 SATS의 일부 모듈로 통합되어, 

SATS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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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중대사고 SPDS 화면 (전략별 성공경로)

 

그림 49.  중대사고 SPDS 화면 (전략별 가용한 계통 상태 정보 제시)



- 91 -

3.   비상운전지원시스템 KOSSN 개선

비상운전 시 운전원은 비상운전절차서에 근거하여 대응 조치를 수행한다. 그러

나 현 비상운전절차서는 사건위주의 접근 방식 위주로 설계되어 초기사건이 분명하

게 진단된 경우에는 대처가 편리하지만, 진단이 불분명하거나 복합적일 경우에는 효

과적인 대응이 어렵운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비상운전시 운전원의 대

응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전 단계의 연구에서 필수안전기능을 확보하며 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인 KOSSN을 개발하 다.  

그러나 KOSSN은 UNIX 환경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PC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즘에는 손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비상운전지원

시스템 KOSSN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중대사고 SPDS 개발 환경과 동

일한 플랫폼인 IBM-PC 기반으로 확장하 으며 일부 기능을 보강하 다. 필수안전

기능과 성공경로개념에 근거한 기존의 설계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하 으며 사건수

목을 통한 사고 예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그림 50, 51 참조).

비상운전지원시스템 KOSSN은 노심용융방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비상운전 

역에서 활용되어지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중대사고 SPDS는 방사능누출억제를 목

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PDS의 구성 요소에 차이가 난다. 이 두 지원시스템을 통

하여 비상운전은 물론 중대사고 역까지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황 및 상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KOSSN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필수안전기능(Critical Safety Functions : CSFs)

과 성공경로(success path)를 조합하여 체계적인 운전원 조치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운전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필수안전기능이란 "원자력 발전

소에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기 위한 물리적 방벽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기능"으로 정의되며, 모두 6가지로 분류하 다. 그리고 성공경로란 현재의 발전

소 상황 하에서 위협받고 있는 필수안전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

는 부품 혹은 발전소 계통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들 두 개념을 이용한 KOSSN에서는 위협받고 있는 필수안전기능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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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전소 계통의 성공적인 

동작을 위한 조치사항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들 조치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운전원의 행동지침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운전원에게 제공된다

KOSSN에서 도입된 성공경로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안전기능 측면에서의 성공경로로서, 위배된 필수안전기능을 회복시키

기 위해 필요한 발전소계통이 성공경로의 개념에 의해 도출된다. 다른 하나는 계통 

부품 측면의 성공경로로서, 이는 필수안전기능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발전소 계통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각 부품의 동작을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KOSSN에서는 위배된 필수안전기능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발전소 계통의 성공경

로 중에서 최우선 성공경로의 설정을 위해 운전가능성 개념을 도입하 다. 즉 

KOSSN은 다수의 성공경로 중에서 운전가능성이 최대인 성공경로를 운전원에게 제

시한다. 위의 과정에서 위배된 필수안전기능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운전원의 조치사

항들이 도출되며, KOSSN에서는 이를 각각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분류하 다.

1단계 조치사항 : 전반적인 조치 전략,

2단계 조치사항 : 요구되는 발전소 계통의 기능, 그리고 

3단계 조치사항 : 구체적인 운전원 조치사항 

이러한 체계적인 조치사항의 분류를 통해 운전원의 실제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운전원 조치에 대한 실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KOSSN는 그 기능

별로 필수안전기능 모듈, 성공경로 모듈, 데이터베이스 모듈, 사건수목 모듈, 그리고 

화면출력 모듈의 5부분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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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KOSSN의 간략화된 1차 계통 정보 및 운전원 지침 제공 화면

 

그림 51.  KOSSN의 전략별 상세 계통 정보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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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대사고 훈련도구 개발 

1.  중대사고관리 훈련도구 및 지원시스템 (SAMAT) 체제 개발

중대사고 현상 및 전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대사고의 완화 전략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와 관련 

자료들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정상운전에서 비상운전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들과 또한 많은 실제 운전의 경험들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조치 및 운

전원 행위를 규정지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훨씬 많이 내포된 중대사고의 경우에

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발전소 상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대사고 자체에 대한 가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은 국내에서도 이미 시작되었고[한

전, 1997; 정광섭, 2000a, 2000b], 그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중대사고관리지침서가 개

발되어졌다[정광섭, 1999]. SAMAT 체계 구축은 이 지침서의 수행 논리를 기준으로 

하여,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개발

하는 것이다[정광섭, 2001a, 2000d, 2002] 다음은 SAMAT 기능요건이다.

가. 지침서 정보

전체 시스템의 논리 흐름의 기준인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내용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각 전략으로의 전환이 용이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과정이 지침서의 어느 

부분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떤 변수가 설정치를 초과하여 어떤 지침

서를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주요 기기

들에 대한 점검표를 확인하는 과정과 계산표를 참조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부

가적인 모든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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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소 감시 기능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완화 조치는 주제어실에서 수행하지만, 제반 의

사결정은 비상기술지원실에서 수행하게 된다. 주제어실에서는 비상기술지원실의 지

시에 의해서만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기술지원실에는 CFMS와 PMS 한 

대, 그리고 기본 통신시설 이외에는 발전소의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중대사고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기기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한다[정광섭, 1999].

다. 주요기기의 동적 변화의 그래픽 제공

중대사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주요 기기의 시간에 따른 변화

를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그 과정을 제공하여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

게 한다[김고려, 2000a, 2000b, 2001]. 이를 위해서는 중대사고를 모의할 수 있는 엔

진이 필요하며, 추후 설명되어질 훈련 시뮬레이터 엔진을 활용하게 된다[김고려, 

2002a].

라. 중대사고 실험 및 연구 결과의 제공

중대사고에 대한 연구는 방사능과 설비의 규모 등으로 인한 실험에 대한 제약

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중대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 지식에서부터 시작하여 격납건물 사건수목 등 전문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교육의 목

적으로도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마. 훈련 시뮬레이터 기능

훈련 시뮬레이터 기능은 전략 수행의 결과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전략별 

부정적 긍정적 향을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의사 결정권자는 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함으로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부정적인 향에 대해서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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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책을 강구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중대사고 관련 다양한 전략들을 평상시 교

육 및 훈련 차원에서 미리 수행해볼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중대사고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게 된다. 이러한 지식은 추후 만약의 실제 사고 시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향을 미치게 된다.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기준한 중대사고 관리 및 훈련 지원시스템 (Severe 

Accident Management and Training Support System: SAMAT)에 대한 전체 구조

를 그림 52에 나타내었다. 

SAMAT 체계 구축에 있어서 큰 특징은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기준으로 하여 

지침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구체

적으로 지침서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경우의 전략을 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훈

련시뮬레이터 모듈, 발전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대사고 SPDS 모듈, 그

리고 중대사고 현상 및 시나리오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지식베이스

(Knowledge-Base)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중대사고 SPDS는 발전소 현장에 가동중인 CFMS (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의 기능 중 일부를 중대사고관리에 적합하게 기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중대사고 현상의 지표로 사용되는 12개 주요변수들을 

디스플레이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절 중대사고 SPDS 개발 참조).

- 적색, 황색 및 녹색의 ALARM 기능

- 그래프형 계기판

- 성공경로 개념 도입  

중대사고 지식베이스 개발은 중대사고 관리전략의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

식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다음 두 가지의 모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중대사고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지식베이스 TRAIN 모듈

- 중대사고관리지침서 KAMG의 On-line 버전인 HyperKAMG 모듈

중대사고 관리전략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대사고관리지침서 KAMG에 따

른 종합적인 사고관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HyperKAMG 모듈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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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중대사고 SPDS, 중대사고 Knowledge base, 훈련시뮬레이터 등이 연계된 종

합적인 체제를 구축하 다[정광섭, 2000d].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훈련시뮬레이터와 연계된 SPDS를 통해 발전소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 평상시에는 중대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에서부터 훈련시뮬레이터를 통한 

전략수행의 향을 예측함으로써 전략 선정에 대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

하 다.

- 실제시에는 TSC에서도 현재의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하게 하며, 훈련시뮬레이

터를 통해 전략수행에 대한 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전략 선정을 지원하도록 하 다.

한수원(주) 원안처의 요청으로 광 원자력 훈련센터에서 2001년 10월 29일에 

SAMAT 현장 설치 및 설명회 개최를 하 다. 훈련센터 교수요원, 발전부 및 방재부 

요원등 40여명이 참석하여 SAMAT에 대한 발표, 중대사고 시나리오 데모, 그리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장 의견으로는 SAMAT의 활용 목적 및 그에 따른 추

가 모듈 개발 필요성, MELCOR 선정 배경 및 Run-Time 문제점, 울진 3,4호기 시뮬

레이터에서의 중대사고 부분과의 연계성, 다양한 시나리오의 개발 및 확보, 지침서와

의 연계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들이 도출되었으며. 제안된 의견 중에서 당장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반 하 다. 

2002년 4월부터 시작되는 광 3발 중대사고관리 교육 및 훈련 지원용으로 

SAMAT를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훈련시뮬레이터 SATS를 통해 TSC 요원의 중대

사고 대처 능력을 배양시켜 중대사고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중

대사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고유모델의 구축으로 수입대체효과 및 수출 가능성이 예

상되며, 나아가 전문가의 중대사고 분석업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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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대사고관리 지원 및 훈련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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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사고관리 훈련용 그래픽 시뮬레이터(SATS) 개발

중대사고관리 훈련용 시뮬레이터(SATS)를 개발하 다[김고려, 2002a, 2002b]. 

SATS는 중대사고 통합 해석코드인 MELCOR와 SL-GMS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중대사고 진행과정을 그래픽으로 디스플레이하고 적절한 사고관리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대사고 훈련 및 분석용 다목적 시스템으로 기존의 데이터 위주 

Output을 그래픽을 사용하여 다이내믹하고 종합적으로 중대사고현상 디스플레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림 53 참조).

MELCOR
Common Block
Interface Module

Display 
Module

Scenario
DB

Graphic
Support
System Graphic

DB
Eq. Control
Module

MELCOR
Common Block
Interface Module

Display 
Module

Scenario
DB

Graphic
Support
System Graphic

DB
Eq. Control
Module

. Scenario DB: MELCOR PLOT File

. Graphic DB: SL-GMS Rx Model

. Display Module: 2D/3D dynamic behavior display of Rx, Cavity, RCS, Containment

. Graphic Support System: SL-GMS

. Common Block Interface Module: interface to MELCOR Common Block via shared memory

그림 53. Overall Structure of SATS

훈련 시뮬레이터가 이러한 기능을 가지려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듈, 생성된 데

이터를 관리하는 모듈,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래픽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모듈 등과 

같은  몇 개의 독립적인 모듈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병렬처리 구조가 필수적이다. 최

근에 들어 개인용 PC에서도 32bit 운 체제인 Windows가 주 운 체제로 자리를 잡

으면서 워크스테이션에서나 가능했던 병렬처리 기능이 지원되기 시작했고, SATS는 

이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모듈들이 각각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병렬로 처리되는 구

조로 설계되었다(그림 54 참조).

- MELCOR 엔진



- 100 -

- 중대사고 공용데이터 관리모듈

- 주요기기 동적거동 Display 모듈

- 실시간 기기조작 모듈

- 그래픽DB 인터페이스 모듈 

그림 54.  SATS의 구성 및 기능도

중대사고 훈련 시뮬레이터(SATS)의 개발 개념은 “IBM PC상에서 중대사고 현

상을 디스플레이하고 운전원 및 TSC 요원의  Interactive 입력을 처리하여 그 결과

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구현되었다. 

- 노내외 중대사고 현상 모의 및 결과 그래픽 디스플레이 

- 중대사고시 실시간 기기조작 및 제어기능 제공

- 중대사고 시나리오별 모의결과 저장 및 replay    

- 중대사고 전략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정보제공    

중대사고 현상은 통상 노내현상, 공동내 현상, 노외현상 및 격납건물내 장기거

동 현상으로 분류되며, 어느 경우든 1차계통 2차계통이 포함되는 격납건물 주변의 

각종 기기와 관련 배관의 거동에 대한 현상이다.  따라서 SATS의 주 화면은 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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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배관을 나타내는 화면으로 제작되었으며, 사고 발

생후 시각과 그 때의 기기 및 배관의 상태를 MELCOR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나타내

게 된다(그림 55의 좌상부분 화면).

그림 55.  SATS (중대사고 훈련용 그래픽 시뮬레이터) 시작 화면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 격납건물내 기기에 대한 현재 상태 파악도 

중요하지만 지침서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몇 개의 중대사고 지표가 되는 변수들의 

경향 파악도 중요하다. SATS는 이를 위해 12개의 변수의 동향을 나타내는 중대사

고 SPDS와 이와 연계된 Trend Graph를 제공한다(그림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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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SATS 주요 운전변수 감시 화면

그림 57.  SATS 기기 상태 정보용 그래픽 DB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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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외 주요 시스템 및 기기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모듈을 개발하 다(그림 57 

참조). 특히 시스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L-GMS로 작성된 그래픽 모델들로 

구성된 그래픽DB를 제작하 으며, 각각의 그래픽 모델은 MELCOR의 20여개의 패

키지에 나뉘어 입력되는 구역화(Nodalization)정보를 사용하여 코드 계산 결과가 그

대로 반 되도록 하 다. 다음은 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이다. 

- 중대사고 이후 노내 열수력 현상 디스플레이 

- 노심 특성 및 재배치현상 디스플레이(그림 58 참조)    

- 격납용기내 각종 기기에 대한 상세 디스플레이(그림 55 참조)   

- 빠르고 반복적인 사고 시나리오 Replay기능 제공    

- 안전관련 주요지표에 대한 트렌드 그래프 제공(그림 56 참조)  

- 신 개념의 SPDS(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화면 제공  

t = 4400 t = 5500 t = 6500 t =8200 t =8500 t =8600

t =11600 t =11625 t =11650 t =12000 t = 15300 t =30000

t = 4400 t = 5500 t = 6500 t =8200 t =8500 t =8600t = 4400 t = 5500 t = 6500 t =8200 t =8500 t =8600

t =11600 t =11625 t =11650 t =12000 t = 15300 t =30000t =11600 t =11625 t =11650 t =12000 t = 15300 t =30000

그림 58.  중대사고 시 노심손상 및 Core Relocation 과정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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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중대사고를 모의할 수 있는 중대사고시 실시간 기기조작기능을 개발하

다.  실시간 기기 조작 기능은 SAT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MELCOR에서 

모의된 밸브, 펌프 등의 기기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입력

의 수정 없이 현재 수행중인 MELCOR의 정보를 바꾸어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고 시

나리오를 모의하게 하는 기능인데 훈련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표 25는 

중대사고 시 사용되는 제어기기 및 SATS에 구현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5. 중대사고시 사용되는 제어기기 및 SATS 모델 여부

기기명 수량 운전에 필요한 정보 제어 SATS

HPSI 펌프 2 가압기압력, RWT수위, Sump 수위, 유로배열상태,전원 on/off o

LPSI 펌프 2 가압기압력, RWT수위, Sump 수위, 유로배열상태,전원 on/off o

Charge 펌프 2 VCT수위, 유로배열상태, 전원 on/off o

ECCS 재순환밸브 1 사고후시간, 전원 on/off o

격납용기 살수펌프 2 격납용기압력, RWT수위, Sump수위, 유로배열상태, 전원 on/off o

격납용기 팬냉각기 1 격납용기온도, 격납용기압력, 전원가압여부 on/off -

수소점화기 20 격납용기압력, 격납용기내수소농도, 전원가압여부 on/off -

수소재결합기 1 격납용기내수소농도, 유로배열상태 on/off o

SDS 밸브 1 급수계통상태, SG수위, Pzr안전밸브, Pzr압력, 전원가압여부 개도 o

Pzr 보조살수펌프 1 Charge펌프상태, 유로배열, 전원 on/off -

MSIV 2 SG압력, SG상태, ADV상태 개도 o

터빈우회밸브 2 SG압력, MSIV개방여부, 밸브상태, 복수기압력, CWP상태 개도 o

보조급수펌프
(모터) 2 SG수위, CST수위, 유로배열, 보조증기공급압력 on/off o

보조급수펌프
(터빈) 2 SG수위, CST수위, 유로배열, 보조증기공급압력 on/off o

주급수펌프(모터) 2 SG수위, SG압력, 유로배열, Dearator수위, 복수기수위, 전원 on/off o

주급수펌프(터빈) 2 SG수위/압력, 유로배열, Dearator/복수기수위, 보조증기압력 on/off -

기동용 급수펌프 2 SG수위, SG압력, 유로배열, Dearator수위, 복수기수위, 전원 on/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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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관리 지침서(KAMG)에 언급된 밸브 및 펌프들에 대한 조작기능을 

SATS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어기기의 스위치에 대한 입력 모델링 작업이 수행되었

으며(그림 59-60 참조),  발전소의 다중방호개념을 고려하여 기기조작에 필요한 정

보가 함께 제공되는 별도의 기기 제어 화면을 제공하도록 하 다(그림 61 참조). 여

기에는 기기조작에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그림 59. 증기발생기 주변의 제어기기 스위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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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 SI C ontrol     (  )  - B

C F607  >  1 .0  F low  
C F587(588) >  1 .0   Sum p Flow
C F597(598) >  1 .0   R W ST  Flow

H PSI A  Flow  =
( R W T Flow _H PSIA (C F58 7) +Sum pFlow _H P SIA (C F597 )) * H P SI_Flow (C F607) 

R W T

Sum p

H P SI

C F587(588)

C F597(598) C F607

C F587  or 588

C F607

C F597

H P SI C ontrol     (  )  - B

C F607  >  1 .0  F low  
C F587(588) >  1 .0   Sum p Flow
C F597(598) >  1 .0   R W ST  Flow

H PSI A  Flow  =
( R W T Flow _H PSIA (C F58 7) +Sum pFlow _H P SIA (C F597 )) * H P SI_Flow (C F607) 

R W T

Sum p

H P SI

C F587(588)

C F597(598) C F607

C F587  or 588

C F607

C F597

그림 60.  HPSI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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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SATS 기기 조작 화면 예제

Windows 사용자에 익숙한 MFC 기반 GUI를 사용하여 친숙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 다. 또한 훈련시뮬레이터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전문적인 코드 사

용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대사고 분석 업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은 중대사고 모의를 위해 SATS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 기능들이다.

- MELCOR 전문가를 위하여 코드 입출력을 위한 화면 제공(그림 62 참조)

- 모의된 사고시나리오를 빠른 시간 내에 반복 재생하는 Replay 기능

- 주요 사고변수의 추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디자인된 중대사고 S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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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와 SPDS Alarm 기능

- 기기 상태 그래프 및 시나리오 저장 등의 기능 제공

그림 62.  MELGEN Input Display 창

중대사고관리 훈련을 위한 중대사고 SATS 전용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한국형 표준 원전인 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중대사고를 크게 LOCA 군과 TLOFW

로 표현되는 과도사건 군으로 구분하여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전용시나

리오 개발에 있어 공학적 고려사항으로는 추가된 기기 조작 스위치의 기능 여부, 기

기 조작으로 인한 MELCOR 코드 실행의 일관성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발전소 거

동해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효율적인 훈련효과를 이루기 위해 중대사고 모의시간 단

축을 위한 DT 조정과 그 유발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졌다. 이외에도 

MELCOR 코드 사용자들이 특정 현상 분석을 위해 사용하던 부분 입력들을 통합하

여 항상 격납건물 전체를 모의할 수 있도록 부분 입력들을 통합하는 작업도 수행되

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계통 상호간의 향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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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전용 시나리오의 검증을 위하여 기존의 MELCOR 분석 결과와 SATS의 

모의결과를 비교 검토하 으며 여기에는 효율적인 훈련을 위한 수행시간 튜닝 사항

도 포함되었다. 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개발된 TLOFW / LOCA 시나리오를 사용

하여 SATS의 훈련도구로서의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SATS의 훈련도구로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제어기기들에 대한 SATS에서 구

현된 가압기 상단의 SDS 밸브 사용하여 중대사고 방지 전략을 검증하 다. (그림 

32 참조) SDS 밸브는 중대사고시 유용한 1차계통 감압 수단으로 이와 같은 기기를 

사고 모의 도중 강제로 개방시켜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SATS의 성능 평가를 위

한 유용한 방법이며,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급수, 주급수 펌프를 비롯한 각종 안전주

입 펌프, 그리고 각종 밸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림 63는 TLOFW 사고 모의 도중 사고 후 3753초 시점에서 가압기 상단의 

SDS밸브를 90% 개방시킨 후 얻어진 압력용기의 압력과 수위를 밸브를 개방하지 않

은 원래의 MELCOR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원래의 TLOFW 사고 모의에서는 

SDS 밸브를 개방하지 않으며, 1차측 압력이 가압기 PSV 개방 압력까지 증가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1차측 냉각재가 감소하고 결국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63과 같이 SDS 밸브를 개방하면, 밸브 개방 후 1차측 압력

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정 시점 이후에 안전감압계통이 작동하여 1차측 냉각재가 보

충됨을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중형 LOCA 시나리오에서 RWT와 집수조 사이의 밸브를 조작하여 

냉각수 재순환에 의한 중대사고를 완화 가능성을 모의하 다. 밸브의 개방 시간에 

따라 중대사고 방지효과가 상이하여 RWT 수위 고갈 후 1000초 이내에는 중대사고

를 방지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노심의 반응이 진전된 1000초 후에는 중대사고 

방지효과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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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TLOFW 사고시나리오에서의 SDS밸브 개방 결과 비교 

(위:개방전, 아래:개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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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사고관리 지식베이스 개발

중대사고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그 현상이나 사고 진행 시나

리오 등의 부분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중대사고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가능한 많은 양의 정보와 경험 자료를 요

구하게 된다. 

중대사고 지식베이스 개발은 SAMAT 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지식베이스를 다음 두 모듈의 개발을 통하여 구축하 다.

- 중대사고 지침서(KAMG)의 전산화 모듈인 HyperKAMG 모듈

- 중대사고 전반에 대한 지식베이스 시스템 TRAIN 모듈

HyperKAMG 모듈을 개발하 다[정광섭, 2000c, 2000d]. HyperKAMG는 최근에 

연구소에서 개발된 중대사고관리지침서(KAMG) 및 기술배경서의 모든 내용을 

Hypertext 기반으로 전산화한 모듈로 제안된 SAMAT 체계에 따라 훈련시뮬레이터

와 연계되어 사용된다. 중대사고 훈련 지원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모듈로써, 중대사

고관리지침서의 모든 전략이 응급지침서, 전략수행제어도, 완화지침서, 계산보조도구, 

그리고 기기 점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산화되어 입력되어 있다. 

지침서의 각 완화 전략들은 가용수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략수행여부 결정, 전

략수행방법 결정, 전략수행, 그리고 전략 종결에 이르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지며, 현

재 수행하고 있는 단계가 이들 중에서 어느 과정에 속하는지를 자동으로 보여줌으

로서 전략 수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게 하 다. 

지침서 수행과 관련된 추가의 정보는 다른 모듈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즉 발

전소 상황에 대한 부분은 SPDS 모듈, 중대사고 현상 및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은 

Knowledge-Base 모듈, 전략 수행에 대한 발전소의 거동 예측은 훈련시뮬레이터 모

듈에서 필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HyperKAMG의 모든 전략은 ‘가용수단확인’ 단계에서부터 ‘전략종결’까지의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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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부분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자동으로 

보여주어 현재의 상황 인식을 지원하도록 작성되었다(그림 64, 65, 66 참조).

.  

그림 64.   광 5,6호기 KAMG 전략선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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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광 5,6호기 KAMG 화면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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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계산표 모듈 

또한 중대사고 현상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을 수집, 관리하는 TRAIN 모듈을 개

발하 다 [제무성, 2001]. TRAIN(Training Program for AMP In NPP)은 중대사고 

전반에 대한 지식베이스 시스템으로 교육 및 훈련용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연

구되어진 중대사고 현상 및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

화 한 시스템이다. 중대사고에 관한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부분에까지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중대사고에 관한 기본 지식에

서부터 시작하여 전문적인 분야에 걸쳐 단계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TRAIN은 지침서와 연계하여 지침서 사용 도중 언제든지 필요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림 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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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TRAIN 주 화면 및 현상 설명 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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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T 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평상시에는 중대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에서부터 훈련시뮬레이터를 통한 

전략수행의 향을 예측함으로써 전략 선정에 대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

하 다.

- 실제 사고 시에는 TSC에서도 현재의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하게 하며, 훈련시

뮬레이터를 통해 전략수행에 대한 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전략 선정을 지원하도록 개발하 다. 

4.   중대사고 시나리오 개발

비상운전절차서[한국수력원자력(주), 1994]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부분인 최적복구절차서(Optimal Recovery Procedure)에서는 초기사건이 확

인된 사고에 대한 복구 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며, 뒷부분은 사고의 증상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앞부분의 경우에는 특정 사고

에 대해 그 진행 과정이 연구되어지고 입증되어진 시나리오들로써 최적의 대응 방

안들에 제시되고 있다. 또한 사고의 종류가 확인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발전소의 

주요 기능의 회복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능회복절차서(Functional 

Restorational Procedure)이다. 비상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모든 사고에 대해 그 원

인을 규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 규명이 힘든 경우를 대비하여 증상 중심

으로 대응 절차서를 개발하고 있다.

중대사고의 경우는 비상운전의 경우에 비해 사고의 전개에 관한 불확실성이 훨

씬 더 크다. 게다가 중대사고에 대한 실제적 경험 자료도 TMI와 체르노빌을 제외하

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험자료로써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중대사고 현상 및 시나리오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전 교

육 및 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곧 가상의 시나리오의 개발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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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대두되어진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중대사고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

게 되며, 이러한 사전 지식은 중대사고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실제 상황 발생 시 대

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중대사고관리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중대사고 시나리오의 개발은 크게 두 부분

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중대사고는 노심손상을 기본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노심손

상을 초래하는 발전소의 여러 유형의 사고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파악된 사고경위에 연계되어 노심손상 

이후에 중대사고관리 역에서 실제 훈련 시뮬레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 가능한 기

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요 사고경위 개발에서는 중대사고 시나리오의 개발의 배경으로 광5,6호기 1

단계 확률론적안전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 다. 1단계 확률론적안전성분석의 최종 

과정은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경위들에 대해서 발생빈도를 구하고, 내부사건으로 

인한 총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한다. 분석 결과 전출력 내부사건으로 인한 노심손상빈

도가 계산되어지며, 이를 다시 초기사건별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시나리오 개발 측면

에서는 사고경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최소단절집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표 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요사고경위별 최소단절집합을 

기준하여 시나리오 개발을 수행한다.

1단계에서 분석하는 노심손상빈도는 운전 역으로써 비상운전 역까지 포함하

고 있다. 이는 비상운전절차서의 기본 목적이 노심손상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즉 1단계의 분석결과는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설

계 및 운 에 반 하기 위한 것이다. 곧 노심손상을 기본으로 가정하고 시작하는 중

대사고 시나리오의 개발은 바로 1단계의 분석 결과에서 시작되어진다. 노심손상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사고경위부터 시작하여 중대사고의 경우까지 확장하여 중대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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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광5,6호기 주요 사고경위 및 노심손상빈도 

사고경위 사  고  경  위  설  명 노심손상빈도

1 SLOCA-9

(소형냉각재상실사고) * (원자로정지) * (고압안전주입) * 

(보조급수공급) * (대기덤프를 통한 RCS 냉각운전) * 

(고압재순환 실패) * (저압재순환을 위한 급속냉각) * 

(저압재순환 실패)

1.10E-6

2 LOFW-26
(주급수상실사고) * (원자로정지) * (보조급수공급 실패) * 

(초기 SDS방출운전 실패) * (1시간이내 소외전원복구 실패)
7.83E-7

3 LLOCA-5 (대형냉각재상실사고) * (안전주입탱크) * (저압안전주입 실패) 4.82E-7

4 LOOP-26
(소외전원상실사고) * (원자로정지) * (보조급수공급 실패) * 

(초기 SDS방출운전 실패) * (1시간이내 소외전원복구 실패)
4.19E-7

5 SGTR-37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고) * (원자로정지) * (고압안전 주입 

실패) * (저압안전주입을 위한 RCS 급속갑압 실패)
4.15E-7

6 GTRN-26
(일반과도사건) * (원자로정지) * (급수공급 실패) * (초기 

SDS방출운전 실패)
2.99E-7

7 SLOCA-32
(소형냉각재상실사고) * (원자로정지) * (고압안전주입 실패) * 

(저압안전주입을 위한 RCS 급속감압 실패)
2.76E-7

8 LOFW-7

(주급수상실사고) * (원자로정지) * (보조급수공급) * 

(대기덤프를 통한 증기제거) * (정지냉각운전 실패) * 

(이차측열제거 유지 실패) * (원자로냉각재방출 실패)

2.59E-7

9 LODC-26
(125V 직류모선상실사고) * (원자로정지) * (보조급수공급 

실패) * (초기 SDS방출운전 실패)
2.49E-7

10 SBO-8

(발전소정전사고) * (원자로정지) * (터빈구동보조급수 펌프를 

이용한 보조급수공급) * (대기덤프밸브를 이용한 증기제거) * 

(후기소외전원회복 실패)

2.44E-7

11 ATWS-34 (정지불능과도사건) * (감속재 온도계수) 2.24E-7

12 LSSB-26
(대형이차측파단사고) * (원자로정지) * (원자로 재임계 도달 

방지) * (보조급수공급 실패) * (초기 SDS방출운전 실패)
2.04E-7

13 MLOCA-3

(중형냉각재상실사고) * (고압안전주입) * (고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운전) * (고압안전주입계통 고온관 및 저온관 

재순환운전 실패)

2.02E-7

14 LLOCA-3

(대형냉각재상실사고) * (안전주입탱크) * (저압안전주입) * 

(고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운전) * (고압안전주입계통 고온관 

및 저온관 재순환운전 실패)

2.02E-7

15 LLOCA-4
(대형냉각재상실사고) * (안전주입탱크) * (저압안전주입) * 

(고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운전 실패)
1.88E-7

16 MLOCA-2

(중형냉각재상실사고) * (고압안전주입) * (고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운전) * (고압안전주입계통 고온관 및 저온관 

재순환운전 성공) * (재순환수 냉각운전 실패)

1.78E-7

17 LLOCA-2

(대형냉각재상실사고) * (안전주입탱크) * (저압안전주입) * 

(고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운전) * (고압안전주입계통 고온관 

및 저온관 재순환운전) * (재순환수 냉각운전 실패)

1.78E-7

18 SGTR-36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고) * (원자로정지) * (고압안전주입 

실패) * (저압안전주입 재순환운전) * (저압안전주입 실패)
1.68E-7

19 MLOCA-4
(중형냉각재상실사고) * (고압안전주입) * (고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운전 실패)
1.32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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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시나리오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관점은 훈련 시뮬레이터에서 실제 

제어가 가능한 기기를 정의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SAMAT의 

기본논리가 되는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기준으로 중대사고관리에서 사용 가능한 기

기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들 중에서 훈련 시뮬레이터의 개발 과정에 포함

되어 제어가 가능한 기기들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이 표 27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훈련 시뮬레이터의 제어 모듈 개발에 포함되지 않았으

며, 그 대상은 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기이다. 이를 위해 일단 모든 

기기를 개발의 대상으로 두고 효과가 미미하리라고 간주되는 기기에 대해서 

MELCOR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 다. 

중대사고관리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표 26에 열거된 시

나리오를 중대사고관리 관점에서 재분류하여, 크게 일차측을 통한 냉각수 주입과 이

를 위한 이차측의 감압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의 개발에 대해 언급한다. 이는 훈련 시뮬레이터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모든 시나리오 자료들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되

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되어질수록 더 많은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차측 급수와 관련된 사고경위는 급수상실사고를 기반으로 하 으며 일차측 

주입과 관련된 사고경위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를 기반으로 하 다. 격납건물 관련 

부분은 이들 각 사고경위가 발전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연계되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하지는 않았다.

우선 이차측 급수와 관련된 사고경위를 기준으로 완전급수상실사고(TLOFW)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그림 68은 대표적인 중대사고 시나리오인 완전급

수상실사고(TLOFW)에 있어서 훈련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수행할 사고관리 전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훈련 시뮬레이터의 제어 가능한 기기 입장에서 보면 급수

상실사고(LOFW), 소외전원상실사고(LOOP), 발전소정전사고(SBO), 125V직류모선상

실사고(LODC) 등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이는 이차측의 급수 여부가 사고 전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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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TLOFW 사고에 대해 우선 시뮬레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주요 전개과정이 표 28에 나타나 있고, 이를 토대로 

개발한 시나리오가 표 29에 나타나 있다. 그림 69에는 중대사고관리가 시작되어 완

화-02 지침서를 시작하는 시점인 11,000초에서의 발전소 상황이 표시되어 있다. 노

심온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증기발생기는 고갈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TSC

의 지시에 의해 보조급수가 재기동되어 이차측의 급수가 회복되어지고 있으며 일차

측은 SDS 밸브의 개방으로 압력이 낮아져 고압안전주입이 작동될 수 있는 조건이 

됨을 그림 70을 통해 알 수 있다.

TLOFW 그룹에 이어 일차측의 냉각수 주입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사고경위는 

각종 크기의 냉각재상실사고가 포함된다. 파단 크기가 2“인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해 시나리오를 개발하 으며, 완화전략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고 전개 과정이 

표 30에 요약되어 있다. 사고발생 이후 79초에 원자로가 정지되어지고 계속적인 냉

각재의 유출로 인해 3,700초에는 노심이 노출되어 4,120초 이후에는 노심이 용융되기 

시작한다. 이 경우의 완화전략은 완화-02 전략에 의해 적은 파손 부위로 인해 RCS 

압력이 거의 유지되고 HPSI가 이용불능이므로, RCS 감압을 통한 LPSI의 주입을 시

도한다. 중대사고관리지침서에 기준한 완화 전략의 적용 과정이 표 31에 나타나 있

다. 그림 71은 3,550초에서 SDS 밸브를 개방한 직후인 3,700초에서의 발전소의 상황

을 나타내고 있다. 노출된 노심으로 인한 수소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차측 

압력은 SDS 밸브 개방으로 인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낮아진 압

력으로 인해 3,900초에 저압안전주입이 작동하여 일차측으로 냉각수를 주입함으로 

인해 노심의 수위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림 7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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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중대사고 훈련 시뮬레이터 기기 목록

구분 기 기 목 록
시뮬레이터

반  여부

이차측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X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 O

터빈구동 주급수펌프 O

전동기구동 주급수펌프 O

기동용 급수펌프 X

급수 승압 펌프 X

터빈우회 복수시밸브 O

터빈우회 대기밸브 O

주증기대기방출밸브 O

가압기보조살수 O

일차측

안전감압밸브 O

원자로냉각재기체배기밸브 X

고압안전주입펌프 O

저압안전주입펌프 O

원자로냉각재펌프 O

충전펌프 O

격납건물

격납건물살수펌프 O

격납건물팬냉각기 O

S/G증기덤프밸브 O

수소점화기 O

수소재결합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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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TLOFW 시간대별 상황 (base case)

경과시각

(초)
주   요    내   용

0 - 원자로 정지

3,546 - 증기발생기 고갈

6,190 - 노심 노출 시작

9,540 - 노심 dryout

12,875 - 노심지지판 손상, UO2 lower-head로 재배치

13,204 - deflagration 발생

13,259 - lower-head 관통 발생

13,597 - SIT 동작

표 29. TLOFW 시간대별 상황 (완화전략 적용)

경과시각

(초)
주   요    내   용

시뮬레이터

기기 조작

0 - TLOFW 발생, 원자로정지 사고 시작

3,000

- 증기발생기 고갈

- RCS 압력 증가

- 격납건물 압력 증가

10,400
- 노심온도 371.1 C 초과

- 중대사고 시작 = TSC 소집령

11,600

- TSC 발족

- 완화-01 “증기발생기 주입” 수행

- AFW 재기동 시도 : 성공

AFW 기동

11,900

- 이차측 재고량 조건 회복

- 완화-02 “RCS 감압” 수행

- SDS 밸브 80% 개방

- (이후 RCS 압력이 낮아지면서 HPSI 자동 기

동)

SDS 개방

 (가정사항)

 1. TLOFW 발생 이후 2시간 경과 후에 보조급수펌프 응급 복구 완료.

 2. 일차측 감압 수단으로는 SDS 밸브만이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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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TLOFW로 시작된 중대사고 시나리오 예제

그림 69. TLOFW 시나리오 수행결과 - 110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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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SLOCA 시간대별 상황 (base case)

경과시각

(초)
주   요    내   용

0 - SLOCA 발생

79 - 원자로 정지

3,700 - 노심 노출

4,120 - 노심 용융 시작

4,798 - UO2 Lower Head로 재배치

4,947 - 노심지지판 파손

5,317 - 수소연소 (burning/deflagration) 발생

6,280 - SIT 작동

7,720 - Lower Head 관통

표 31. SLOCA 시간대별 상황 (완화전략 적용)

경과시각

(초)
주   요    내   용

시뮬레이터

기기 조작

0 - 2" SLOCA 발생 사고 시작

79 - 원자로 정지

3,550

- 노심온도의 지속적 증가로 중대사고관리 시작

- TSC 소집

- 완화-02 “RCS감압” 수행 

- SDS 밸브 75% 개방

SDS 밸브

3,900 - 저압안전주입펌프 작동 LPSI 펌프

 (가정사항)

 1. HPSI 사용 불능.

 2. 일차측 감압수단으로는 SDS 밸브만이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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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TLOFW 시나리오 수행결과 - 14000초

그림 71.  SLOCA 시나리오 수행결과 - 37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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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SLOCA 시나리오 수행결과 - 4605초

5.  SAMAT 품질 보증 연구

SAMAT 코드는 원전의 중대사고 지원시스템의 일부로서 활용 가능한 소프트

웨어로서 적절한 품질보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품질보증 절차를 수행

하 다. 본 품질보증에 적용된 절차는 기본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품질보증실에서 

주관 관리하고 있는 절차서에 의거하 으며, 특히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은 

‘HANQAP 3.2 컴퓨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절차서[한국원자력연구소, 2000]’에 의거

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73은 ‘HANQAP 3.2 컴퓨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절차서’에 의한 소프트웨

어 개발의 절차에 따라 본 SAMAT 코드 개발 시에 적용되었던 품질보증절차를 나

타낸 것이다. SAMAT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품질보증에 필요한 문서들이 보고서 

형태들로 이미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각 보고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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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 다. 그리고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일부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에 내용

을 수록하고 품질보증 문서를 대치하 다. 

SAMAT 코드의 개발과정에 적용된 품질보증의 최종결과물인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개발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보고서의 해당항목을 대치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개발요건서

- “중대사고 훈련도구 지식기반 개발”, [제무성, 2001]

- “중대사고관리지원시스템 설계를 위한 현황 분석”, [정광섭, 2000a]

- 본 보고서 제 5 장 제 2 절 개발 요건서

설계기술서

- “중대사고관리 정보표시계통 프로토타입 개발”, [정광섭, 2000b]

- “중대사고 훈련용 프로토타입 그래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김고려, 2000b]

- “중대사고관리 및 훈련지원시스템 개발”, [정광섭, 2000b]

-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김고려, 2002b]

시험계획서 및 시험결과 평가서

- “중대사고관리 및 훈련지원시스템 개발”, 제 2 장 및 3 장, [정광섭, 2000b]

사용자 문서

- “중대사고관리 및 훈련지원시스템 개발,” TR-1797/2001 제 6 장, [정광섭, 

2001b]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 보고서 제 5 장 제 2 절에서는 기존의 문서들

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SAMAT 코드개발관련 품질보증절차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요

건서를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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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SAMAT 품질보증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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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시간 위험도 감시 시스템 개발

1.  울진 3,4호기 전출력 안전성 평가 모델 개발 

가. 울진 3,4호기 전출력 안전성 감시 시스템 모델 보완 및 완성

울진 3,4호기 전출력 위험도 감시(Risk Monitor)용 PSA 모델(As-Operated)을 

개발하 다(그림 74 참조). 이를 위해 울진 3,4호기 인허가용으로 제출된 PSA 모델

을 기반으로 인허가 이후에 생산된 설계변경사항 약 850여건을 검토하여 PSA 모델

을 개선 및 보완하 다. 

또한 위험도 감시를 위한 모델 개발에 필요한 이차측 계통 및 교체 운전 기기

에 대한 고장모델을 추가하 다. 교체 운전 기기에는 CVCS 펌프, CCWS 펌프, 

ESWS 펌프, ECWS 펌프 및 냉각기, IAS 건조기 및 압축기, TBCCWS 펌프, 

TBOCWS 펌프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 기상조건, 해양생물,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생물이나 환경변수들의 향 반 하여 위험도 감시 모델을 개발하 다. 

이 PSA 개선 모델은 향후 위험도 기반(Risk-Informed) 활용의 기반 모델로 사

용될 것이다. 

3,4 PSA 
Update

3,4 PSA 
Update

3,4 Risk 
Monitor Model

3,4 Risk 
Monitor Model

RIISI RIISI 

RIA RIA 

Risk MonitorRisk Monitor

3,4 PSA 
Update

3,4 PSA 
Update

3,4 Risk 
Monitor Model

3,4 Risk 
Monitor Model

RIISI RIISI 

RIA RIA 

Risk MonitorRisk Monitor

그림 74.  울진 3,4호기 실시간 위험도 감시용 PSA 모델 개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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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 원전 고유 신뢰도 자료 사용 

울진 3,4호기 위험도 감시 모델 개발에는 국내 고유 신뢰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 운전 경험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분

석한 국내 표준 원전 기기신뢰도 데이터[한상훈, 2002]를 사용하여 모델을 개발하

다. 이 기기신뢰도는 국내 표준원전 운전 자료와 일반 자료원을 베이지안 통계 처리

하여 도출하 다. 

다.  초기사건 향 모델 개발 (IE Impact 모델) 

초기사건빈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복 설계된 기기 및 계통들의 인과관계

를 규명하고, 이들 기기 또는 계통들의 OOS(out-of-service) 향을 자동으로 평가/

반 하는 새로운 모델 기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국내외 안전성 감시 모델 개발 

사례에서 아직 구현된 바 없는 신 기법으로서 초기사건 특성상 주로 BOP 계통들이 

모델에 사용하 다.  

라.  PSA 모델의 정 성 제고

기존 PSA 모형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가정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모델 하 다. 

예를 들면, 원자로냉각재 파단 부위,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부위 등을 임의의 배관이

나 증기발생기로 가정하거나, 연료 주기, 교체운전 기기 등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 

시점으로 가정한 사항들을 실시간 위험도 감시 목적에 맞도록 모델을 보완하 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Living PSA 모델을 개발하 으며, 이 모델은 위험도 정보 

규제 및 이용(RIR&A)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개발된 모델은 이미 표준 원

전 RPS/ESFAS 관련 운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한 위험도 향 분석 시 기초 모델

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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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출력 안전성 감시 시스템(DynaRM) 개발 

가.  울진 3,4호기 실시간 안전성 감시 소프트웨어 DynaRM 개발

원자력발전소 전 출력 안전성 감시 전산 시스템인 DynaRM은 발전소 현재 시

점의 기기 배열 상태(운전중, 정비중, 대기중 등)를 반 하여 발전소의 노심 손상 빈

도를 기준으로 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발전소 발전 설비의 보수 및 정비 계획을 확

정하기 이전에 발전소의 예상 위험도를 사전에 계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시스템이다[김승환, 2002]. DynaRM은 현재 발전소의 노심손상빈도를 감시하기 

위한 위험도 감시 모듈과 허용 위험도내에서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

계획모듈의 두 가지의 주요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다(그림 75 참조).

그림 75.  울진 3,4호기 DynaRM의 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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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ynaRM의 주요 특징

DynaRM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발전소 현장에 적용된 원전 전 출력 안

전성 감시 시스템으로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최초의 위험도 감시기(Risk Monitor)

DynaRM은 울진 원전 3,4호기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국내 최초의 

위험도 감시기로서 울진 원전 3,4호기 PSA모델을 직접 사용하여 현장에서 적용된 

시스템이다. 

(2) 표준 원전 고유 신뢰도 PSA 모델 사용

DynaRM에 적용된 표준원전 고유 신뢰도 PSA 모델은 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 운전경험자료 반 한 고유 신뢰도 모델이며, Generic 데이터베이스와 베이지

안 업데이트 된 신뢰도 자료를 사용한다[한상훈, 2001].

(3) 초기사건 향 평가 모델(신기술) 개발

 초기사건 빈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복 설계된 기기 및 계통들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기기 또는 계통들의 이용불능으로 인한 향

을 자동으로  평가/반 하는 새로운 모델링 기법을 국내외 최초로 사용하 다. 

(4) 실시간 계산 수행

DynaRM을 이용한 기기 배열 변경에 의한 위험도의 실시간 평가는 울진 3,4호

기의 경우 30초 이내에 계산이 가능하며, 실제 계산 속도는 컴퓨터 CPU 속도 및 전

산 환경에 발달에 따라 더 단축 가능하다.

(5) 국산 정량화 엔진 사용

DynaRM에 적용된 위험도 정량화 엔진은 본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국내외적으

로 인정받은 국산  정량화  엔진인 KIRAP을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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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용이하 으며, 추후 기능 개선 시 더욱 수월하게 적용하여 개발을 할 수 있

으며, 또한 FORTE를 정량화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6)원격감시 기능

DynaRM에서는 전 출력 감시 시스템의 수행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

서 인터넷 웹서버에서 출력되도록 구현함으로써, 일정시간 마다 변경된  자료를 검

색할 수 있도록 개발하 으며, 실시간 안전 상태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현장 내 다

른 부서 및  관련 기관(과기부, KINS등)에서 보안으로 보호된 통신망을 통하여 현

장의 현재 발전소 위험도 노심 손상 빈도 값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다[Christoph, 

1997; ChartFX, 2001].

다.  DynaRM의 주요 기능 및 모듈

(1)  발전소 기기 배열 상태 관리

발전소의 기기 배열 변경을 유발하는 각종 사항들을 총괄하는 모듈로서 이용불

능기기 선정모듈, 교체운전기기 배열관리모듈, 환경 변수 관리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

용불능기기 선정 모듈은 현재 발전소에 이용 불능한 기기를 선택하여 위해도 계산

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이며, 교체 운전 기기 배열관리 모듈은 발전소 교체 

운전 기기를 각 계통별로 구분하여 각 계통의 해당 기기들의 교체 운전 모드를 직

접 변경하여 위험도 계산에 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듈이고, 환경 변수 관리 

모듈은 발전소의 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심 손상 빈도에 향을 받을 수 있

는 부분을 위험도 계산에 반 하기 위한 모듈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불능 기기 선정 모듈

이용불능기기 선정 모듈은 한 시점에 발전소에서 고장 및 정비 보수 등의 이유

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기기들의 상태를 선정(입력)하기 위한 모듈이다.  이용불능기

기로 선정된 기기들은 DynaRM의 기기이용불능 데이터베이스에 임시로 저장되는데, 

기기번호, 기기종류, 정지일시, 정지사유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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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 모듈에서 BE의 값을 이용불능치로 반 하여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할 때 사용

되며, 기기가 보수가 끝나서 이용불능기기 선정모듈에서 제외시키면 이때 복귀일시 

정보가 기록되어 다음 노심손상빈도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기기번호 기기종류 정지일시 복귀일시 정지사유 BE <-- BE 기기번호

궁극적으로 이용불능기기의 선정이라 함은 이용불능항목 데이터베이스에 이용

불능기기의 각종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하 는데 다음과 같다(그림 76 참조).

• 기기 목록으로부터 이용불능기기 정보를 직접 입력

기기 목록으로부터 직접 입력받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기 종류 

및 기기번호를 기기목록으로부터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는 방법을 의미하

는데, 발전소 현장 담당자들의 경우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숙지도가 뛰어나므로 이용

불능기기를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각 계통별 P&ID로부터 이용 불능 기기를 입력

각 계통별 P&ID로부터 사용자가 이 P&ID를 통하여 해당 기기를 선정하는 기

능인데, DynaRM에서는 이를 위하여 전체 16계통의 P&ID를 전산화하여 입력하 으

며, 이 P&ID에서 사용자가 직접 해당 기기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 다.  그림

의 우측 화면이 P&ID를 통하여 자료를 입력하는 기능의 수행 예이다. 

• 발전소의 기기 보수 Tagging System을 이용한 입력

발전소에서 각 기기들의 보수시 Tag의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발한 

Tagging 시스템의 Tagging 데이터에 연동하여 DynaRM의 이용불능기기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되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 그림의 가운데 화면이 Tagging 시스템 수행 

화면인데, Tagging 시스템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절에서 따로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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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DynaRM의 다양한 이용불능기기 자료 입력방법

(나) 교체운전기기 배열 관리

발전소 교체 운전 기기들의 배열 정보 또한 발전소 위험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

인으로서 DynaRM에서는 각 계통별로 구분하여 각 계통의 해당 기기들의 교체 운

전 모드를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 는데, 울진 3,4호기의 교체운전기기 정보

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표 32에서 보는바와 같이 8개 계통에 대하여 분류하여 각 

기기의 배열 상태를 변경 받아서 해당 기초사건의 값을 위험도 정량화 계산에 사용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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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교체 운전 기기 목록 및 관련 기초 사건

계통 분류 기기 상태 기초사건(BE)

CCWS

CCW 

열교환기

CCW HX 01A 운전중 FLAG-CC-HE01A

CCW HX 01B 운전중 FLAG-CC-HE01B

CCW HX 02A 대기/보수중 FLAG-CC-HE02A

CCW HX 02B 대기/보수중 FLAG-CC-HE02B

CCW 

펌프

CCW MP 01A 대기/보수중 FLAG-CC-MP01A

CCW MP 01B 운전중 FLAG-CC-MP01B

CCW MP 02A 운전중 FLAG-CC-MP02A

CCW MP 02B 대기/보수중 FLAG-CC-MP02B

ECWS
ECW 

Train

ECW Tr.1A 

(MP01A, CH01A)
운전중 FLAG-CW-TR1A

ECW Tr.1B 

(MP01B, CH01B)
운전중 FLAG-CW-TR1B

ECW Tr.2A 

(MP02A, CH02A)
대기/보수중 FLAG-CW-TR2A

ECW Tr.2B 

(MP02B, CH02B)
대기/보수중 FLAG-CW-TR2B

ESWS
ESWS 

펌프

ESW PP MP01A 운전중 FLAG-SW-MP01A

ESW PP MP01B 운전중 FLAG-SW-MP01B

ESW PP MP02A 대기/보수중 FLAG-SW-MP02A

ESW PP MP02B 대기/보수중 FLAG-SW-MP02B

IAS
IA 

공기압축기

IA Air Comp AC1A 운전중 FLAG-IA-AC1A

IA Air Comp AC2B 대기/보수중 FLAG-IA-AC2B

IA Air Dryer A (ZM01) 운전중 FLAG-IA-ADPA

IA Air Dryer B (ZM02) 운전중 FLAG-IA-ADPB

CVCS
CVCS 

펌프

CVCS Charging PP01 백업 FLAG-CV-PP01-BK

CVCS Charging PP02 상시운전 FLAG-CV-PP02-SB

CVCS Charging PP03 정상운전 FLAG-CV-PP03-SB

CVCS Charging PP04 정상운전 FLAG-CV-PP04-SB

TBOCWS
TBOCW 

펌프

TBOCW Pump PP01 대기/보수중 FLAG-WH-MP01A

TBOCW Pump PP02 운전중 FLAG-WH-MP02B

TBCCWS

TBCCW 

열교환기

TBCCW HX HE01 대기/보수중 FLAG-WT-HE01A

TBCCW HX HE02 운전중 FLAG-WT-HE02B

TBCCW 

펌프

TBCCW Pump PP01 대기/보수중 FLAG-WT-MP01A

TBCCW Pump PP02 운전중 FLAG-WT-MP01B

PCWS

PCWS 

Cnmt Train

PCW Cnmt Tr.A 

(PP01, CH01)
대기/보수중 FLAG-WICB-TRA

PCW Cnmt Tr.B 

(PP02, CH02)
운전중 FLAG-WICB-TRB

PCW Cnmt Tr.C 

(PP03, CH03)
운전중 FLAG-WICB-TRC

PCWS 

Turbine Train

PCWS Trubine Tr.A 

(PP04, CH04)
대기/보수중 FLAG-WITB-TRA

PCWS Trubine Tr.B 

(PP05, CH05)
대기/보수중 FLAG-WITB-T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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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77은 교체 운전 기기 중 CCWS 계통의 교체운전 기기 배열 변경 화

면 예이고, 위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교체운전기기의 설정치 들은 표 33과 같

이 해당 Basic Event와 연결되어 위험도 계산 정량화 프로그램의 수행 입력으로 들

어간다.

그림 77.  교체운전기기 설정변경 화면 (CCWS)

표 33. 교체운전기기 상태 변경에 따른 BE 입력값 설정 예 (CCWS)

value .

0 , FLAG-CC-HE01A .

0 , FLAG-CC-HE01B .

1 , FLAG-CC-HE02A .

1 , FLAG-CC-HE02B .

1 , FLAG-CC-MP01A .

0 , FLAG-CC-MP01B .

0 , FLAG-CC-MP02A .

1 , FLAG-CC-MP02B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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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변수관리

발전소의 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심 손상 빈도에 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노심손상빈도 위험도 계산에 반 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듈로서 각 

환경 변수별로 발전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 환경 변수 값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표 34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환경 변수의 종류와 설정범위의 예이

며 그림 78은 프로그램의 실행화면이다.

표 34. 환경 변수의 종류

분류 BE 환경변수 설정범위

1
Environment 

Factor 1
XF-SEA-ENV1

 해파리, 새우때등의 

바닷생물에 의한 향
0.1 ~ 1.0

2
Environment 

Factor 2
XF-SEA-ENV2  수온에의한 향 1.0 ~ 2.0

3
Environment 

Loop Factor 1
XF-LOOP-ENV1

 폭풍, 허리케인, 안개등과 

같은 기후 요인
1.0 ~ 10.0

4
Environment 

Loop Factor 2
XF-LOOP-ENV2  건조주의보 여부 1.0 ~2.0

5
Environment 

Loop Factor 3
XF-LOOP-ENV3  폭설주의보 여부 1.0 ~2.0

6 Beginning of Cycle FLAG-ATWS-BOC  연료 주기 상태 (BOC) 0 ~ 1.0

7 End of Cycle FLAG-ATWS-EOC 연료 주기 상태 (EOC) 0 ~ 1.0

그림 78.  환경변수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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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환경변수 및 설정치 들은 표 35와 같이 해당 

Basic Event와 연결되어 위험도 계산 정량화 프로그램의 수행 입력으로 들어간다.

표 35. 환경변수 변경에 따른 BE 입력값

value .

1.0 , XF-SEA-ENV1 .

1.0 , XF-SEA-ENV2 .

5.0 , XF-LOOP-ENV1 .

1.0 , XF-LOOP-ENV2 .

1.0 , XF-LOOP-ENV3 .

1.0 , FLAG-ATWS-BOC .

1.0 , FLAG-LSSB-EOC .

.end

(2) 노심손상빈도(CDF) 정량화 모듈

DynaRM의 입력 부에서 입력한 이용불능기기 정보와 교체운전기기 정보 그리

고 환경변수 설정치 등의 값을 입력으로 실시간으로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여 주

는 것이 노심손상빈도(CDF:Core Damage Frequency)정량화 모듈인데 크게 노심손

상빈도를 계산하여 주는 모듈과 이용 불능기기의 보수 중요도를 계산하여 보수 우

선 순위를 제시하여주는 각 기기별 보수중요도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가) CDF 정량화 모듈 

CDF 정량화 모듈은 이용불능기기 및 교체운전기기, 환경변수 설정치로부터, 실

시간으로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여 주기 위한 모듈이다.   

다음 그림 79는 정량화가 수행 절차도인데 DynaRM은 각 단계별 수행에서 필

요한 데이터 파일들을 각각의 입력 자료(이용불능기기, 교체기기, 환경변수)를 기초

로 하여 정량화 단계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 계산에 사용된 정량화 엔진으로는 

본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인 KIRAP의 정량화 엔진인 Kcut를 이용할 수 있도

록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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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정량화 수행 절차

다음 표 36은 정량화 엔진인 KIRAP의 Kcut의 수행을 위한 입력 파일 예이다. 

즉, DynaRM의 각 입력 부에서 설정한 기기 배열, 교체운전기기, 환경변수등의 각종 

정보가 해당 입력 파일로 생성되어 Kcut에서 로딩되어 계산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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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KCut 계산용 입력 파일 예제

;CutOff

; 수행 옵션 설정

rp$ = report * 100 .

pb$ = proba * 1.0e-10 .

di$ = Initiator * %U3-LL-CL1A, %U3-LL-CL1B, %U3-LL-CL2A, %U3-LL-CL2B, %U3-LL-HL1, 

%U3-LL-HL2,%U3-ML-CL1A, %U3-ML-CL1B, %U3-ML-CL2A, %U3-ML-CL2B, %U3-ML-HL1, %U3-ML-HL2,

%U3-SL, %U3-ISL, %U3-RVR, %U3-LOCV, %U3-LOFW, %U3-LOOP, %U3-SGTR-SG1, %U3-SGTR-SG2, 

%U3-LSSB-SG1, %U3-LSSB-SG2, %U3-LODC-01A, %U3-LODC-01B, %U3-LOKV, %U3-LOCCW, %U3-LOSX, 

%U3-GTRN.

opt$ = pb$ /split * 4 /module * 2 /di$ /LogicalLoop *1 .

; FT 기본 Logic 및 Data 읽기 ---------------------------------------

Read ("u34rm.cut").

; Test & Maint Data 읽기 ---------------------------------------

Read ("u34rm.tnm").

; 환경변수 데이터 입력 -------------------------------------

Read ("U34rm.env").

.

; 교체운전기기 운전상태 변경 데이터 입력 -------------------------------------

Read ("U34rm.alt").

I.

; OOS 기기의 Data  입력 ----------------------------------------

Read ("U34rm.oos"). .

.; 초기사건 IE impact 모델 Data  입력 ----------------------------------------

Read ("U34rm-ie0.ief").

Read ("U34rm-ie1.ief")end .

; MCS 계산 (Before Recovery)-----------------------------------------------

genprg (GCDF-U3, TOP /opt$ ).   ;genprg (GCDF-U4, TOP /opt$ ).

; Recovery -----------------------------------------------

Read ("U34rm-Recov.val").

; Recovery : Non-sens cutset  -----------------------------------------------

Read ("U34rm-NonMcs.rec").

; Recovery : HRA Dependency -----------------------------------------------

Read ("U34rm-HraDep.rec").

; Recovery : Sequence Recovery ---------------------------------------------------

Read ("U34rm-SQ.rec").

; 계산 완료 후에 처리 작업 (MCS 저장 등) ---------------------------

; Top Event는 RTOP으로 대치됨.  GCDF-U3 -> TOP -> RTOP

saveraw (RTOP / file * "U34rm.raw").

wrtcaffre (RTOP /file * "U34rm.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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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 중요도 계산 모듈

보수 중요도 모듈은 현재의 이용불능상태로 계산된 노심 손상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기가 각각 이용가능 하게 되었을 때의 노심 손상 빈도를 재 계산하고, 기

존 노심 손상 빈도와 새로 계산된 노심 손상 빈도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어떤 기기

가 우선적으로 보수되는 것이 발전소 안전성을 최대화하는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

여 주기 위한 모듈이다. 다음은 위험도 감소 가치인 RRW(Risk Reduction Worth)의 

정의이다 [강대일, 2001]. 

RRW = R0/Ri(-) = 1/(1-FV)

R0 : 기본 위험도

Ri : 기기 i 가 완벽 작동시 위험도

FV중요도 : 전체 위험도에 대한 특정 사건을 포함하는 사고경위의 위험도 비. 

기본사건 확률이 기본 값에서 0으로 변경시 전체 위험도에 대한 기본 사건

의 기여비를 나타냄.

RRW : 특정사건이 완전 이용 가능할 때의 위험도와 전체 위험도의 비. 기본 

사건과 관계된 어떤 요소가 개선될 때 최대 위험도 감소를 나타냄. 위험도

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다음 그림 80은 보수중요도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림의 예에서는 DG-01B

의 RRW (Risk Reduction Worth)가 1.31로 가장 높아서 복귀우선순위가 가장 높으

며, 정상복귀시에 위험도가 약 24%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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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보수중요도

다음 그림 81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수 중요도가 결정되면 기기 보수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여 위험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면서 기기 보수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81.  보수중요도 결정에 따른 보수절차

 (3) 시간 위험도 평가 및 감시

현재의 발전소 원전 기기 이용 불능시 실시간으로 발전소의 노심손상빈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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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현재의 발전소의 위험도 계산하는 것이 DynaRM의 주요 기능이지만, 각 시

점 별로 계산된 위험도를 취합하면, 그 자체로 현 시점의 발전소 위험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위험도 이력과 트렌드를 보여 발전소 시간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DynaRM에서는 위험도 계산 이력을 그래프로 표현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함께 제공

하도록 구현하 는데, 다음 그림 8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정 기간동안의 위험도 변

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ChartFX, 2001; TrueDB, 2001].

또한 위험도 계산 이력 관리 모듈을 함께 개발하여서, 각 계산 시점별로 변경된 

계산결과 및 각 시점에서의 이용불능기기에 대한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하 으며, 리스크 프로파일의 경우 별도의 확대 창을 제공하여 상세 검색 및 보고서 

출력기능을 함께 구현하여 보고서 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82 참

조). 

그림 82.  DynaRM에서 실시간 위험도 계산 및 결과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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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계획 스케쥴러 

DynaRM의 정비 계획 스케쥴러는 현재의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 평가하는 실

시간 위험도 감시 시스템과는 달리, 미래에 계획된 정비로 인하여 향을 미칠 발전

소의 위험도를 사전 평가함으로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모듈로서 정비 계획 수

립 시에 안전도 허용 범위 내에서 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지원 

도구이다. 

다음 그림 83은 DynaRM을 이용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일반적인 수행 절

차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먼저 보수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수할 항목과 보수 

정보 그리고 보수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각 기간별로 위

험도를 평가한다. 평가된 결과는 그래프와 발전소 위험도인 노심손상빈도로 표시되

는데, 노심손상빈도가 허용치를 넘으면 보수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보수 시점을 변경

하는 보수 계획을 재 수립한 후에 다시 위험도를 평가하고, 허용치 보다 넘지 않으

면 정비 계획을 확정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러한 보수 계획 재수립은 

편성된 정비 계획으로 인한 위험도 변화가 허용치 내에서 수용 가능할 때까지 반복

하여 계속된다.

그림 83.  정비 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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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84는 DynaRM의 정비계획 스케쥴러의 수행화면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면의 하단에 각 정비 항목별로 정비 일정이 Gantt차트의 형태로 출력

되고, 상단에는 각 정비계획별로 계산한 예상 위해도 차트가 그래프로 출력된다. 

 

그림 84.  DynaRM의 정비 스케쥴러 모듈 및 결과 화면

다음 그림 85, 86은 정비 작업 관리 모듈로서 정비 정보를 관리 및 수정하는 화

면 예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비기간과 정비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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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정비작업 관리기

그림 86. 정비 작업의 관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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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도 원격 감시

일반적인 위험도 감시 프로그램들은 단독 실행 환경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위험도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노심 손상 빈도를 검색하고 감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으로 떨어진 곳에서는 현재의 발전소 위험도를 판단 및 감시 

할 수 없는데, DynaRM에서는 이러한 위험도 정보를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서 감시할 수 있도록 위험도 원격 감시 모듈을 개발하 다.  이것은 전 출력 감시 

시스템의 수행 결과인 노심 손상 빈도를 DynaRM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서 인

터넷 웹서버에서 출력되도록 구현함으로써[Christoph, 1997; ChartFX, 2001], 일정시

간 마다 변경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하 으며, 실시간 안전 상태 표시 기

능을 이용하여, 현장 내 다른 부서 및  관련 기관(과기부, KINS등)에서 보안으로 보

호된 통신망을 통하여 현장의 현재 발전소 위험도 CDF 값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

다. 다음 그림 87은 위험도 원격 감시 모듈의 화면 수행 예이다.

 

그림 87. 위험도 원격 감시 모듈의 화면 수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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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발전소 신호 획득 및 처리 

DynaRM은 발전소의 기기 배열 상태를 변경하는 각종의 사건들을 입력받아 노

심손상빈도를 계산하여 발전소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기기 배열 상태의 변

경 요인들을 직접 입력받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발전소 

배열 변경 신호를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절차화된 전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력 기술과 공동으로 실시간 발전소 신호 획득 및 처리 시스

템인 Tagging System을 개발하 는데, Tagging System은 발전소 위험도에 향을 

미치는 기기에 대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기기들이 Tagging Out 되어 이

용 불가능하게 되는 정비 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작업시작 및 운전 복귀 시간 등의 

기기 이용불능정보를 DynaRM에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다[강선구, 2002].  

일반적인 Tagging 시스템의 운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비 부서, 운전원, 

기타 여러 부서에서 PUMAS를 이용하여 작업의뢰서를 발행하면, 정비 부서에서 작

업의뢰서에 대한 Tagging 데이터 및 작업 승인을 발전부에 요청하고, 발전부에서 

작업의뢰서에 대한 Tagging 목록 작성 및 발부, 작업 승인하면, 정비 부서에서 작업

의뢰서와 Tagging 목록을 이용하여 작업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Tagging 시스템

을 이용한 정비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88은 Tagging 시스템 관점에서의 

정비절차와 위험도 감시 전산 시스템인 DynaRM의 연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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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S

Tagging
System

Tagging 

 OOS 

그림 88. 정비업무 Tagging System 입력 절차 및 DynaRM과의 연계도

가. Tagging System의 구성

Tagging System은 다음과 같이 작업 Tag를 발행하는 모듈, Tag의 정보(정비

시작시간, 종료시간등)등을 관리하는 모듈, Tagging 이력을 관리하는 모듈의 3가지 

주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Tagging 그룹 정의 및 Tagging 목록 발행 모듈 

 - 정비 시작 및 종료 시간 입력 모듈

 - Tagging 이력 관리 모듈

다음 그림 89는 Tagging Data 관리 모듈의 화면 수행 예이고, 그림 90은 

Tagging System 세부 모듈 및 정보 흐름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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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Tagging System 모듈 및 결과 화면

그림 90. Tagging System 세부 모듈 및 정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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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설치 및 기능 검증

울진 3,4호기용 안전성 감시 시스템의 현장 설치 및 교육의 기회를 수 차례 가

졌는데, 울진 2발전소에서 2001년 7월 22일 23일에 현장 설명회를 가졌으며, 2001년 

12월 14일에 DynaRM 현장 교육 및 시연회 개최하 다. 이 자리에는 발전소장을 비

롯하여 기술공무부, 발전부 요원등 30여명 참석하여 안전성 감시 시스템의 현장 평

가 및 개선에 관하여 논의하 으며, 후속 조치로 기술공무부와 발전부요원 중에 

DynaRM 시험요원을 선정하여 DynaRM 설치하여 기능 및 사용성 평가 중에 있다. 

DynaRM의 위험도 계산 기능 검증을 위하여 Base Case 모델에 대한 위험도 

계산 과정 및 결과 검증하여, 계산이 정확히 수행됨을 검증하 고, 울진 3,4호기 RM

용 PSA 모델을 사용하여 기기 상태를 반 한 후 독립적으로 계산한 결과와 

DynaRM에서 계산한 결과 비교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 153 -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과제에서는 국내 중대사고관리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사고관리 평가 방법 

및 체계를 개발하고, 중대사고관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체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훈련도구 및 지원시스템을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개발하 다. 연구 결과가 현

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 및 운  시스템으로 완성되어 현장에 제공됨으로써 중대

사고관리 대응 능력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 으며, 부수적으로는 연구 개발 결

과가 다수의 논문 및 프로그램으로 발표되었다.  

본 과제는 크게 인적요인, 소외 리스크, 중대사고 훈련도구, 위험도 감시(리스크 

모니터) 등 4개 분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중 뒤의 3개 분야는 연구 결과물이 직

접적으로 산업체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 현장 설치 및 시연회를 가졌으며, 

인적요인 분야는 새로운 인적오류 평가 방법과 기반 DB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인적

요인 평가 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개발 목표를 100% 달성하 다.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사고관리  
평가 체계 
및 

대응능력 
향상 기술 
개발

∙사고관리 시 인적행위 향상 기술 

개발

- 인적오류분석 방법 개발 

. 인적요인 분류체계 및 구조적 

직무분석(SIA) 방법 개발

. 절차복잡도(Step Complexity) 

평가 방법 개발 

- 인적요소 평가 체계 개발 

. 인지오류 분석 기술 및 절차 

(AGAPE-ET) 개발 

. 시뮬레이터 기반 비상직무 

인적수행도 자료 수집 및 분석

25 100

5편의 SCI 저널 논문 

게재, 기술보고서 작성. 

시뮬레이터 자료를 

근거로 SC 적합성 평가. 

통계적으로 75% 정도의 

설명력 입증

국내 최초 시뮬레이터 

모의실습 자료 수집 및 

DB 구축. 분석 결과 

한수원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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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사고관리  
평가 체계 
및 

대응능력 
향상 기술 
개발

- 소외 리스크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 광 부지 사고 시나리오별, 

기상별 소외 리스크 DB 개발

. 리스크 평가 및 비상대응 

최적화 관리 시스템 NARIS 

개발

- 비상운전지원시스템 개발

. 비상운전 SPDS 및 운전 

지원시스템 KOSSN 개발

∙중대사고 훈련도구 개발

- 중대사고 훈련 및 지원 시스템 

SAMAT 개발 

. 중대사고 그래픽 시뮬레이터 

(SATS) 개발

. 중대사고 SPDS 개발

. 중대사고관리 전산 지침서 및 

KB지원 시스템(TRAIN) 개발

∙실시간 종합안전성 감시시스템 

개발

- 울진 3,4호기용 리스크 모니터 

(DynaRM) 개발

. 울진 3,4호기 전출력 안전성 

평가 모델 개발

. 실시간 발전소 정보 취득 및 

관리 시스템(Tagging System) 

개발

. 현장 설치 및 교육 완료(‘01.12) 

15

30

30

100

100

100

소외 리스크 Map 및 

NARIS 시스템은 광 

방재과 제공.  향후 

방재훈련의  교육 및 

훈련도구로 사용 예정

한수원 요청으로 SAMAT 

현장 시연회(2001. 10, 

광 훈련센터). 좋은 평가 

얻음. 

2001년 4월부터 광 

3발전소 중대사고 교육 및 

훈련 도구로 활용 예정

DynaRM의 현장 활용성을 

인정한 울진 2발전소의 

요청으로 현장 시연회 

(2001. 12, 울진 2발전소). 

향후 설치 사용 예정

울진 3,4호기 PSA update 

모델은 한전 및 KINS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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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앞에서도 언급하 듯이 본 과제에서는 국내 중대사고대책의 현장 이행에 필수

적인 모델과 지원도구를 개발하 다. 특히 중대사고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한 

SAMAT와 위험도 감시 도구인 DynaRM은 직접 현장에 설치되어 국내 원전의 안

전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SAMAT는 현장 시연회를 마친 상태로서 2002년 4월부터 시작되는 광 3발전

소 중대사고관리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위험도 감시 시스템

(DynaRM) 역시 울진 2발전소 시범 설치된 상태로서, 현장의 자체 평가를 통하여 

실시간 위험도 감시 및 보수관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소외 리스크 관리시스템

(NARIS)은 광 2발전소 방재과에 제공되어 향후 방재훈련 및 EOF 요원의 교육과 

훈련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연구 개발은 물론, 원전 안전성의 평

가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부분에도 기여하 다. 절차 복잡도 평가 기술 및 국

내 인적수행도 DB (HPDB) 개발은 기술적 독창성을 갖춘 분야로서, Halden 및 

NRC 등에서도 공동연구 등의 관심을 표명하 다. 앞으로 이 분야는 국외 원자력 선

진국들과 비교하여도 기술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연구를 통해 세

계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 본 과제에서 개발된 DynaRM, NARIS 등은 국내 석유화학 등 타 산

업체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로서 산업 파급 효과가 클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인적요인 분석 기술이나 수행도 DB 역시 타 산업체의 인적요인 

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자료로서 타 산업체에서도 적극 활용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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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과제에서는 국내 중대사고관리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사고관리 평가 방법 

및 체계를 개발하고, 중대사고관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체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훈련도구 및 지원시스템을 개발하 다.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 및 운  시스템으로 완성되어 현장에 제공됨으로써 중대사고관리 대응 능력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 으며, 부수적으로는 연구 개발 결과를 다수의 논문 및 

프로그램으로 발표하 다.  

본 과제는 크게 인적요인, 소외 리스크, 중대사고 훈련도구, 위험도 감시(리스크 

모니터) 등 4개 분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중 뒤의 3개 분야는 연구 결과물이 바

로산업체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 현장 설치 및 시연회를 가졌으며, 인적요

인 분야는 새로운 인적오류 평가 방법과 기반 DB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인적요인 평

가 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개발 목표를 100% 달성하 다.

인적요인 분야에서는 비상 및 사고관리 직무에 대한 인적요인 평가 방법을 개

발하 으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국내 운전원 비상직무수행도 DB(HPDB)를 개발하

다. 기존 방법에서 다루지 못한 인지적 오류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 및 평가 방법

과 분석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지오류 분석의 기술 기반을 구축하 다. 또한 

광 훈련센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비상직무에 대한 국내 운전원 수행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으며, 절차서 복잡도의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서 절차 복잡도(Step 

Complextity) 평가 방법을 제안하 다.    

소외 리스크 분야에서는 광 부지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별/계절별 소외 리스크

를 분석하여 Risk Map을 제시하 으며, 비상대응 전략에 따른 소외 리스크 최소화 

방법 및 지원시스템인 NARIS를 개발하 다. NARIS는 가능한 모든 사고 시나리오

에 대한 소외 리스크를 계산하여 DB화하고, 훈련이나 실제 상황에서는 가장 유사한 

조건에 대한 최적 비상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

스템은 향후 중대사고에 대한 EOF 요원의 교육/훈련 및 지원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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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중대사고 훈련도구 개발 분야에서는 중대사고 그래픽 시뮬레이터(SATS)를 개

발하 다. 중대사고 종합 지원시스템으로서, 표준 원전 중대사고지침서를 기반으로 

하며  SATS와 연계된 중대사고 훈련 및 지원 시스템 SAMAT를 개발하 다. 

SAMAT는 한수원의 요청으로 광 훈련센터에서 현장 시연회를 가져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2002년 4월부터 광 3발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중대사고관리 지침서에 대

한 교육 및 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위험도 감시 시스템의 개발은 사고예방 관점에서 울진 3,4호기를 대상으

로 한 위험도 감시 PSA 모델과 리스크 모니터 DynaRM을 개발하 다. 2001년 12월 

울진 2발전소에서 현장 시연회를 가졌으며, 기술공무부와 발전부에 설치하여 기능 

및 사용성 평가를 받았다. 향후 발전소의 실시간 배열 상태를 반 한 위험도를 감시

하고, 목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보수 및 운전 계획을 최적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울진 3,4호기 RM용 PSA 모델은 Risk-Informed 

Application(AOT/STI최적화, RI-ISI 등)을 위해 한수원에 기 제공되었다.  

결론적으로 사고관리 종합평가기술 개발과제는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체계의 

개발과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현장 적용성 과제로서, 학술적 연구결과물은 

물론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이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연구 개발하 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연구 결과들은 국내 원전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고, 원

전의 안전성 평가의 기반 기술로 사용됨으로써 국내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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