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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발전소 비상사고 시 운전원의 부적절한 개입조치(EOC) 사건에 

관한 연구: 분석 방법의 개발과 적용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TMI-2 사고 및 타 원전의 사건/사고에 원전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운전원의 부적

절한 조치(EOC: Errors of Commission) 사건이 개입됨에 따라, 원전 운전원의 부적절한 개입조

치(EOC: Errors of Commission)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고, 원전 위험도 관점에서 이러

한 EOC 사건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시스템에 의해 요구되는 인간행위

의 도출과 이들의 정량적 평가를 위주로 수행되었던 기존 인간신뢰도분석(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에 대한 개선 요구 중의 하나로 시스템에 의해 요구되지 않은 인적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주요 항목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편, 현존하는 차세대 HRA 방법들이 다루고 있는 EOC 분석수준은 EOC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결여되어 있거나, 많은 분석자원 및 인력이 요구되어 방법의 활용성이 저하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원전 비상 시나리오 시의 EOC 분석 방법은 기술적 및 

활용성 관점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적절히 만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배경

을 바탕으로 원전 비상 시나리오 시 위험도 및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EOC 사건을 적절한 

분석자원으로 도출 및 분석할 수 있는 EOC 분석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차세대 HRA 방법들의 EOC 분석 한계점을 개선하고 원전 위험

도 분석에 적절한 EOC 분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이 수행되었다.  

첫째, 원전 사건/사고들에 개입된 EOC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EOC 유발 원인 및 상황

을 분석하였다.  

둘째, 최근에 개발된 차세대 HRA 방법의 EOC 분석 한계점을 검토하고, 원전 위험도 분

석에 적절한 수준의 새로운 EOC 방법 개발을 위한 요건을 정리하였다.  

셋째, 원전 비상시나리오 시 발생가능한 EOC 사건을 도출 및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EOC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고, 영광 3,4 호기 원전에 적용하여 약 10 여개의 EOC 유발상황을 

도출하였다. 



 iv

 

I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위험도 분석을 위한 기술적 및 활용적 관점에서의 EOC 방법 개발 요건을 

정리하였다. 

둘째, 원전 비상시나리오 시 발생가능한 주요 EOC 사건을 도출 및 분석할 수 있는 새

로운 EOC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주요결과인 EOC 분석 방법은 기존 PRA 및 HRA 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운전

원의 부적절한 개입조치(EOC) 사건의 도출 및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 분석결과는 비상

사고를 대비한 원전 운전원의 훈련 및 절차서 개선 등에 반영하여 원전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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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Operator’s Errors of Commission in Accident Scenarios of 

Nuclear Power Plants: Methodolog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s the inappropriate actions such as the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safety systems have 

been intervened during an accident progression such an event as TMI-2 or other nuclear power 

plants, concerns on the issue of the operators’ errors of commission (EOCs) has been increased. 

Furthermore, it has been recognised that these EOC events should be identified from the risk 

perspective and be incorporated into risk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lso,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EOC events has been one of the improvement points of 

conventional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s) which have been focused on the quantification 

of human error probabilities of the required human actions by the system.  

Recently, advanced HRA methods, so-called second-generation HRAs, such as CREAM, 

MERMOS and ATHEANA have been proposed. However, the levels of depth of those advanced 

methods in dealing with the EOC even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ome methods are lacking 

in providing detailed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EOC events, while one of 

the methods, specifically ATHEANA, requires a considerable amount of human resources and 

thus the application to risk-informed regulation seems to be limited. Therefore, a more 

appropriate EOC analysis method to be fit for risk-informed application is needed to satisfy both 

technological and utilisational requirem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methodology for identifying and analysing the EOC events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of risk and safety in accident scenarios of nuclear power plants, with acceptable 

human resource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In order to develop a new methodology for analysing EOC events, the following research 

items have been performed. 

Firstly, the causes or context that promoted EOC events was examined by analysing real 

events occurred in USA nuclear power plants. 

Secondly, shortcomings of the advanced HRA methods recently developed with respect to 

EOC analysis were identified, and requirements for an EOC analysis method from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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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perspective were established. 

Thirdly, a new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EOC events during accident scenarios of 

nuclear power plants was proposed, and it was applied to YGN 3&4 units to identify and analyse 

about 10 EOC situations. 

 

IV.  Results of the Projec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sed as follows. 

Firstly, requirements for an EOC analysis method from the risk assessment perspective were 

established. 

Secondly, a new methodology for identifying and analysing the operators’ EOC events 

during accident scenarios was developed.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methodology developed in this project is to be applied to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EOC events and their contexts, which are normally not considered in conventional PRAs or 

HRAs. Those analysis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plant safety by 

improving training programs or operat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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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발생 가능한 사고경위(accident sequences)를 예측적으로 분석하고 사건의 중요

도를 확률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전소 전체의 위험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위험도 관점에

서 중요한 사고경위 및 사건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USNRC, 1983]. PSA 는 다양한 초기유발사건으로부

터 시작하여 여러 완화 기능 및 계통의 실패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시스템 상태에 도달하기

까지의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경위를 도출하고, 각 사고경위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이론을 사

용하여 계산한다. 각 사고경위의 PSA 모델에는 초기사건에 대하여 요구되는 완화계통의 기능

실패와 부적절한 인적행위 사건 등이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과 같은 논리구조 내에 모델링되

어 있다.  

PSA 기법 내에서 인간신뢰도분석(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은 파악된 사고경위 중 

부적절한 인적행위 사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Dougherty and Fragola, 1988; 

Kirwan, 1994]. 여러 HRA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존 PSA HRA 의 개선점 중 정성적 분

석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ougherty, 1990; Jung et al., 

2001]: 첫째, 운전원의 진단 및 상황판단 또는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특정한 오류유발상황

(error producing conditions or error forcing context)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둘째, 다

양한 인적오류사건의 고려이다. 기존 HRA 방법의 경우, 운전원의 인지과정이 단순화되고 정

량적인 평가를 위한 공학적 모형 정도의 수준이었다. 또한, 기존 HRA 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

적오류사건은 주로 시스템에 의해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기능을 요구되는 수행도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만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TMI-2 (1979), Davis-Besse (1985), Fort-calhoun (1992), 

North-Anna 2 (1993) 등의 원전 사건/사고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운전원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

은 조치(EOC: Errors of Commission)를 취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을 저해시키거나 주요 안전계통

을 비가용(unavailable) 상태로 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원전 운전원의 인지과정 중 부적절한 판단으로부터 유발될 수 운전원의 부적절한 개입 

조치(EOC: Errors of Commission) 사건을 도출 및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HRA 방법의 개발에 

초점이 있다. 

원전 비상 시나리오 시의 운전원 EOC 분석에 관한 연구는 Maryland 대학의 Mosleh 팀

에서 Macwan [Macwan and Mosleh, 1994] 및 Julius [Julius et al., 1995]의 분석 방법 및 절차에 대

한 소개가 있었고, 스위스의 PSI (Paul Scherrer Institut)에서 Davis-Besse 사건에서 개입된 EOC 

사건을 이용한 사례적용[Reer et al., 1999]과 스위스 원전에서의 시범 분석/평가가 소개되었다 

[Dang et al., 2001]. 최근에는 원전 사례분석을 통한 광범위한 인적오류사건을 다루고 있는 미

국 NRC 에서 개발한 ATHEANA [USNRC, 2000]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상당한 분석 자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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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인해 원전 위험도 평가체계에서의 활용성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존하는 이러한 EOC 분석 방법들은 원전 비상 사고시나리오의 상황적 정보(Context)를 

방법 상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전 위험도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 상세한 분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원전 위험도 분석 체

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EOC 사건을 적절한 분석 자원으로 도출 및 분석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체계 및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원전 위험도 관점에서 중요한 EOC 사건의 도출과 관련 상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체계 및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기발생 원전 비상사고 시에 개입되었던 EOC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EOC 유형과 EOC 유발 원인 및 상황을 도출하였다.  

둘째, 현존하는 차세대 HRA 방법들의 EOC 분석 수준을 검토하고, 원전 위험도 평가에 

적절한 EOC 분석 방법 개발을 위한 요건을 도출하였다. 

셋째, 원전 위험도 분석을 위한 중요한 EOC 유형의 도출과 관련 상황을 정성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새로운 EOC 분석체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안한 EOC 분석 방법을 영광 3,4 호기의 비상 시나리오 시에 적용하여 주요 

EOC 사건을 도출하고 상황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 원전의 기발생 EOC 사건에 대한 유형 및 

원인 검토 결과, 현존하는 차세대 HRA 방법들의 EOC 분석 수준, 원전 위험도평가에 적절한 

EOC 분석 방법 개발을 위한 요건 등을 기술하고 있고, 제 3 장에서 원전 비상 시나리오에서 

안전성에 중요한 EOC 사건을 도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체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제 4 장에

서는 영광 3,4 호기에 적용함으로써 분석 방법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

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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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건분석 및 방법 검토 

제 1 절   기발생 사건분석을 통한 EOC 상황분석 

미국 원전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중 원자로 정지 후 대응과정에서 EOC 사건을 포함하

고 있는 사건들을 관련 문헌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검토는 ATHEANA [USNRC, 2000]의 인적

오류사건 사례분석 자료 및 각 사건에 대한 분석 및 보고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등을 참

조하였다. 각 사건별로 발생한 인적오류사건과 발생 원인을 요약하고, 주요 내용을 표 1 에 

정리하였다. 

  

1.  TMI-2: Loss of MFW/AFW & PORV Stuck Open Event [USNRC, 2000; Reason, 

1990] 

TMI-2 사고에서 개입되었던 운전원의 EOC 사건은 TMI-2 원자로를 노심 용융으로까지 

이르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원전 운전원의 부적절한 조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작업자 실수로 인한 주급수 계통의 운전 정지

와 보수 작업자의 밸브 닫힘 상태 방치로 인한 보조급수의 약 8 분간의 급수 실패로 인하여 

원자로 내의 고온/과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압기 압력방출밸브(PORV)가 개폐 작동을 시

작하게 된다. 그러나, 개방 작동된 PORV 가 닫힘 작동에 실패하고 PORV 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되는 PORV LOCA 가 사건진행 도중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압력이 고압안전주입

계통(HPSI)의 작동 설정치 이하가 되어, HPSI 계통이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나, 이 시점

에서 TMI-2 운전원은 발전소 상황에 대한 오판단으로 운전중인 HPSI 펌프를 중단시키게 되

는 중대한 EOC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조치와 관련한 EOC 유형(ATHEANA 분류체계)과 이

를 유발하게 된 주요 상황 및 내재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OC 유형: 

 Human Failure Mode: Equipment (HPI) inappropriately terminated. 

 Unsafe Action: Operators stop equipment (HPI) 

 

상황적 요인: 

 물리적 상황: PORV 개방 고착으로 인한 원자로 냉각수 방출 

 계측 정보:  

- 가압기 수위: 고수위 지시 

- PORV 상태 지시계: 닫힘 상태 지시 (실제상태를 계측한 정보가 아닌   제어신호

를 지시하도록 설계됨 -> 설계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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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V 온도 지시계: 고온 지시 (무시됨) 

- 음향 신호: 작동중이었으나 MCR back panel 에 위치 

 절차서: PORV LOCA 에 대한 상황판단 및 조치 사항이 없었음. 

 훈련:  

- PORV Stuck-open 가능성에 대한 학습 및 훈련 부재 

- 가압기 만수위 방지에 대한 주의 

결론적으로, TMI-2 사고는 운전원의 조치를 요하는 증상을 띠는 물리적 현상의 전개와 

계측기의 오지시 및 신뢰성 저하 등이 결합되어 운전원의 전적인 상황판단 실패의 오류로부

터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측 정보 상으로는 발전소에 대한 운전원의 초기 상황

모델을 수정시킬 수 있는 정보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및 훈련 부재와 잠재적 

문제로 인하여 무시되었던 점은 여러 오류분석 전문가들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2.  Davis-Besse: Loss of MFW & AFW [USNRC, 1985; Dougherty, 1993] 

1985 년 Davis-Besse 발전소에서도 TMI-2 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급수계통 상

실사건으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후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한 운전원이 

보조급수계통이 자동으로 작동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 계통(보조급수계통)을 수동으로 작

동시키려 하는 중 부주의로 이 보조급수계통을 차단시키는 밸브를 누르는 오류를 범한다. 다

시 복구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밸브 구동 관련 보정이 잘못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재기동에 

실패하게 되고, 현장 운전원을 통한 복구 작업이 지시된다. 주급수 상실 후 보조급수 상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어 원자로 고압력으로 인한 PORV 개폐 작동이 시작되고, 순간적으로 개

방 고착되었으나 다시 닫힘 상태로 복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전 비상운전절차서에 의하

면 방출 및 주입(feed & bleed)을 수행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나, 운전 팀은 보조급수계통의 복

구를 예상하고 방출 및 주입 조치를 유보한다. 결국, 운전 팀의 예상대로 보조급수계통의 복

구가 이루어지고 발전소는 안정 상태로 유지된다. Davis-Besse 사건에 개입되었던 중요한 인

적오류사건은 표 1 에서와 같이 두 개로 요약된다. 이 중 두 번째 오류사건은 EOO (누락오

류) 유형의 오류이므로 첫 번째 오류사건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OC 유형: 

 Human Failure Mode: Equipment (AFW) inappropriately isolated or aligned. 

 Unsafe Action: Operators realign equipment (AFW) 

 

상황적 요인: 

 물리적 상황: 주급수 상실 후 보조급수 주입이 요구되는 시점 

 운전원 훈련 정책: 자동 작동이 긴급하게 요구될 시 우선 수동 작동 권고 



 5

 정보 시스템: 스위치 배열의 혼동 가능성 

 잠재적 오류: 보조급수 차단 밸브의 오보정 상태 

Davis-Besse 발전소의 EOC 사건은 TMI-2 와는 달리 단순 수행오류(execution error)로 인

해 발생되었으나, 보조급수 차단 밸브의 오보정 상태와 같은 잠재적 문제와 결합함으로써 인

적오류 행위 자체의 복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3.  Fort-Calhoun: Loss of Electrical Fault and PSV Leak [USNRC, 1993; Dougherty, 

1998] 

전기계통인 인버터의 전압 불안정으로 인해 전원 단절이 발생하고 터빈제어밸브가 닫

힘으로 인하여 RCS 의 열제거원이 상실되다. 이로 인해 RCS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하

게 되어 원자로가 정지되고, 이어 가압기 방출밸브(PORV) 및 안전밸브(PSV)가 개방 작동된

다. 이후 압력이 감소되면서 PORV 는 다시 닫힘 상태로 복구되었으나, PSV 는 초기의 압력상

승으로 인해 설정치가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일부 개방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PSV LOCA 발생). 이러한 사건에 대해 Fort-Calhoun 운전팀은 비상운전절차서의 진단절차를 

이용하여 ‘복합 사건’으로 진단하고 회복 절차서로 전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압력 설정치 만

족으로 안전주입은 작동되고 있었으나, 절차서 진행 중 ‘HPSI 종결조건’에 이르러 상황에 적

절치 않은 ‘HPSI 유량 감소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HPSI 종결조건’ 중의 하나인 ‘RCS 과냉각도’로 인한 것인데, 사건진행 당시 가압기 압력 계

기는 실제 압력보다 어느 정도 높은 상태로 실제 압력의 추이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

제보다 RCS 과냉각도가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다. 가압기 압력 계기와 관련하여 

다른 두 개의 다중 계기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back panel 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고, 또한 STA(Shift Technical Advisor)를 통해 SPDS 상에서 한 계기가 다른 두 

계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통보 받았으나 SPDS 에 대한 신뢰성 및 팀 조직 상의 문제로 

인해 수용되지 않았다. Fort-Calhoun 의 EOC 사건유형과 개입된 상황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OC 유형: 

 Human Failure Mode: Equipment (HPI) inappropriately terminated. 

 Unsafe Action: Operators stop equipment (HPI) 

 

상황적 요인: 

 물리적 상황: HPSI 작동 후 HPSI 종결조건에 대한 확인 중 

 정보 시스템:  

- 가압기 압력 계기의 고장 (fail high) 

- 가압기 압력의 다중 계기에 대한 설계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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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DS 에 대한 신뢰성 부족 

 팀 요소(팀원간의 결합력): STA 에 대한 신뢰 부족 

 

본 사건은 TMI-2 와는 달리 사건 초기에 발생한 PSV LOCA 에 대한 사건 진단이 적절

히 이루어졌고, 절차서를 이용한 사건 대응이 절차서를 기반으로 잘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EOC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다른 백업 정보(redundant or 

diverse indicators)에 대하여 실제 운전원의 관점에서 가용성과 유용성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발전소 운영상의 여러 문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North Anna 2: Failure of Voltage Regulator [USNRC, 2000] 

North Anna 2 에서는 발전기 계통의 문제로 터빈 정지 및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다. 사건 

초기에 주급수(MFW) 및 보조급수(AFW) 펌프는 모두 운전 중이었으나, 주급수 계통은 원자

로 저온 상태로 인해 차단된 상태로 응축기로 순환 운전 중이었고 보조계통은 3 트레인 모

두 자동 운전으로 증기발생기로 급수 중이었다. 이 때 발전소 운전원은 RCS 평균 온도가 감

소하는 것을 보고 과냉각(excessive cooldown)을 우려한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BO(Backboard Operator)는 AFWS 의 유량을 특정값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알

리고, AFWS 을 정지시키고(secure) MFW 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이때, 증기발생기 수위는 

저-저 수위 이하임). 이에 대해 상위 의사결정자들은 AFWS 의 유량 감소(secure)를 허용한다

(“secure AFWS”에 대한 의미를 서로 달리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됨). 이에 BO 는 특별한 통보

없이 MFW 우회밸브를 개방시켜 증기발생기에 유량을 공급하고 AFW 펌프를 pull-to-lock 시

켜버린다(Disabling of AFWS). 이것은 Engineered Safety Features 의 기능을 제거해 버린 결과로

서, 만약 주급수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조급수계통의 자동작동이 실패하게 된다. 

EOC 유형: 

 Human Failure Mode: Equipment (AFW pump) inappropriately removed from automatic 

control. 

 Unsafe Action: Operators take equipment (AFW pump) out of armed or standby status. 

 

상황적 요인: 

 물리적 상황: 노심 과냉 우려, 주/보조급수 모두 가용함, 보조급수계통에 대한 신

뢰성 우려 

 훈련/교육: ESF 에 대한 주의 부족 

 의사 소통: 

- 운전원 간 팀 의사소통의 결여 

- ‘Secure AFWS’에 대한 의미의 상이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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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원전의 비상운전 하에서 운전원이 과냉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증기발생기 수

위가 저-저 수위 임에도 불구하고 AFWS 을 ESF 로부터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주의를 끈다. 또한, 운전원의 안전의식 또는 안전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5.  EOC 유발원인의 종합정리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원전 사건/사고에서 나타난 EOC 사건에 대한 원인 및 상

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전 비상사고 시나리오에서 유발될 수 있는 EOC 사건을 전반적

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의 기술적 토대(technical basis)를 구축하고자 한다. 

TMI-2 원전에서 유발된 EOC 사건은 분명히 운전원의 발전소에 대한 전적인 상황판단

의 실패로 인해 유발된 것이다. 시스템의 전개 상황은 주급수 계통 및 보조급수 계통의 기능

상실과 이로 인한 RCS 계통의 압력 및 온도 상승, PORV 의 개방작동 후 개방고착, RCS 계통 

압력 감소 등 일련의 동적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운전원은 크게 두 가지 조치 면에서 시

스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첫번째는 주급수 계통의 상실로 인해 작

동이 요구되는 보조급수의 정상적 기능 확인 및 복구의 지연으로, 이로 인하여 발전소의 냉

각 능력이 저하되고 상황 전개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두번째 조치는 PORV 개방고착 

상태에 대한 오판단으로 작동중인 HPSI 계통을 장기간 차단시킨 조치이다. 두 조치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인자는 절차서의 부적절성과 운전원 훈련의 결여이다. TMI-2 사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조치는 두번째 조치로서 PORV LOCA 발생에 대한 전적인 상황판단 

실패(‘오판단’)로부터 유발되었다. 이 오판단에 기여한 주요 원인 및 상황을 정리하면, 다중사

건의 발생 및 시스템의 빠른 동적전개 상황, MMI 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PORV LOCA 에 대한 절차서 및 훈련의 전적인 결여, 가압기 만수위 방지의 강조 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 사건은 시스템의 애매한 동적상황 조건 하에

서 운전원의 시스템 상황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인적요소의 부적절한 상태에 기인

한 ‘상황판단 실패’로 인해 유발된 사건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Fort Calhoun 사건은 Inverter 문제로 인한 원자로 정지 후 순간적인 냉각 기능 상실로 

인해 PORV 및 PSV 가 작동되었으나, PSV 가 부분 개방고착되는 소형 LOCA 가 발생하게 되

었다. 초기사건을 유발한 전기계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운전원은 이후 전개되는 동적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진단 및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소의 이상상태(전기

계통 문제 + PSV LOCA; 진단은 되지않음)에 대하여 복합사고에 적용되는 회복절차서(FRP: 

Functional Recovery Procedure)를 적용한다. Fort Calhoun 사건은 비록 운전원이 회복절차의 선택

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였지만, 사고진단 및 상황파악의 문제는 존재하고 있었다. TMI-2 원전

에 비해 절차서 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어 있어서 단순 GTRN 으로 초기 사건진단을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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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 있으나, 만약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으로의 회복에 실

패할 경우 RCS 과냉각도(SCM: Sub-Cooled Margin)의 오지시 상태와 결합되어 HPSI 의 종결조

치와 같은 부적절한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TMI-2 와 Fort Calhoun 의 공통점

은 두 사건 모두 발전소의 동적사건진행(PORV/PSV 개방고착)에 대하여 올바른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였으며, 계측기 오정보 또한 상황판단 실패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한편

으로, TMI-2 와 Fort Calhoun 사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Fort Calhoun 이 TMI-2 후소조치로 인해 

반영된 개선된 절차서(특히, 기능회복절차서의 도입)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운전원의 부적절한 행위의 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 

Davis-Besse 사건의 경우는 사건진행으로는 TMI-2 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나, 운전원의 

사건진단과 개입 과정은 상이하다. EOC 사건으로 Davis-Besse 에서 중요하게 개입된 사건은 

주급수계통의 상실로 인해 보조급수를 자동작동 이전에 수동작동을 시도하던 중 보조급수를 

차단시키는 제어버튼을 누르는 조치로서 앞의 두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의도된 행위의 수행 

중에 부적절한 대상에 조치를 취한 결과에 해당한다.  

North Anna 2 의 경우에는 적절한 상황파악의 조치없이 보조급수의 신뢰성을 우려하여 

관련 계통을 pull-to-lock 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운전조 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

가 중요한 결함요소로 오류유발에 기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해당 운전원

의 안전규칙에 대한 인식 결여로부터 유발된 조치이다. 

위의 상황분석으로부터 EOC 유발의 직접적 원인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상황전개가 복잡하고 빠른 동적특성을 보이는 상황에서의 운전원 상황판단 

실패와 이로 인한 EOC 사건의 유발  

2. 조치의 부적절한 수행으로 인해 시스템의 기능상실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MMI 설계 

3. 발전소별 운전원의 안전규칙에 대한 인지도 및 운전 관행 

위 항목들을 그림 1 의 J. Reason 의 오류유형 분류체계[Reason, 1990]로 분류하면, 1 번의 

경우는 운전원의 사고진단 또는 상황판단의 실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Knowledge-based 

Mistake 및 Rule-based Mistake 를 포함하는 Mistake 오류에 해당하며, 2 번의 경우는 의도된 행

위의 수행 중 오류인 Slip 오류에 해당하고, 3 번의 경우는 주어진 규칙의 의도적인 규칙위반

(Rule Violation)과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 운전원의 EOC 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중 운전원의 상황판

단 및 의사결정 단계의 부적절성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EOC 사건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그러므로, 위 항목 중 1 번 항목과 3 번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비상 시나리

오 시 원전 위험도 관점에서 중요한 EOC 사건의 도출 및 분석을 위한 방법의 제안은 본 보

고서의 제 3 장에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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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전 사건/사고에 나타난 주요 인적오류 사건분석 요약 

Event 
Identifier Plant State Plant Type/ 

Vendor Event Type Multiple 
Failures/Events 

Instrumentation 
Failure Important Human Error Events 

TMI-2 
(1979) Full-power PWR/B&W PORV LOCA with Loss 

of MFW 
Loss of AFW, 
PORV stuck-open 

PORV indication failure 
(design problem) 

-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HPI 
(EOC; wrong situation assessment) 

Davis-Besse 
(1985) Full-power PWR/B&W Loss of MFW Loss of AFW, 

PORV stuck-open PORV indication failure

- Inadvertent isolation of AFW (EOC; 
slip) 

- Intentional omission to implement 
F&B (EOO; violation) 

Fort Calhoun 
(1992) Full-power PWR/CE PSV LOCA with Loss of 

Electrical Fault 
PSV partially 
remained open 

RCS pressure indicator 
fails high 

Computer displays 
malfunctioning 

- Inappropriate reduction of HPI (EOC; 
sit.ass.; indicator problem) 

North Anna 2 
(1993) Full-power PWR/W Failure of Voltage 

Regulator - - - Disabling of the entire AFWS (EOC; 
sit.ass. & res. plan., rul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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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TENDED 
ACTION

LAPSE

SLIP

INTENDED 
ACTION

VIOLATION

MISTAKE

UNSAFE 
ACTS

Attentional Failures
        Intrusion
        Omission
        Misordering
        Mistiming

Memory Failures
     Omitting planned items
     Place-losing
     Forgetting intentions

Rule-based Mistakes
     Misapplication of good rule
     Application of bad rule

Knowledge-based Mistakes
     Many variable forms

  Routine Violations
  Exceptional Violations
  Acts of Sabotage

 
 

그림 1. Reason 의 오류유형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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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차세대 HRA 방법의 EOC 분석수준 평가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차세대 HRA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와 각 방법들의 

EOC 사건의 도출과 분석 수준에 대해 기술한다. 검토한 차세대 HRA 방법은 CREAM 

[Hollnagel, 1998], MERMOS [Le Bot et al, 1999], ATHEANA [USNRC, 2000] 등 최근에 개발된 

HRA 방법들과 Julius 방법 [Julius et al., 1995]을 포함한다. 

 

1.  방법 개요 

가. CREAM 

Hollnagel 은 하나의 모델로 회고적 오류분석과 예견적 오류분석에 모두 적용 가능한 오

류분석 방법으로서 CREAM [Hollnagel, 1998]을 제안하였다. CREAM 에서는 인지과정을 사다리

꼴 의사결정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네 단계로 단순화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인지과정은 순차

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recursive)이며, 인지적 제어는 직무 수행 당시의 상황요인(context 

factors)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CREAM 은 관찰(observation), 해석(interpretation), 계획

(planning), 수행(execution), 네 단계를 직무 수행의 기본적인 인지단계로 간주하고, 직무 특성

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요한 인지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정성적 분석 절차는 우선 직무분석

을 통하여 직무수행 절차를 파악하고 직무가 수행되는 상황 정보인 공통수행조건(Common 

Performance Conditions : CPCs), 즉 다른 방법에서의 PSFs 정보를 평가한다.  다음 각 직무수행 

절차에 적합한 인지직무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

지과정을 정의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 인지직무 유형을 15 개 동사로 분류하고, 각 직무유형

에 우선적으로 개입되는 인지단계를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각 인지단계별로 주어진 오류

유형 후보 중에서 공통수행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오류유형을 결정한다.  

CREAM 의 정량적 평가는 오류유형별로 주어진 기본 오류 확률값에 공통수행조건을 고려한 

가중치를 곱하여 결정한다. 가중치는 공통수행조건과 인지단계별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얻

으며, 주어진 직무에 대한 최종 오류 확률값은 수행절차와 직무 달성의 논리 구조에 따라 직

무수행 절차별로 구한 오류 확률치 중 최대치 또는 곱으로 얻어진다.  

CREAM 은 인지공학적 관점에서 오류의 결과(phenotype)로서의 성격과 원인(genotype)으

로서의 성격을 구분한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오류발생과정을 원인의 전파(propagation) 관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량적 분석이 포함된 HRA 적

용에 있어서는 실용적 관점에서 이런 오류발생구조는 제한적으로만 적용하여 단순화되고 정

형화된 규칙과 절차를 제안하였다. 또한 상황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아홉 가지 공통수행

조건 정보를 오류유형의 결정과 오류확률 평가의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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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ERMOS 

MERMOS [Le Bot et al, 1999; Bieder et al, 1999] 기법은 PSA 체제에 맞춰진 연역적(deductive) 

분석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절차서를 기반으로 한 직무(prescription)의 평가가 아닌 시스템의 

성공을 위한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의 관점에서 인적요소 임무(HF mission)를 정의하고, 

그 임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해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MERMOS 가 제시하고 있는 오류분석 및 평가 과정을 요약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안전요구 관점에서의 인적요소 임무의 정의, (2)  주어진 인적요소 임무에 

대해, SAD (S:Strategy; A:Action; D:Diagnosis) 모델에 따라 세 기능별로 안전요구의 상세분석, 

(3) 기능별 실패 시나리오 및 상황의 도출, (4) 실패 시나리오별 정량적 확률 추정 및 통합.  

MERMOS 방법은 실패 시나리오별 정성적 오류분석을 위해 CICA (in French,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Operation), EOS (Emergency Operating System), SF (Situation Features)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 여 개의 인적요소 임무에 대해 200 여 개의 실패 시나

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를 DB(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제공함으로써, 다른 인적요소 임무에 대

한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정량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평가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

본적인 방식은 위의 정성적 분석인 실패 시나리오에 따른 전문가 판단 기법에 의존하고 있

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 ATHEANA  

ATHEANA [USNRC, 2000]는 기존 HRA 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RC 의 지원에 의해 개발되었고, 현재는 정량화 방법의 개발과 화재위험도 평가를 위한 

HRA 방법 개발로 확장 중이다. ATHEANA 는 특별히 기존 HRA 가 고려하지 않았던 운전원의 

부적절한 개입(EOC: Error of Commission)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도되었다. 방법의 주요 특징은 원자력발전소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과 다양한 운전/경

험 특성을 반영한 오류분석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과 오류유발 가능성이 상황의 개념으로 ‘오

류유발상황(EFC: Error-Forcing Context)’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있다. EFC 로는 발전소의 물리

적 특성 및 상태와 운전원 행위 특성 및 다수의 수행영향인자(PSF) 등을 포함하고 있다. 

ATHEANA 가 제시하고 있는 분석절차는 정량화 단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9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1 단계 : 분석 현안 정의 

 2 단계 : 분석 범위 결정 

 3 단계 : 기본 시나리오 기술 

 4 단계 : HFE(Human Failure Event) 및 UA(Unsafe Action) 파악 

 5 단계 : 특정 시나리오에서의 잠재적인 운전원 취약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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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단계 : 기본 시나리오로부터의 이탈 시나리오 개발 및 오류 가능성 평가 

 7 단계 : PSFs 및 상황요소의 평가 

 8 단계 : 회복 가능성의 평가 

 9 단계 : 정량화 

 

ATHEANA 는 3 단계의 기본 시나리오와 6 단계의 이탈 시나리오 개발을 오류분석의 기

본축으로 하고 있으며, 그외 시나리오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운전원 행위 특성 및 기타 PSF

를 비롯한 상황적 조건 등을 EFC 의 주요 항목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ATHEANA 는 이러

한 주요 항목들의 분석과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주로 전문가 의견 취합을 통한 판단 방법에 의존하는 체계를 제안하고 있으며, 기존에 제안

된 방법으로 HEART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라. Julius’ Method  

Julius [Julius et al., 1995] 가 제안한 이 방법은 특별히 EOC 사건의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오류유형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대해 

EOC 분석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오류유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Global Misdiagnosis: 부적절한 대응 절차서의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EOC 조치 

 Local Misdiagnosis: 절차서 및 정보의 부정확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의도적 

부적절한 조치의 수행에 의해 나타나는 EOC 조치 

 Slip: 작업수행 시 의도되지 않은 부적절한 수행에 의해 나타나는 EOC 조치 

Global Misdiagnosis 에 대한 분석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초기사건 그룹을 분류하고, 주요 

물리적 변수의 변화와 진단절차 상의 의사결정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찾아냄으로 오진단 가능성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Local Misdiagnosis 및 Slip 유

형은 주어진 초기사건에 대해 요구되는 기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ocal Misdiagnosis 

는 절차서 단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Slip 은 주로 MCR panel layout 의 평가를 통해 도출해낸다. 

도출한 사건에 대한 Screening 절차로서,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consequence), 회복 가능성

(potential for recovery), 그리고 발생 빈도(frequency)를 고려하여 정성적인 선정과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 방법은 Westinghouse type 의 절차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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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OC 분석수준 평가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소개한 제 2 세대 HRA 방법들에 대한 EOC 분석 수준을 정리한

다. 본 평가는 실제 사례적용을 통해 얻은 평가는 아니며, 각 방법의 방법적 특징만을 고려

하여 유추한 본 보고서 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평가의 주 내용은 각 방법에서 

다루고 있는 EOC 사건의 고려 수준과 유발상황의 분석 수준 등을 원전 위험도 평가 관점에

서의 효과성과 실용성 관점에서 정리한다. 

CREAM 방법은 상황인자 및 단순 인지모형(SmoC: Simple Model of Cognition)과 인지기능

별 오류유형을 바탕으로 직무와 전반적인 상황정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생 가능한 오류유

형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오류분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CREAM 은 오류분석에 필요한 주요 

모듈과 체계적인 오류분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적용분야에 특별한 분석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generic) 분석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실제 원전 

분야의 안전성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CREAM 은 EOC 분석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MERMOS 는 PSA 체제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HRA 방법으로서, 시스템의 안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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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Strategy;Diagnosis;Action) 모형에 따라 ‘전략’, ‘진단’, ‘행위’ 세가지 기능면에서 안전요건

을 상세히 구분한 다음, 각 기능별로 가능한 실패 시나리오를 밝혀내는 과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대한 상세 정의와 실패 시나리오의 분석은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된 오류

분석 예제를 참조할 수 있으나, 주어진 직무에 대한 분석은 전적으로 분석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실패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각각의 정량 평가를 취

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있어서 많은 분석 자원(resource)이 요구되는 방법

이다. 현재의 MERMOS 는 EOC 사건의 도출과 분석 면에서 특별한 분석절차나 지침을 제시

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기존의 분석체계를 동일하게 EOC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EOC 분석 방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주어야 할 요소는 발생 

가능한 수많은 EOC 사건들 중 원전 위험도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분석 대상 

EOC 사건을 어떻게 선정하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주어야 함을 고려할 때, MERMOS 

또한 EOC 분석에 대한 적용방법으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ATHEANA 분석 방법은 기존 PSA 체제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원전 운전원의 부적절한 

운전원 개입(inappropriate intervention)인 EOC(Error of Commission)를 포함한 다양한 오류 가능

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원전의 실제 운전 경험과 원전 고유의 물리적 특성, 

시나리오에 따른 운전원 행위 특성 등을 상세히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가능한 인적오류를 

분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ATHEANA 는 원전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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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 를 포함한 다양한 오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 목적 및 

분석 현안에 따른 다양한 분석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유연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과정이 상세한 만큼 실제 활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분석량과 그에 따른 다

양한 인적자원이 요구되는 점 등에 대해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원전 

위험도 평가에의 활용 관점에서 효율적인 분석 과정이 요구되는 방법이다. 

Julius 방법은 인적오류 원인요소에 기반한 방법으로서 체계성과 PSA 체계에 적절한 실

용성을 갖춘 분석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운전원의 상황판단 난이도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의 동특성과 다중사건의 발생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운전원의 오진단 가능성의 평가에 있어서 구체적인 원인 및 상황요인 대한 

제시가 결여되어 있어서, 분석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차세대 HRA 방법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세 방법이 각각 나름

대로의 분석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전 위험도 평가 관점에서의 EOC 사건의 도출

과 분석에 있어서 효과성과 실용성의 양 측면에서 HRA 분석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현

실적인 분석 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적절한 분석 자원으로 운전 위험도 관점에

서 중요한 EOC 사건을 도출 분석할 수 있는 실용적인 EOC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표 2. 차세대 HRA 방법에 대한 EOC 분석 한계점 정리 

 차세대 HRA 방법의 EOC 분석 한계점 

CREAM  일반적 HRA 분석 체계 (Generic HRA methodology) 

 EOC 분석에 대한 구체적 지침 없음 

MERMOS  EOC 분석에 대한 구체적 지침 없음 

 분석자의 인적요인 분석에 대한 경험/지식에 의존 

ATHEANA  분석에 상당한 인적 자원이 요구됨(System/Human/Operation) 

 발전소 운영 및 인적요인에 대한 상당한 경험/지식 요구 

Julius’ method  사건의 동특성 상황에 대한 반영이 미흡함 

 오류원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기준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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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위험도분석을 위한 EOC 분석방법의 요건도출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차세대 HRA 방법의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세대 HRA 방

법 개발을 위한 EOC 분석 방법의 개발 요건을 도출하였다. EOC 분석 방법의 개발 요건은 

크게 기술적 측면과 활용성 측면에서 정리하였다(표 2).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로 인한 EOC 사건의 도출 및 체계적인 상황분석이 

가능한 분석 방법일 것,  

 둘째, 원전 안전성 및 위험도 관점에서 중요한 EOC 사건의 도출이 가능한 방법일 것,  

 셋째, EOC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원인 및 상황요인을 포함하고, 일관성 있는 분

석이 가능한 방법일 것. 

 

활용성 측면에서 고려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도 정보활용에 적절한 수준의 분석자원으로 분석이 용이한 방법일 것 (인력

투입의 적절성),  

 둘째, EOC 사건의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적절한 분석지침 및 절차가 제공될 것. 

 

표 3. EOC 분석 방법 개발을 위한 요건 정리 

기술적 측면 활용성 측면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로 인한 EOC 

사건의 체계적인 상황분석 기능 

 안전성 및 위험도를 고려한 중요 EOC 

사건의 분석 기능 

 중요 원인 및 상황요인을 포함한 일관성 

있는 기능 

 위험도 정보활용에 적절한 수준의 

분석자원 (인력투입의 적절성)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한 적절한 분석지침 

및 절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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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전 위험도 분석을 위한 EOC 분석체계 

본 절에서는 원전의 위험도 평가체계 하에서 고려되어야 할 EOC 사건을 도출 및 분석

할 수 있는 분석체계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운전원의 EOC 

분석체계에는 사보타지 등 의도적인 부적절 행위는 제외되며, 훈련과 절차서를 바탕으로 사

고를 완화 및 종결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 가능성을 다룬다. 

앞의 제 2 절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운전원이 EOC 사건을 유발시키는 과정은 상황판단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상황모델의 형성, 의사결정 시의 부적절한 결정, 수행 상의 부적절한 행

위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EOC 사건을 유발시키는 주요 상황으로서는 다중 사건

(multiple events)의 발생, 계측기 및 지시계의 문제, 운전원 행위 경향, 절차서, 훈련, 팀 조

직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 운전원의 

EOC 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요소 중 운전원의 사고진단,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단계의 부적

절성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EOC 사건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비상 시나리오 시 운전원의 사고진단,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단계의 

부적절성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EOC 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EOC 유발상

황을 주어진 초기사건의 물리적 동특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EOC 유발원인에 따른 EOC 사건을 분석하는 새로운 분석체계를 제안한다. 주어진 초기사건

에 대하여 EOC 유발상황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CASE 1 : 초기사건(initiating event)의 오진단(misdiagnosis)으로 인한 EOC 가능성  

 CASE 2 : 초기사건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이후의 사건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유발될 

수 있는 사건(물리적 전개특성의 변화 또는 절차서 변경 등 새로운 대처방안이 필요

한 사건)으로 인한 EOC 가능성 

 CASE 3 : 초기사건의 올바른 진단 후 주어진 초기사건과 관련된 절차서 수행 중 발

생 가능한 EOC 가능성 

 

기본적으로 CASE 1 과 CASE 2 는 발전소의 상황판단 실패를 기저로하여 발생할 수 있

는 EOC 사건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이며, CASE 3 는 초기사건의 진단은 성공했으나 정확한 

상황모형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와 절차서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국부적인 EOC 발생 가능

성을 다룬다. 이 세가지 유형은 한 초기사건에 대해 서로 독립적이며, 한 초기사건에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각 경우에 대한 EOC 사건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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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초기사건의 오진단으로 인한 EOC 사건 

이 경우는 원자로 정지를 유발시킨 초기사건(initiating event)을 다른 사건으로 오진단

(misdiagnosis)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전원의 EOC 사건을 다룬다. 즉, 운전

원이 초기사건을 오진단하게 됨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다른 사고대응 절차서를 활용하

고, 이로 인하여 발전소의 안전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를 파악

하고 그 발생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분석은 운전원이 사고진단과 수

행에 있어서 비상운전절차서를 기반 또는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초기사건의 오진단 가능성은 오진단 확률(발생 정도)과 효과 측면을 모두 만족하

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의 필요가 요구된다. 즉,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건에 

대해 분석이 요구된다. 

 초기사건 간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으로의 오진단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 

 부적절한 절차서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운전원의 조치가 해당 초기사건에 대하

여 발전소의 안전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러므로, 본 경우의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주어진 초

기사건의 다른 사건으로의 오진단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며, 두번째 단계는 오진단으로 

인한 부적절한 절차서 선택 후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를 파악하는 과정이

다. 운전원의 오진단 가능성 분석은 초기사건의 물리적 특성과 현 발전소의 비상운전절차서

(EOP)의 진단 절차를 기반으로하여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원의 오진단 원인으로 다

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물리적 특성이 애매한 경우 (PD: Plant Dynamics) 

 운전원 오류 가능성 (HE: Human Error) 

 계측기 오작동 (IF: Instrumentation Failure) 

물리적 특성이 애매한 경우는 주어진 초기사건의 진단에 사용되는 물리적 변수의 상태 

및 변화가 진단 시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운전원 오류 

가능성에는 판단 규칙의 복잡성과 요구 정보의 특성(혼동 가능성있는 유사정보의 존재, ‘ 모

든(all)’ 이 포함된 경우, 요구 정보의 수)을 고려하였다. 계측기 오작동의 경우는 요구시 작

동 실패하는 경우, 어느 정도 계측값이 드리프트(drift)되어 lead/lag 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

하였고, 불필요시 작동되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본 분석체계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위에 열거한 오진단 원인의 적용은 진단 절차의 각 분기점(branch point)마다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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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각 분기점마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운전원이 취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고, 가

능한 경로를 추적하여 진단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단결과를 도출해 낸다. 이 과정

과 결과를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오진단수목분석(MTA: misdiagnosis 

tree analysis)을 활용한다. 오진단수목분석에 대한 활용 예는 다음 장(제 4 장)에서 예

시된다. 

3) 진단결과 중 오진단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대응 절차서를 선택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를 파악한다. 그러한 부적절한 조치에는 필요한 조치의 누락인 

EOO (Errors of Omission)와 부적절한 개입조치인 EOC (Errors of Commission)를 모

두 포함한다. 

4) 위에서 파악한 EOC/EOO 사건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평가한다. 회복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한다. 회복 확률은 상황마다 다르고 복잡하므로 현 분석에서

는 정성적 가능성 정도만 파악한다. 

 절차서 진행 중 유발된 EOC 사건의 복구와 관련된 절차가 존재하고, 충분한 허용

시간이 존재할 것. 

 가용한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발전소 상태 관련 정보의 확인 

 독립 점검자(예: 안전과장의 주요안전기능 확인)를 통한 확인 

 

이러한 분석체계의 실제 적용은 다음 장인 제 4 장에서 제시된다. 

 



 20

제 2 절   유발사건 발생으로 인한 EOC 사건 

이 경우는 하나의 초기사건 또는 과도사건으로 인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후, 사고진행 과정에서 시스템의 물리적 동특성이나 기기의 기능 실패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사고전개 특성이 변화되거나 대응 절차서를 변경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새로운 사

건이 도입되는 시점에서의 EOC 사건 유발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EOC 사

건 외에도 기존 PSA 에서 고려되지 않은 EOO 사건의 분석도 포함될 수 있다. 새로운 사건

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특정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분석 보고서, 열수력분석 결과, 

PSA 사건수목(Event Tree)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초기사건의 물리적 전개 특성 및 사건 

전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사건 발생 후 새롭게 유발될 수 있는 사건으로는 Transient-induced 

PORV/PSV Stuck-open LOCA, ATWS-induced SGTR, MSSV Stuck-open ESDE, Loss of 

All Feedwater (주급수 상실로 인한 원자로 정지 후 보조급수 상실사건 발생), 주요 기기

(HPSI 등)의 오작동 등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주요 기기의 오작동 사건은 극

히 낮은 발생 가능성으로 현재 PSA 모델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건이므로 본 연구에서

도 제외한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파악되면, 새로운 사건 도입에 관한 

사건진단 및 상황판단의 오류 또는 부적절한 의사결정 가능성의 평가와 함께 운전원의 EOC 

사건 유발 가능성을 분석한다. EOO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사고완화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파악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EOC 사건의 도출과 분석을 중심으

로 분석절차를 제시한다. 다음은 그러한 다중사건 발생상황 하에서 운전원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EOC 사건을 분석하는 절차이다. 단계 1 은 현재의 상황에서 유발될 수 있는 EOC 사건

이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는 단계로서, EOC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성적 발생 가

능성에 대한 다음 단계의 분석을 계속 수행한다.  

 

단계 1: 운전원의 EOC 조치 가능성 평가 

1) 본 단계에서 고려되는 운전원의 EOC 조치 가능성은 부적절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고려한다. 구체적인 발생 상황을 분석하기 전에 현 분석상황

이 운전원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조치(EOC)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 지를 먼저 확인한다.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으로 인한 EOC 유발 상황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

발된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 변수의 거동특성이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예: 안전계통을 비가용 상태로 만듦) EOC 조치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가? 운전원

의 이러한 조치는 주로 원전의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주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 주의 관점에서 취하여진다. 원전 운전원의 주의를 요하는 시스템 상태로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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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기 만수위 방지, RCS 과냉각 방지, 주요 펌프 보호 등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주

요 변수의 물리적 거동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 변수의 추이 및 변화율 등

을 체크해야 한다. 이것에 관한 예는 다음 장인 적용 부분에서 제시된다. 

- 특정 변수가 운전원의 조치를 필요로하는 극한치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변화

(예: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수위의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지시되나, 실제로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운전원 조치 중 현 발전소의 안전상태를 감소시킬 수 있

는 조치를 파악한다. 

- 특정 변수의 물리적 거동 특성 또는 발전소 상태가 주요 기기(예: 펌프)를 손상시

킬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새로운 사건/고장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

될 수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운전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현 발전소의 안전

상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파악한다. 

 현재의 발전소 상황이 발전소 운전상 복잡해 질 수 있는 새로운 사건이 유발될 수 있

는 상황이거나 발전소에 부정적인 효과(예: 경제적 손상)를 유발할 수 있는 조치가 취

해질 수 있는 상황 등 발생 가능한 부정적 상황을 예측하여, 이러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단계에서 운전원에 의해 취해질 수 있는 EOC 조치 사건을 파악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으로는 급수완전상실 시 PORV 차단밸브의 차단 또는 HPSI 의 주

입밸브의 사전 차단 등이 있으며, (저출력 정지 상태 시) 사고진단 전의 HPSI 

isolation/reset/termination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절차서의 문제보다 

발전소의 운영체계나 관행(operating practices), 안전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단계 2: 운전원의 사건진단/상황판단 또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절차서 및 발전소 운영체계

(또는 관행)의 적절성 평가 

2) 사건진단 및 상황판단을 위한 절차서의 적절성 평가: 본 (분석)절차는 위 단계 1 에서 파

악된 EOC 사건이 운전원의 발전소의 상황 판단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일 때 

평가한다. 초기사건 발생 후 새롭게 유발되는 사건에 대한 진단 및 상황판단은 절차서 상

에서 두 통로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첫번째는 원자로 정지 후 수행되는 사건진단 절차 

수행 중 사건진단 및 파악 가능성이 있고, 두번째는 초기사건의 진단을 기반으로 선정한 

대응절차서의 수행 중 새로이 도입되는 사건에 대한 상황 파악 가능성이 있다.  

첫번째 경우인 사건진단 절차 수행 중에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려면, 

운전원의 진단절차 수행시점 이전에 새로운 사건이 유발되어야 한다. 국내 원전에서 수

행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인적수행도분석 자료[Jung et al., 2002]에 의하면, 운전원은 

평균적으로 3~4 분 사이(평균: 3.65 분)에 참조 발전소의 진단절차인 ‘ 우선-02’ 에 진

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절차에서는 새로운 사건의 유발시점이 원자로 정지 

후 3~4 분 내에서 발생할 경우, 사건진단 절차 수행 중에 새로운 사건을 포함한 사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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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경우는 앞의 CASE 1 에서 제시된 오진단분석 방법을 

통하여 사건의 진단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초기사건으로 인해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것을 운전원이 사전에 추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유발된 사건

의 증상이 약할 경우 그 사건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초기사건과 유

발된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본 절차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건의 유발시점이 원자로 정지 후 3~4 분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초기사건의 진단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대응 절차서의 수행 중에 유발

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발전소의 주어진 초기사건에 해당하는 대응 절

차서 상에 유발사건의 파악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점과 내용 상으로 적절히 설계되

어 있는 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른 사건으로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초기사건인 경우, 

CASE 1 의 방법을 이용하여 오진단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고, 그 오진단으로 인한 부적

절한 절차서 선택과 부적절한 조치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주어진 초기사건에 

해당하는 대응 절차서 상에 유발사건에 대한 파악과 대응방안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다면, 상황판단 실패로 인한 EOC 사건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계통을 통한 주요 관련 정보의 파악과 운전원의 경험⋅지식을 이용한 상황판단에 의

존할 수 밖에 없다.  

유발사건에 대한 파악과 대응방안이 절차서 상에 고려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나누어 분석한다. 유발사건에 대한 절차가 해당 절차서 상에 고려되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 수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운전원 오류 가능성과 특정 계측기의 

오기능으로 인한 상황판단 실패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대응 절차서 상에 유발사건

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에는 타 절차서 상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고려 유무 상태와 훈

련 정도에 따라 적절한 대응 유무가 결정된다. 각 경우에 대하여 평가해야 할 분석 항목

은 다음과 같다. 

유발사건에 대한 파악 및 대응방안이 절차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정보와의 혼동 가능성있는 정보의 포함 

 특정 정보의 다른 정보와의 사용성 차이로 인한 정보확인 누락 가능성 

 판단 규칙의 복잡성으로 인한 오판단 가능성 

 특정 계측기의 오기능 가능성을 운전원의 상황판단 실패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

로 고려하고, 해당 계측기의 오기능 시 다중정보를 통한 확인을 통해 상황판단의 회

복이 가능한 지를 평가한다. 

- 다중(redundant) 및 다양한(diverse) 정보의 가용성과 유용성 확인 

- 운전원의 계측 정보 확인 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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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사건에 대한 파악 및 대응방안이 절차서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타 절차서 상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고려와 정기적인 훈련이 수행되는 경우 

 타 절차서 상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고려 없음: 지식기반에 의한 대응 

3)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절차서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평가: 본 (분석)절차는 위 단계 1 에

서 파악된 EOC 사건이 발전소에 미칠 부정적 효과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사건일 

때 평가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건은 주로 절차서의 문제보다 발전소의 운영

체계나 관행, 안전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해당 

발전소 또는 국내 발전소의 전반적 운전 관행에 의존하므로 철저한 절차서 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운전원 개입 사건의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 3: 회복 가능성의 평가 

4) 다음을 점검함으로써 상황판단 실패로 인해 유발된 EOC 사건의 회복 가능성을 평가한다. 

 절차서 진행 중 유발된 EOC 사건의 복구와 관련된 절차가 존재하고, 충분한 허용시

간이 존재할 것. 

 가용한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발전소 상태 관련 정보의 확인 

 독립 점검자(예: 안전과장의 주요안전기능 확인)를 통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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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초기사건의 올바른 진단 후 가능한 EOC 사건 

이 경우는, Case 2 와 같이 사건진행 도중 유발되는 사건없이, 주어진 초기사건을 올바

로 진단한 후 적절한 대응 절차서를 선택하여 사건을 완화시키는 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EOC 사건을 분석한다. 이러한 EOC 유형은 대부분 해당 발전소의 초기사건

에 대한 PSA 사건수목(Event Tree)으로부터 도출 가능하다.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

이 가능하다. 

1) 해당 초기사건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기능을 파악한다.; 예) 보조급수의 공급 

2) 각 기능에 대하여 가능한 EOC 유형을 정의한다.; 예) 보조급수의 사전 차단 또는 부적

절한 기능 종료 

3) 각 EOC 유형에 대해 그러한 조치를 유발케하는 상황적 조건의 존재 가능성을 파악한다. 

그러한 존재 가능성에는 부분적인 상황에 대한 상황판단 오류와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포함한다. 상황판단 오류의 경우, CASE 2 에서 제시한 내용과 유사하나, CASE 2 의 경

우는 새로이 유발되는 사건에 대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반면, 이 경우는 주어진 초기사건

의 올바른 진단 후 부분적인(locally) 판단오류에 의해 유발된다. 예를 들면, LOCA 사건

의 경우, RCS 배관 파단 LOCA 와 PSV LOCA 를 포함하게 되는데, 동일한 LOCA 사건

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나 일부 변수의 동특성이 상이하며, 특히 가압기 수위의 경우, 

RCS 배관 파단 LOCA 인 경우에는 저수위를 나타내지만, PSV LOCA 인 경우에는 고수

위 또는 만수위를 지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LOCA 에 대한 개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

쳐져 있을 경우(예: RCS 배관 파단 LOCA),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부적절한 조치 가능

성이 존재한다. 평가되는 항목은 CASE 2 와 유사하나, 이 경우는 대부분이 절차서에 기

술되어 있으며, 발생 확률도 CASE 2 의 상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유발된 EOC 사건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평가한다. 

 절차서 진행 중 유발된 EOC 사건의 복구와 관련된 절차가 존재하고, 충분한 허용시

간이 존재할 것. 

 가용한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발전소 상태 관련 정보의 확인 

 독립 점검자(예: 안전과장의 주요안전기능 확인)를 통한 확인 

 

세 번째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 상황 조건 및 

운영적, 기술적 조건 등이 있을 수 있다.  

- 가압기 만수위 방지, RCS 과냉각 방지, 주요 펌프 보호 등 운전 관습 또는 절차서 

규정 등에 의해 운전원의 주의를 요하는 물리적 상황 

- 새로운 사건 유발의 징조, 발전소 운영상 복잡한 상황의 전개 예상, 과거 경

험이 있는 사건의 발생 예상 등이 존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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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적 용: 영광 3,4호기 비상 시나리오 시 EOC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EOC 분석체계를 영광 3,4 호기의 전출력 운전 중 비상 시나리오 시

에 발생 가능한 EOC 사건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사고 시나리오는 영광 3,4 호기의 PSA 사

건수목[KAERI, 1993]을 기반으로 하였다. 

 CASE 1 : 초기사건의 오진단으로 인한 EOC 사건 분석 

제 3 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초기사건의 오진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EOC 사건의 

도출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단계 1: 초기사건 간 유사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다른 사건으로의 오진단 분석 

 단계 2: 오진단과 부적절한 대응 절차서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운전원의 조치가 해

당 초기사건에 대하여 발전소의 안전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전원 EOC 사건 도출 

먼저, 단계 1 의 초기사건 간 오진단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

는 초기사건을 영광 3,4 호기 비상운전절차서(EOP)[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 1998]에 따

라 ATWS, LOOP, SBO, LOAF, LOCA, SGTR, ESDE, 과도사건(General Transients) 등으로 

구분하고, 이 초기사건들 중 물리적 전개 특성이 유사하여 진단과정에서 혼동 가능성이 있는 

LOCA, SGTR, ESDE 세 사건을 선정하고, 각 초기사건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오진단 경로와 

오진단 결과를 분석하였다. 오진단 경로의 분석은 영광 3,4 호기 EOP 의 진단절차인 우선-

02 절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진단절차의 각 분기점마다 잘못된 경로를 취할 가능성을 

분석한다. 영광 3,4 호기 EOP 의 사고진단절차를 그림 1 에 제시하였다. 오진단의 요인으로

는 제 3 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물리적 특성이 애매한 경우 (PD: Plant Dynamics) 

 운전원 오류 가능성 (HE: Human Error) 

 계측기 오작동 (IF: Instrumentation Failure) 

계측기 오작동 중 사고전개 시점동안 부적절하게 작동되는 경우는 무시하였다. 오진단 

원인을 고려하여 영광 3,4 호기 EOP 의 사고진단절차인 우선-02 를 토대로 구성된 초기사건 

LOCA, SGTR, ESDE 각각에 대한 오진단수목 분석(MTA: Misdiagnosis Tree Analysis) 결

과를 그림 2, 그림 3, 그림 4 에 각각 도시하였다. 각 MTA 의 Heading 은 진단절차의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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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의 판단규칙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각 분기점에서 운전원이 취하는 경로를 따라 

분석경로가 결정된다. 각 MTA 에서 PD, HE, IF 가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경로는 무

시가능한 경로로 결정한다. 또한, 계측기 오작동 중 사고전개 시점동안 부적절하게 작동(ON)

되는 경우는 무시하였으므로, 대표적인 예인 2 차측 방사능 경보의 오작동 HIGH 또는 ON

의 경우는 무시된다. 그러나, 계측기의 지시값이 어느 정도 드리프트(drift)되어 지시되는 경

우는 발생 가능한 오작동 모드로 고려된다. 각 MTA 에서 Circle 과 Neg.로 표시된 경로는 

무시가능한 경로로 고려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의 사건으로 진단되는 복합사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LOCA 의 경우, GTRN 과 ESDE 로 오진단할 가능성이 진단절차 단계 상의 특정한 원인

으로 2 회 또는 3 회의 부적절한 경로선택으로 발생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떠한 원인

으로 인하여 오진단이 발생하게 되는 지를 보여준다. LOCA 의 경우는 모든 오진단 경우에 

대하여 ‘ RCS 과냉각도’ 의 상태에 대한 오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LOCA 시 RCS 과냉각도

의 기준은 ‘ 15 oC 이하이고 증가하지 않음’ 이 만족하는 경우인데, HPSI 공급 후 물리적 

반응특성 상 15 oC 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으며(상세한 분석은 T/H 분석이 필요함) 약간의 

계측기 드리프트 현상이 존재할 경우, 오판으로 인해 잘못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2

에서 증기발생기 압력이 75 kg/cm2 이하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MSIV 가 격리실패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격납용기 압력이 70 cmH2O 이하로 유지되거나 격납용기 방사

능 준위가 350 mR/hr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는 PSV 고착으로 인한 LOCA 발생 시 

RDT(Reactor Drain Tank) 파열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에 고려된다. 

초기사건이 SGTR 인 경우의 오진단은 2 차측 방사능 경보가 실패할 경우를 반드시 포

함하게 되고, 이 경우 LOCA(1 회), GTRN(2 회), ESDE(3 회)로 오진단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GTR 의 다른 사건으로의 오진단 가능성은 반드시 2 차측 방사능 경보

의 실패 또는 운전원의 확인 실패를 포함하게 되므로, 다수의 2 차측 방사능 경보가 존재하

는 현 발전소의 경우 실패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RCS 과냉각도 및 증기발생기 

압력은 LOCA 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려된다.  

초기사건이 ESDE 인 경우, LOCA(1 회), GTRN(2 회)으로 오진단할 가능성이 각각 존재

하는 것을 보여준다. ESDE 의 오진단 가능성은 하나 또는 다수의 정보계측기 실패를 전제로 

하여 발생가능하며, LOCA 로의 오진단 시에도 원전 안전성 관점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초기사건의 오진단으로 발생 가능한 EOC 사건 및 EOO 사건을 표 4 에 정리하였다. 이

러한 운전원의 부적절한 조치사건은 부적절한 절차서의 선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가능

한 것도 있으며, 잘못된 초기사건의 판단으로 인해 형성된 운전원의 잘못된 발전소 상황모델

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안전계통을 비가용 또는 종료/차단시키는 사건도 있다. LOCA 의 

GTRN 으로의 오진단 시, 압력 설정치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중인 HPSI 계통을 부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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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시킬 수 있는 EOC 사건이 후자에 속하는 경우이다. 또한, 주어진 초기사건을 어떤 사건

으로 진단하느냐에 따라 EOC 사건의 종류와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PSV 

LOCA 가 발생한 경우, GTRN 으로 진단할 경우에 대하여 ESDE 로 진단할 경우에는 건전한 

증기발생기의 부적절한 격리 조치 가능성이 추가되며, HPSI 계통의 부적절한 종결 사건의 

유발 가능성의 경우 GTRN 으로 진단할 경우가 ESDE 로 진단할 경우보다 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파악된 운전원 EOC/EOO 사건에 대한 회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운전원 허용시간 및 

올바른 상황파악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얻기 위해서는 상세한 T/H 분석과 운전원 행위

분석 및 관찰을 필요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발생 가능한 EOC 사건의 도출까지만을 분석

하고 상세한 회복 가능성의 분석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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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진단 시작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1계열 이상의 
C-1E AC와 DC 

모선 가압?

1대 이상의 
RCP 운전중?

1대 이상의 
S/G에 충분한 

급수 확보? (참고 1)

1계열 이상의 
C-1E DC 
모선 가압?

회복절차서 
(회복-01) 수행

아니오

예

예

예

LOOP 및 강제 
순환 상실 고려

아니오

SBO 고려

예

예

LOAF 고려아니오

가압기 
압력 >= 135 kg/

cm2A 이고, 안정 또
는 증가중?

가압기 수위 
>= 15 %이고, 안정 또

는 증가중?

RCS 
과냉각도 < 15 C 이고, 

증가중이 아님?

모든 S/G 
압력 >= 75 kg/cm2A이
고, 안정 또는 증가중?

ESDE 고려
SGTR 증상 없음?

(참고 2)

SGTR 고려

LOCA 고려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예

격납용기 압력 
<= 70 cmH2O 이고, 

증가중이 아님?

격납용기  
RE-233/234 < 350 

mR/hr 이고, 증가중이 
아님?

LOCA 고려ESDE 고려

SGTR 증상 없음?
(참고 2)

SGTR 고려

모든 판정기준 만족?

원자로 트립 
(비상-01) 수행

사고로 확인?

단일사고로 확인?
(참고 3)

해당 비상 절차서 수행
회복절차서 

(회복-01) 수행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참고 3)
LOCA, SGTR, ESDE, LOAF 등의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완화를 위해 소외전원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LOOP가 동시에 
발생되어도 해당 비상 절차서를 수행한다.

(참고 2)
SGTR은 다음의 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O S/G 수위의 비정상적 증가
O S/G 사이의 비정상적인 급수유량 불균형
O RCS 재고량의 비정상적 상실.
O 2차측 방사선 경보, 또는 비정상적 증가

(참고 1)
1대 이상의 S/G 수위가 다음중 1개를 만족
하면 충분한 급수가 확보된다.
O 주/보조 급수계통에 의해 23.5~90%           
   (WR)로 유지
O S/G로의 총 급수유량이 1.26X105 kg/hr 
   (35 LPS) 이상이고, 23.5~90%(WR)로 
   복구중.

 

그림 2. 영광 3,4 호기 EOP 의 사고진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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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SCM < 15 
oC and NOT 
Increasing

Both SG P >= 
75 kg/cm2 and  

Stable or Inc.

CV P <= 70 
cmH2O and 

NOT increasing

CV RAD < 350 
mR/hr and NOT 

increasing
LOCA

Sec. RAD Alarm  
or Activity 
increasing 

Final Diagnosis

LOCA

LOCA & SGTR

GTRN (*2)
[PC*2 + IF*1*PC*1]

SGTR

ESDE & LOCA

ESDE & LOCA & SGTR

LOCA

LOCA & ESDE

LOCA

SGTR & LOCA

SGTR & ESDE

SGTR

ESDE (*2)
[PC*1*IF*1 + IF*2]

ESDE & SGTR

ESDE (*3)
[PC*2*IF*1 + PC*1*IF*2]

ESDE & SGTR

ESDE (*3)
[PC*3 + PC*2*IF*1]

ESDE & SGTR

* PD (Plant Dynamics)
  : 물리적 특성이 애매한 경우 
  - poss.: possible
  - impo.: impossible
* HE (Human Error)
  : 운전원 오류 가능성 
  - rule: 판단규칙의 복잡성 (AND/OR/NOT)

  - inf.: 정보, MMI 및 Comm. 포함
    . 유사정보의 존재 (혼동가능성)
    . ‘모든(all)’의 포함
    . 요구 정보의 수
    . 유사계기와의 근접성
* IF (Instrument/Indicator Failure)
  - fail high (on)
  - fail low (off)

 PD(poss)

 HE(inf v rule)

 IF(fail h igh)

 PD(impo)

 HE(neg.)

 IF(fail high)

 PD(poss)

 HE(inf v rule)

 IF(fail low)

 PD(poss)

 HE(rule)

 IF(fail low)

*

*

*

*

 PD(poss)

 HE(rule)

 IF(fail low)

**

**

**

**

 PD(impo)

 HE(neg.)

 IF(fail high)

***

***

***

***

***

***

Sec. RAD Alarm  
or Activity 
increasing 

Neg.

Neg.

Neg.

Neg.

Neg.

Neg.

 PD(poss)

 HE(rule)

 IF(fail low)

 PD(poss)

 HE(rule)

 IF(fail low)

 PD(poss)

 HE(rule)

 IF(fail low)

 PD(poss)

 HE(rule)

 IF(fail low)

Neg.

 

그림 3. 초기사건 LOCA 의 오진단수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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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SCM < 15 
oC and NOT 
Increasing

Both SG P >= 
75 kg/cm2 and  

Stable or Inc.

CV P <= 70 
cmH2O and 

NOT increasing

CV RAD < 350 
mR/hr and NOT 

increasing
SGTR

Sec. RAD Alarm  
or Activity 
increasing 

Final Diagnosis

SGTR

GTRN (*2)
[PC*2 + PC*1*IF*1)]

LOCA & SGTR

LOCA

ESDE & SGTR

ESDE (*3)
[PC*3 + PC*2*IF*1)]

SGTR

SGTR & ESDE

SGTR & LOCA

LOCA (*1)
[PC*1 + IF*1]
[Palo Verde, 1992]

LOCA & ESDE

LOCA

Sec. RAD Alarm  
or Activity 
increasing 

ESDE & SGTR

ESDE

ESDE & SGTR

ESDE & SGTR

ESDE & LOCA & SGTR

ESDE & LOCA

 PD(poss)

 HE(inf v rule)

 IF(fa il high)

 PD(poss)

 HE(neg.)

 IF(fa il low)

 PD(poss)

 HE(rule)

 IF(fail low)

 PD(impo)

 HE(neg.)

 IF(fail high)

 PD(impo)

 HE(neg.)

 IF(fail high)

 PD(impo)

 HE(neg.)

 IF(fail high)

 PD(impo)

 HE(neg.)

 IF(fail high)

 PD(impo)

 HE(neg.)

 IF(fail high)

 PD(impo)

 HE(neg.)

 IF(fail high)

 PD(impo)

 HE(neg.)

 IF(fail high)

 PD(impo)

 HE(neg.)

 IF(fail high)

 PD(poss)

 HE(neg.)

 IF(fail low)

**

**

**

**

**

**

 (LOCA 고려)

 (ESDE고려)

Neg.

Neg.

Neg.

Neg.

Neg.

Neg.

Neg.

Neg.

 PD(poss)

 HE(neg.)

 IF(fail low)

 

그림 4. 초기사건 SGTR 의 오진단수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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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Diagnosis

ESDE

ESDE & SGTR

ESDE

ESDE & SGTR

ESDE

ESDE & LOCA 

ESDE & LOCA & SGTR

Out-CV

ESDE & SGTR

In-CV

ESDE

ESDE & SGTR

ESDE & LOCA 

ESDE & LOCA & SGTR

In-CV

Out-CV

GTRN (*2)
[(IF*2) + (OE*1*IF*1)]

SGTR

GTRN

SGTR

ESDE

LOCA 

LOCA & SGTR

ESDE & SGTR

ESDE

ESDE & SGTR

LOCA 

LOCA & SGTR

Next page

 PD(impo)

 HE(inf v 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low)

 PD(impo)

 HE(rule)

 IF(fail low)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neg.)

 IF(fail high)

*

*

*

*

*

*

*

*

*

*

*

*

 (ESDE 고려)

RCS SCM < 15 
oC and NOT 
Increasing

Both SG P >= 
75 kg/cm2 and  
Stable or Inc.

CV P <= 70 
cmH2O and 

NOT increasing

CV RAD < 350 
mR/hr and NOT 

increasing
ESDE

Sec. RAD Alarm  
or Activity 
increasing 

Sec. RAD Alarm  
or Activity 
increasing 

Neg.

Neg.

Neg.

Neg.

  

그림 5-1. 초기사건 ESDE 의 오진단수목 분석 결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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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 (IF*2)

LOCA (IF*1)

LOCA & ESDE

LOCA 

Out-CV

In-CV

LOCA & ESDE

LOCA 

Previous page

Out-CV

In-CV

SGTR

SGTR

SGTR & ESDE

SGTR & LOCA 

SGTR & ESDE

SGTR & LOCA 

 PD(impo)

 HE(rule)

 IF(fail low)

 PD(impo)

 HE(neg.)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low)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low)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high)

 PD(impo)

 HE(rule)

 IF(fail high)

(LOCA 고려)

Neg.

Neg.

Neg.

Neg.

Final Diagnosis
RCS SCM < 15 

oC and NOT 
Increasing

Both SG P >= 
75 kg/cm2 and  
Stable or Inc.

CV P <= 70 
cmH2O and 

NOT increasing

CV RAD < 350 
mR/hr and NOT 

increasing
ESDE

Sec. RAD Alarm  
or Activity 
increasing 

Sec. RAD Alarm  
or Activity 
increasing 

 

그림 4-2. 초기사건 ESDE 의 오진단수목 분석 결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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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기사건의 오진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EOC 및 EOO 사건 

초기사건의 오진단 발생 가능한 운전원의 주요 EOC/EOO 사건 

LOCA -> GTRN 
-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HPSI (EOC) 

- Failure to isolate the ruptured RCS boundary (EOO) 

LOCA -> ESDE 

-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HPSI (EOC) 

- Isolation of the intact SG (EOC)  

- Failure to isolate the ruptured RCS boundary (EOO) 

SGTR -> GTRN 
-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HPSI (EOC) 

- Failure to isolate the faulted SG (EOO) 

SGTR -> LOCA 
- Failure to isolate the faulted SG (EOO) 

- RCS cooling using the faulted SG (EOC) 

SGTR -> ESDE 

-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HPSI (EOC) 

- Failure to isolate the faulted SG (EOO) 

- Isolation of the intact SG (EOC) 

ESDE -> GTRN 

-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HPSI (EOC) 

- Inappropriate opening of MSIV or MSIBV (EOC) 

- Failure to isolate the faulted SG (EOO) 

ESDE -> LOCA 

- Failure to isolate the faulted SG (EOO) 

- Inappropriate opening of MSIV or MSIBV (EOC) 

- RCS cooling using the faulted SG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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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 초기사건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후 사건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유발될 수 있

는 사건으로 인한 EOC 사건 분석 

유형 2 는 하나의 초기사건 또는 과도사건으로 인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후, 사고진행 과정에서 시스템의 물리적 동특성이나 기기의 기능 실패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사고전개 특성이 변화되거나 대응 절차서를 변경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새로운 사

건이 도입될 때 그 시점에서의 EOC 사건 유발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분석 대상 시

나리오는 영광 3,4 호기의 안전분석 및 PSA 결과로부터 원자로 정지 후 새롭게 유발될 수 

있는 사건이 존재하는 사고경위를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시나리오로서 선정된 사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1) SBO * RT * AFD * PSV (개방 고착) * 전원복구 

2) (Transients/SLOCA) * MFW/AFW * MSSV Stuck-open 

3) (Transients) * LOFW * LOAFW 

4) ATWS * MTC (OK) * PSV 개방 고착 

5) ATWS * MTC (OK) * CSGTR 

CASE 2 의 EOC 유발 상황분석 과정을 예시하기 위하여, 위에서 선정한 5 가지 시나리

오 중 첫 번째 사고경위인 <SBO * RT * AFD * PSV (개방 고착) * 전원복구> 시나리오에 대

한 EOC 사건의 도출 및 상황분석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고, 그림 4 에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SBO 시 디젤구동 보조급수계통이 상실되면 RCS 계통의 압력이 상승하여 가압기 안전밸브

(PSV)의 개방을 요구하게 되고, 만약 PSV 가 개방 고착된 경우 SBO 로 인한 LOCA 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PSV 개방 고착후 AC 전원이 회복되면, 가압기 수위가 고수위로 

지시되어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운전원에 의한 부적절한 HPSI 종결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참조 발전소의 경우, SBO 절차서 상에 PSV LOCA 발생과 관련한 상황판단

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만약 운전원의 상황판단을 어렵게 

하는 복합요인으로 PSV 상태계기 또는 RCS 과냉각도 계기 등의 계측기가 오작동 상태에 

있을 경우, 상황판단 실패로 인한 EOC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제한된 가용시간(20

분 내외)으로서 운전원의 초기 상황판단의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위에서 선정된 5 가지 사고경위에 대해 제 3 장의 CASE 2 에 대한 EOC 분석절차를 적

용한 결과를 표 5 에 정리하였다. 본 단계에서의 분석은 새로운 사건의 발생 시 발생 가능한 

EOC 사건의 도출과 절차서를 이용한 운전원의 상황판단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고경위인 <SBO * RT * AFD * PSV 개방고착 * 전원복구>의 경우, 절차서 상

으로 PSV 개방고착 가능성에 대한 운전원의 특별한 주의나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

로, 만약 관련 계기가 오작동 상태이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운전원 여유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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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 이내이므로 EOC 유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경위인 MSSV 개방고착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증기발생기 수위가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내므로 이를 확인한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주입유량을 증가시키는 조치

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도사건 시 이로 인한 원자로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상세한 노심반응 해석이 필요하다.  

세 번째 경위인 완전급수상실 사건 발생의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EOC 가능보

다는 방출 및 주입 운전으로 인한 발전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급수계통의 회복 가능성

에 대한 기대로 인한 HPSI 계통의 사전 차단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이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절차서의 수준보다 발전소 고유의 운영체계나 관행 더 나아가 안전문화의 수

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네 번째 사건인 ATWS 시 PSV 개방고착인 경우, 절차서의 수준과 강화된 HPSI 종결

조건 등을 고려할 때 EOC 유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건인 ATWS 시 결과적 SGTR (CSGTR)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절차서인 ‘ 회복-01’  중 ‘ RCS 노심열제거(SIS 운전)’  부분에 SGTR 진단절차가 마련되

어 있으나, 해당 절차서의 진입조건이 대부분 만족되어 관련 절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고전개 도중 SGTR 발생으로 관련 경보가 발생되지만, 비상상황 대응 중 경보는 운전원에 

의해 잘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서 상의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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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특정 초기사건 후 유발되는 사건의 발생 시 EOC/EOO 사건의 도출 및 분석 

사고경위 가능한 인적오류사건 오류유발상황 

1) SBO * RT * AFD * 
PSV 개방 고착 * 
전원복구 

-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HPSI (EOC) 

- Failure to initiate HPSI 
(EOO) 

- 물리적 특성: 가압기 고수위  
- 절차서: SBO 시 PSV LOCA 에 대한 

특별한 대비없음.  
- 복합적 상황:  
  . PSV 상태계기: 닫힘지시 
  . 격납건물 압력 및 방사능:  
  . 작동지연 또는 작동불능 
  . 과냉각도 만족 (오)지시 
  . 기기/계기 신뢰성 문제: 평소 고장

- 가용시간: 20 분 내외 
- 훈련/경험: PSV LOCA or SBO-PSV 

LOCA 에 대한 훈련/경험 결여 

2) (Transients/SLOCA) * 
MFW/AFW * MSSV 
Stuck-open 

- Increase AFW flowrate  
 (EOC; accelerating 

overcooling)  

- Failure to isolate the fault SG 
 (EOO) 

- 물리적 특성: SG 수위 감소 
- 절차서: 개방고착 상황에 대한 특별

한 대비없음 
- 복합적 상황:  
  . MSSV 상태계기: 닫힘지시 
  . RCS Temp 계기: stuck/lag 현상 
- 훈련/경험: ADV/MSSV 개방고착에 

대한 훈련/경험 결여 
3) (Transients) * LOFW * 

LOAFW 
- Inappropriate isolation of 

HPSI (EOC) 

- Failure to implement feed & 
bleed operation (EOO) 

- 발전소 상황: 급수완전상실 -> F&B 
운전 요구상황; RCS 압력 상승 -> 
PSV 개방시점 도달; AFWS 복구중 

- 절차서: 급수완전상실시 F&B 지시 
- 의사결정상황: PSV 개방고착 가능성

을 우려한 HPSI 차단 조치 
4) ATWS * MTC (OK) * 

PSV 개방 고착 
- Inappropriately terminate 

HPSI (EOC) 
- 물리적 특성: ‘가압기 고수위’를 지시

하나 ATWS 시에는 회복절차서를 이

용함. 
- 절차서: 회복절차서(FRP) 이용; 안전

주입에 대한 지시가 주요사항으로 기

술되어 있음; HPSI 종결조건도 반응

도제어 안전기능 확인을 추가로 점검

하도록 되어 있음 -> HPSI 의 부적절

한 종결가능성 매우 낮음 

5) ATWS * MTC (OK) * 
CSGTR 

- Isolate the faulted SG too 
early (EOC)  

- Fail to isolate the faulted SG  
(EOO) 

- 물리적 상황: ATWS 후 PSV LOCA 
발생하에서의 SGTR 발생 

- 절차서: ‘회복-01’ 절차서의 RCS 노심

열제거(SIS 운전) 부분에 SGTR 진단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진입조건은 
대부분 만족되어 해당 절차를 진입하

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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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dynamics or situation: 
Pzr. Level HIGH and 

Inc reasing

Possible EOC Event: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HPSI

Quality of PSFs

- Procedure: No specific 
preparation for PSV LOCA 
in SBO

- Training/Exp.: Lack of 
t raining on PSV LOCA 
or SBO PSV LOCA 

Complicating Situations

- Information: 
. PSV indication:  fail closed
. CTMT P or RAD:  fail/delay
. RCS SCM: fail high

- Available time for
recovery: very limited

Vs.

Plant dynamics or situation: 
Pzr. Level HIGH and 

Inc reasing

Possible EOC Event: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HPSI

Quality of PSFs

- Procedure: No specific 
preparation for PSV LOCA 
in SBO

- Training/Exp.: Lack of 
t raining on PSV LOCA 
or SBO PSV LOCA 

Complicating Situations

- Information: 
. PSV indication:  fail closed
. CTMT P or RAD:  fail/delay
. RCS SCM: fail high

- Available time for
recovery: very limited

Vs.

 

그림 6. CASE 2 에 대한 EOC 사건도출 및 상황분석 과정 예시 

Accident Sequence: SBO * RT * AFD * PSV Stuck-open * AC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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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 주어진 초기사건과 관련된 절차서 수행 중 발생 가능한 EOC 분석  

마지막으로, 주어진 초기사건의 올바른 사건진단 후 관련된 절차서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형 3 에 해당하는 EOC 를 분석한다. 유형 3 와 관련된 EOC 사건도출 및 상황분

석은 다음과 같이 4 단계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단계 1: 주어진 초기사건에서의 요구되는 시스템 기능 파악 

 단계 2: 시스템의 기능상실을 유발하는 EOC 사건의 정의 

 단계 3: EOC 를 유발하는 상황조건의 분석 

 단계 4: 회복 가능성 평가 

본 분석에서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회복 가능성 평가 단계는 생략한다. 단계 

1 과 관련된 초기사건과 관련된 시스템 기능은 PSA ET 로부터 도출 가능하다. 각 초기사건

의 반응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시스템 기능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로 LOCA 사고의 

경우 안전주입, 노심냉각 및 감압 기능이 요구되고, SGTR 이나 LSSB 사고의 경우 안전주입

과 격리, 노심냉각 및 감압 기능 등이 요구된다. 또한, 기타 과도사건 시에는 노심냉각 및 감

압 기능이 주로 요구된다.  

모든 초기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LOCA 시에 HPSI 의 부적절한 종결 사건과 SGTR 시 

파열 증기발생기의 이른 격리 등 두 사건이 참조 발전소 상에서 고려 대상 EOC 사건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참조). LOCA 시 HPSI 의 부적절한 종결 사건은 PSV LOCA 발생과 이에 

대한 사건진단은 성공하였으나, PSV LOCA 에 대한 정확한 발전소의 상황판단 문제로 인해 

충분한 가압기 수위가 유지될 경우 HPSI 의 이른 종결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SGTR 시 파

열 증기발생기의 이른 격리 조치는 비록 절차서 상으로는 노심냉각 조건(RCS Th < 287 oC)

이 만족할 경우 격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SGTR 의 뚜렷한 증상으로 긴급한 조치로 이른 조

치를 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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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초기사건과 관련된 절차서 수행 중 발생 가능한 EOC 사건의 분석 

초기사건 시스템 기능 가능한 EOC 사건 오류유발상황 

LOCA 안전주입 - Inappropriate termination of 
HPSI 

- 물리적 특성: PSV 개방고착 
(LOCA 진단은 성공한 상태이나 
PSV LOCA 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은 못함) 
- 복합적 상황: 

. 과냉각도 만족 (오)지시 
   . PSV 상태계기: 닫힘지시 

SGTR 사고 SG 격리 - Isolation of the faulted SG 
too early 

- 운영적 문제: SGTR 에 대한 뚜렷

한 사고증상과 이에 따른 사고 
SG 격리에 대한 우선조치 가능 

- 절차서 상의 격리시점: 냉각조건

이 만족되는 시점, RCS Th < 287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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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TMI-2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 현안이 되어왔던 운전원의 부적절한 개입

조치(EOC) 사건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원전에서의 EOC 사건은 비록 원전 안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TMI-2 이후 타 원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유발되어왔다. 한

편, 원전의 안전성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

성평가(PSA)에서는 원전 운전원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EOC 사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

지 시스템의 안전기능을 위해 요구되는 운전원 행위만을 평가대상으로 고려하여 왔다. 그러

나, 기발생한 원전의 사건/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전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

나 주요 안전계통의 비가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OC 사건이 실제 원전 운전에서 발생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원전의 출력운전 중에 특정 초기사건의 발생 

후 운전원의 사고대응 과정 중에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EOC 사건의 유형

과 유발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제시하고, 국내 발전소인 영광 3&4

호기에 시범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원전 EOC 사건 분석을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

석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번째 유형(CASE 1)은 발생한 초기사건의 애매한 물리적 특성

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으로 오판 또는 오진단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반으로하여 유발될 수 

있는 EOC 사건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두번째 유형(CASE 2)은 특정 초기사건의 

발생 후 시스템의 물리적 전개 도중 유발될 수 있는 다른 사건이 존재할 때, 즉 다중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의 운전원의 상황파악 가능성과 부적절한 판단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EOC 사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유형(CASE 3)은 초기사건에 대한 올바른 

진단 후에 다중사건의 발생이 없는 사고경위에 대하여 지역적으로(locally) 발생 가능한 EOC 

사건을 도출한다. 

제시한 분석 방법의 영광 3&4 호기에 적용한 결과에 의하면, CASE 1 의 경우 초기사건의 

오진단 가능성과 오진단 확률 측면에서 볼 때, LOCA 사건의 경우 (특히, PSV LOCA 사건의 

경우) GTRN 이나 ESDE 로의 오진단 가능성과 이로 인한 EOC 사건의 유발 가능성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 관점에서 고려할 만한 대상으로 평가된다. SGTR 의 다른 사건으로의 오진단 가

능성은 다수의 2 차 계통 방사능 계측기의 고장을 전제하므로 발생 확률은 상당히 낮을 것으

로 평가되나, 특정 상황에서 비가용 상태가 될 수 있는 계측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ESDE 의 오진단 사건의 경우 물리적 동특성의 경우로 인한 오진단 가능성은 없으며 반드

시 계측기의 오작동이 포함된다. 또한, 현 적용대상인 영광 3&4 호기의 경우에는 파열된 증

기발생기의 격리 여부가 원자로 반응도(재임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타 노형

의 경우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ESDE 의 오진단으로 인한 파열 증기발생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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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실패 및 부적절한 MSIV/MSIBV 의 개방 조치에 대한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이다. 한편, 다중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부적절한 인적조치 사건의 경우에서는 발전소의 동적 

전개 특성으로 인한 상황판단 실패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EOC 사건은 SBO 시 2 차측 급수

가 완전상실되는 상황에서 PSV 가 개방고착되는 시점에서 고려된다. 참조발전소의 경우, 

EDG 및 AAC 의 확보로 SBO 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 분석대상 시나리오의 발생 빈도가 1.0E-

11 이하로 추정되나 EOC 사건의 유발 관점에서는 중요한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발전소의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경위에 대해 발생 빈도가 이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주의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CASE 2 에 속하는 다른 사고경위의 경우는 발전소의 운

전 관행 및 절차서 준수와 같은 안전규칙 등과 관련된 조치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안전규

칙(절차서)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주의를 요하는 사건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CASE 3 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PSV LOCA 사건이 RCS 배관 파단 LOCA 와의 서로 

다른 사건전개 특성으로 인해 혼동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건으로 고려되며, 절차서 및 

훈련 상의 특별한 주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파악한 EOC 사건에 대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판단

의 경우, 기본적으로 CASE 2 에 속하는 인적오류사건이 CASE 1 및 CASE 3 에 속하는 것보다 

주어진 EOC 유발상황 하에서 발생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단일사건과 복합사

건의 차이 외에도 초기 사건진단의 회복 가능성 측면에서도 복합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분

석된 각 오류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발생확률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정량적인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 구체적인 평가는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 연구과제로서는 제안한 방법의 상세 분석절차의 개발과 파악한 EOC 사건의 정량

적 평가 방법 개발이 필요하며, 운전원 EOC 유발 가능성은 원자로 및 제반 인적요소의 설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국내의 다른 원자로형에 대해서도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42

 

참 고 문 헌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 영광 제2발전소 운영절차서 (우선, 비상), 1998. 

Dang, V., Reer, B, Hirschberg, S., Analysing errors of commission: identification and a first 

assessment for a swiss plant, OECD/NEA Workshop on Building the New HRA: Errors of 

Commission – from Research to Application, Rockville, MD, May 7-9, 2001. 

Dougherty E and Fragola J, Human reliability analysis: A systems engineering approach with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s, John Wiley & Sons, 1988. 

Dougherty E, Human reliability analysis – where shouldst thou turn?.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29, 283-299, 1990. 

Dougherty E, Context and human reliability analysis,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41, 25-47, 1993. 

Hollnagel E. Cognitive reliability and error analysis method. Amsterdam: Elsevier, 1998. 

USNRC, PRA procedures guide: A guide to the performance of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s 

for nuclear power plants, NUREG/CR-2300, 1983. 

Julius J, Jorgenson E, Parry GW, Mosleh AM. A procedure for the analysis of errors of 

commission in 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f a nuclear power plant at full power.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1995; 50: 189-201. 

Jung WD, Yoon WC, Kim JW. Structured information analysis for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emergency tasks in nuclear power plants.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2001; 

71:21-32. 

Jung WD, Park JK, Kim JW, Performance time evaluation for human reliability analysis using a 

full-scope simulator of nuclear power plants, Proceedings of the 2002 IEEE 7th Conference 

on Human Factors and Power Plants, Scottsdale, Arizona, Sep. 2002. 

KAERI, Final level I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update for yonggwang nuclear units 3 and 4, 

Vol. 1, July, 1993. 

Kirwan B, A guide to practical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aylor & Francis, 1994. 



 43

Le Bot P, Cara F. Bieder C, MERMOS, a second generation HRA method: what it does and 

doesn’t do.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SA, Washington, DC, 1999. 

p.852-60. 

Macwan A, Mosleh A. A methodology for modelling operator errors of commission in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Journal of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1994; 

45: 139-57. 

Reason J. Human err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Reer B, Straeter O, Dang V, Hirschberg S. A comparative evaluation of emerging methods for 

errors of commission based on applications to the Davis-Besse (1985) event. PSI Bericht 

Nr. 99-11. 1999. 

USNRC. Technical basis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a technique for human event 

analysis (ATHEANA). NUREG-1624. Rev. 1, 2000. 

USNRC, Studies of human performance during operating events: 1990-1992, NUREG/CR-5953, 

USNRC, Washington, DC, Jan. 1993. 

USNRC, Loss of main and auxiliary feedwater event at the Davis-Besse plant on June 9, 1985, 

NUREG-1154, USNRC, Washington, DC, July 1985. 



 44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 

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 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
2458/2003 

      

제목 / 부제 
원자력발전소 비상사고 시 운전원의 부적절한 개입조치 사건에 관한 

연구: 분석 방법의 개발과 적용 

    

주저자 및 부서명  김 재 환 (종합안전평가부) 

연구자 및 부서명  정 원 대, 박 진 균, 강 대 일 (종합안전평가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3 년 

페 이 지  43p. 도  표  있음( V ),    없음(   )   크  기 27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V ), 비공개(  ) 

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

20 줄내외) 
  

TMI-2 사고 및 타 원전의 사건/사고에 나타난 운전원의 부적절한 개입조치(EOC: 

Errors of Commission)가 원전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원전 

위험도 관점에서 부적절한 개입조치(EOC) 사건의 도출과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왔다. 또한, 시스템에 의해 요구되는 인간행위만을 평가해왔던 기존 PSA 및 HRA 

체계에 대한 중요한 개선 요구사항 중의 하나로 운전원의 EOC 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차세대 HRA 방법들의 EOC 분석 

한계점을 개선하고, 원전 운전원의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위험도 관점에서 중요한 EOC 사건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첫째, 원전 사건/사고들에 

개입된 EOC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EOC 유발 원인 및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최근에 개발된 차세대 HRA 방법의 EOC 분석 한계점을 검토하고, 원전 위험도 

분석에 적절한 수준의 새로운 EOC 방법 개발을 위한 요건을 정리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원전 비상시나리오 시 운전원의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EOC 사건을 도출 및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EOC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영광 3&4 

호기 원전에 적용하여 약 10 여개의 중요한 EOC 유발상황을 도출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 단어내외)  

부적절한 개입조치, 인간신뢰도분석, 수행영향인자,  

오류유발상황,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45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2458/2003       

Title / Subtitle 
A Study on the Operator's Errors of Commission (EOCs) in Accident 
Scenarios of Nuclear Power Plants: Methodolog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Main Author  Jae Whan Kim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Wondea Jung, Jinkyun Park, Daeil Kang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Division)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3. 4. 

Page  43 p. Ill. & Tab. Yes( V ),  No (  )   Size     27 Cm 
Note   
Open Open( V ),  Closed(  )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As the concern on the operator's inappropriate interventions, the so-called errors of 
commission (EOCs), that can exacerbate the plant safety has been raised, much of interest in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EOC events from the risk assessment perspective has been 
increased. Also, one of the items in need of improvement for the conventional PSA and HRA 
that consider only the system-demanding human actions is the inclusion of the operator's EOC 
events into the PSA model.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ology for identifying and 
analysing human errors of commission that might be occurring from the failures in situation 
assessment and decision making during accident progressions given an initiating even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following research items have been performed: Firstly, we 
analysed the error causes or situations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EOCs in several 
incidents/accidents of nuclear power plants. Secondly, limitations of the advanced HRAs in 
treating EOCs were reviewed, and a requirement for a new methodology for analysing EOCs 
was established. Thirdly, based on these accomplishments a methodology for identifying and 
analysing EOC events inducible from the failures in situation assessment and decision-making 
was proposed and applied to all the accident sequences of YGN 3&4 NPP which resulted in 
the identification of about 10 EOC situation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Error of Commission, Human Reliability Analysis,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 Error-Forcing Context,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사건분석 및 방법 검토
	제 1 절 기발생 사건분석을 통한 EOC 상황분석
	제 2 절 차세대 HRA 방법의 EOC 분석수준 평가
	제 3 절 위험도분석을 위한 EOC 분석방법의 요건도출
	제 3 장 원전 위험도 분석을 위한 EOC 분석체계
	제 1 절 초기사건의 오진단으로 인한 EOC 사건
	제 2 절 유발사건 발생으로 인한 EOC 사건
	제 3 절 초기사건의 올바른 진단 후 가능한 EOC 사건
	제 4 장 적 용: 영광 3,4호기 비상 시나리오 시 EOC 분석
	제 5 장 토의 및 결론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