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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 발전소나 항공산업 및 화학산업 등과 같이 안전성(safety)을 강조하는 산

업체의 운전경험에 의하면, 비상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절차서

는 효율적인 사고대처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와 더불어, 적절한 절차서의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생된 상황의 본질(nature)에 

대한 정확한 진단(사고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되 있다. 

하지만, 비상상황 하에서의 사고 진단은 매우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고 진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적절한 절차서의 선택

의 지연으로 인한 효과적인 대응조치의 지연 및 잘못 선택된 절차서의 수행으로 인

한 심각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전원들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종류의 진단 보조도구(diagnostic aids)들이 개발되어 왔고, 이러한 진단 보

조도구들의 대표적인 예로서 진단절차서(diagnosis procedure)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절차서들을 설계․개발에 있어서, 단일화되어 있고(unified) 일

관된(consistent)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체계(systematic 

framework)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의사결정 전략

(decision-making strategy) 및 시험순서 결정 기법(test sequencing technique)의 

두 가지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체계적인 진단절차서 설계 방법을 제안하 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제안된 진단절차서 설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

해, 참조 발전소의 진단절차서를 제안된 방법에 따라 재구성한 후, 재구성된 진단절

차서를 사용했을 때 관찰된 진단 수행도를 기존의 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관찰된 진

단 수행도와 비교하 다. 

그 결과,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관찰된 진단 수행도는 수정 전의 진

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관찰된 진단 수행도와 유사하거나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한 진단절차서를 설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In complex systems such as the nuclear and chemical industry, the importance of the 

diagnosis procedures has been well recognized, since identifying the nature of the 

on-going event should be preceded to determine successful countermeasures or remedial 

actions. Unfortunately, a systematic framework that can suggest a unified and consistent 

process for constructing useful diagnosis procedures seems to be scant.

In this report, the systematic framework that can provide a sound way in 

constructing a diagnosis procedure is suggested based on two kinds of technical bases, 

such as the decision-making strategies of human and the test sequencing technique. In 

addition, to demonstr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ggested framework, the diagnosis 

procedure of the reference nuclear power plant is reformed based on it. 

Various kinds of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to compare the reformed diagnosis 

procedure with the original one, an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operators' performance 

in the event diagnosis can be improved, when they used the reformed procedure.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suggested framework can be applied to give a consistent process 

in constructing a useful diagnosis procedure tha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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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산업체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운전원의 기술(skill)이나 기억(memory) 등에 전

적으로 의존하여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

고, 이는 곧 절차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직무 보조도구(job aids)를 통해 운

전원을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많은 산업체의 운전경험에 의하면, 비상상황

에 직면했을 경우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절차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적절한 비상운전절차서(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EOPs)가 선택될 수만 있다면 운전원이 수행해야 하는 필수

적인 조치사항들이나 중요한 직무들이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된 비상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5]. 이와 

유사하게, 항공산업이나 화학산업 등과 같이 안전성(safety)을 강조하는 산업체의 

운전을 통해 얻어진 경험들도, 적절한 절차서의 선택은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5-8].

여기에서, 운전원이 적절한 절차서를 선택하기 위한 전제조건들 중 하나는 “자신

이 처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발

생된 비상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절차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생된 상황의 본질(nature)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상상황 하에서의 사고진단(event diagnosis)은 매우 심한 스트레스 상황

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 예를 들어 제한된 시간 내에 진단을 수행해야 하거나time 

pressure) 매우 빨리 변화하는 많은 공정변수(process parameter)들을 통해 진단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등 ― 운전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들 중 가장 힘든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 [3, 9-13]. 즉,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진단은 부적절한 사고진단

(또는 오진단; misdiagnosis)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적절한 절차서의 선택

의 지연으로 인한 효과적인 대응조치의 지연 및 잘못 선택된 절차서의 수행으로 인

한 심각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한 TMI 사고는 오진단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

로서 잘 알려져 있고 [2-14], 다른 많은 사고 및 유사사건(incident)들도 오진단이 

안전성에 매우 큰 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5, 8, 14-19]. 따라

서, 기기의 상태나 공정변수들의 특별한 변화 등과 같은 증상(symptom)들을 근간

으로 하여 운전원들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종류의 진단 보조도구(diagnostic aids)들이 개발되어 왔고, 이러한 진단 보

조도구들의 대표적인 예로서 진단절차서(diagnosis procedure)를 고려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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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그러나 이러한 진단절차서들을 설계․개발에 있어서, 단일화되어 있고(unified) 일

관된(consistent)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체계(systematic 

framework)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록 많은 

설계․개발 지침(guideline)이나 대조표(checklist)들이 진단 절차서의 구성을 위해 

제안되어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자크기(font size), 전체적인 배치(layout), 기호

(symbol) 표시방법, 상호참조(cross referencing) 방법 등과 같이 진단절차서들의 형

태에만 치중되어 있다 [24]. 따라서 이러한 설계․개발 지침이나 대조표들에 제시된 

항목들을 모두 만족하는 진단절차서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운전원들이 직면한 사

고의 본질이나 특징들을 쉽고 정확히 판단하여 올바른 진단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단 절차서인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HRA 입력자료 생산을 위해 참조 원자력 발전소(reference nuclear power plant)의 

비상훈련상황을 수집․분석하는 도중 관찰된 진단절차서의 수행과 관련된 문제점들

은 대조표만을 사용한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25]. 즉, 참조 발

전소에서 사용 중인 진단절차서는 대조표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 및 평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운전원의 진단 부하(diagnostic 

burden)를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용에 있

어서 진단 수행도(diagnostic performance)가 감소되는 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26].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의사결정 전략

(decision-making strategy) 및 시험순서 결정 기법(test sequencing technique)의 

두 가지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체계적인 진단절차서 설계 방법을 제안하 다. 즉, 

진단절차서의 사용자인 운전원의 의사결정 전략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진단절차

서를 제공할 경우 비상상황의 본질이나 특성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수행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시스템에서 

발생된 고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별해 낼 수 있는 최적의 시험순서를 생성하는 시

험순서 결정 기법을 적용할 경우 운전원들이 진행 중인 비상상황의 본질이나 특성

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진단절차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제안된 진단절차서 설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

해, 참조 발전소의 진단절차서를 제안된 방법에 따라 재구성한 후, 재 구성된 진단

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관찰된 진단 수행도를 기존의 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관찰된 

진단 수행도와 비교하 다. 그 결과,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관찰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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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행도는 수정 전의 진단 수행도와 유사하거나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진단절차서의 구성에 있어서 단일화되고 일관된 과정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진단 수행도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보

다 효율적이고 유용한 진단절차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 장에서 적절한 비상운전절

차서 선택을 위해 운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진단절차서가 가져야 할 필요조건

들을 설명하 다. 또한, 이러한 필요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사결정 

전략 및 시험순서 결정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 3 장에서 설명하 다. 

제 4 장에서는 시험순서 결정 기법이 효과적인 진단절차서 구성을 위해 어떻게 적

용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하 고, 제 5 장에서는 참조 발전소의 진단절차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예시를 통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진단절차서 

설계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 다. 제 6 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진단수행도 비교 방법 및 그 결과를 기술하 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

와 관련된 토의 및 결과를 제 7 장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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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진단절차서 설계요건

원자력 산업체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운전원에게 필수적인 조치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지시해 줄 수 있는 EOP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 결

과 다양한 형태의 EOP들이 제안되었고, EOP의 최적화 측면을 고려하여 사건기반

(event-based) 절차서와 증상기반(symptom-based) 절차서를 혼용하는 형태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비상상황 하에서 운전원이 수행해야 하는 EOP는 크게 특정 사건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최적복구절차서(optimal recovery procedures; ORPs)와 발전소의 필수안전

기능(critical safety functions; CSFs)들의 건전성(integrity)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

로 작성된 기능복구절차서(functional recovery procedures; FRPs)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절차서로 구성되어 있다 [27-29]. 이러한 절차서의 구분은 원자력 발전소에

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들을 “진단이 가능한 사고”와 “진단이 불가능한 사고”로 양

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진단이 가능한 사고”에 포함되는 사고들은, 다양한 발전소 운전경험이나 연구 등

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주요 증상들의 확인을 통해 발생된 사고

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고들을 의미한다.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증기발생기 관파단(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및 증

기 과잉방출(excess steam demand event; ESDE) 등과 같은 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accidents; DBAs)들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사고들의 전형적인 예이다. 따

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원은 ORP를 사용하여 사고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단이 불가능한 사고”는 기존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나 예

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사고 자체가 너무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

한 사고의 진단이 거의 불가능한 사고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전형적

인 사고들은 복합사고(multiple events), 계측기 고장(instrumentation failures)  및 

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고 등을 들 수 있고, 필수안전기능을 유지시키는 쪽이 

보다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FRP가 운전원에게 

제공된다 [30]. 이러한 특징들은 그림 1에 예시된 참조발전소의 EOP 구조에서도 명

확히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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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고

진단이
가능한 사고

설계기준사고
(DBA)

필수안전기능
(CSF)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고

원자로 정지불능사고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TWS)

증기발생기 관파단사고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원자로 정지
(reactor trip; RT)

급수 완전상실사고
(loss of all feed water; 

LOAF)

소외전원 상실사고
(loss of off-site 
power; LOOP)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고 
(station black out; 

SBO)

냉각재 상실사고 
(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증기 과잉방출사고
(excess steam 

demand event; ESDE)

모든 교류 및 직류전원 
상실사고

(loss of all AC and DC 
power)

복합사고 신호/계측기 고장
경험/분석되지

않은 사고

필수안전기능
(CSF)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사고

ORP 적용

FRP 적용

진단이
불가능한 사고

< 그림 1. 참조발전소에서 사용 중인 EOP의 전체적인 구조 >

그림 1에서, 원자로 정지불능사고(ATWS)와 모든 교류 및 직류전원 상실사고의 

경우 FRP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필수안전기능을 직접적으로 위협

하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즉, ATWS의 발생은 참조 발전소의 필수안전기능 중 하

나인 “반응도 제어”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고, 모든 교류 및 직류전원 상실사고의 발

생은 “필수전원 확보”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일반 원자로 정지(RT)는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예

를 들어 발전소 정기점검(overhaul)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수동 원자로 정지 등 ― 이

에 대한 ORP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상사고(emergency event)”의 정의가 “자동 또는 수동 원자로 정

지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정상에서 벗어난(off-normal) 상황”이기 때문이다 [28, 

31].

이러한 구조 하에서 생각해 볼 때, 진단절차서의 역할은 “운전원이 적절한 EOP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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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고 [4, 17, 23, 24, 27], 이러한 맥락에서 진단절차서 개발을 위한 주요 

요건들 및 이들에 대한 관련 논거(rationale)들은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표 1. 진단절차서 구성을 위한 주요 요건 및 관련 논거 >

요건 관련 논거

R1

진단절차서는 운전원이 진단 가

능한 사고들(즉, DBA)과 진단 

불가능한 사고들을 구분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진

단절차서는 운전원들이 각각의 

DBA에 대한 초기조건(initiating 

condition)에 관계없이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비상사고들의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절

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진단

절차서의 제공은 TMI 사건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구조건

이다 [5, 14, 24, 32].

R2

진단절차서는 필수안전기능

(CSF)에 관련된 DBA들을 먼저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CSF의 상실은 노심손상이나 방사능 물질의 

대량 방출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진단의 

초기에 CSF에 직접적으로 향을 줄 수 있

는 사고들을 다른 사고들 보다 먼저 진단하

는 것이 중요하다 [33].

R3

진단절차서는 덜 중요한 정보나 

증상들로 인해 운전원이 오진단

을 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정

보나 증상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원은 매우 심

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진단을 수행해야 한

다. 이러한 점은 운전원이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인지해야 하는 정보나 증상들로 인해 

많은 정신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진단절차서는 운전원이 보다 

중요한 정보나 증상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7].

R4

진단절차서는 운전원의 의사결정 

전략(decision-making process)

와 양립(compatible)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운전원의 의사결

정 전략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들을 

사용했을 때 운전원의 수행도가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32, 34-39]. 이러한 결과는 

운전원의 수행도가 직무 요구사항(task 

demand)와 운전원 능력(ability)간의 불일치

로 인해 감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7, 40, 41-45]. 따라서 운전원의 진단 수행

도 향상을 위해서는 진단절차서를 운전원의 

의사결정 전략과 유사한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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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참조발전소의 진단 절차서에 대한 설계요건 

비교

표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진단절차서 설계에 대한 주요 요건 4개를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하 다. 여기에서, 이러한 요건들의 적절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로서, 참조발전소에서 사용 중인 진단절차서에 대해 도출된 주요 요건들을 

비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는 참조발전소에서 사용 중인 진단절차서를 간략히 표현한 것이고 [28], 표 

2는 주요 요건들에 대해 참조발전소의 진단절차서의 설계특성을 비교해본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참조발전소의 진단절차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46]에 잘 정리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참조발전소의 진단절차서는 R1 및 R2를 충분히 

반 하여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R3 및 R4의 경우는 진단절차서 설계에 있

어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반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운전원이 결정적인 증상들을 확인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덜 중요한 증상들

을 확인하도록 설계된 진단절차서의 구조로 인해 R3가 충분히 반 되지 못하 다. 

예를 들어, 운전원이 진단절차서의 10번 단계에서 SGTR의 발생에 대한 결정적 증

상들 중 하나인 “2차계통의 방사선 경보 또는 비정상적 증가”를 관찰했다 하더라도, 

운전원은 “격납용기 압력(11단계)” 등과 같은 LOCA나 ESDE에 관련된 증상들도 

계속 확인하도록 진단절차서가 구성되어 있다. 진단 수행도 입장에서 볼 때, 진단과 

관련된 부정적 증상(negative symptom, 발생된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증상)

과 긍정적 증상(positive symptom, 발생된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증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경우, 많은 증상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도를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46]. 따라서, SGTR 발생 시 운전원은 

“2차계통의 방사선 경보 또는 비정상적 증가”와 같은 긍정적 증상들을 “격납용기 압

력” 등과 같은 부정적 증상들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진단절차서가 설계되어 있기 때

문에, 높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진단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운전원의 

진단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운전원들은 부정적 

증상들 보다는 긍정적 증상들을 사용하여 진단을 수행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증상들과 긍정적인 증상들의 동시 처리는 결국 운전원들에게 추

가적인 진단 부하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1,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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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시작

회복절차서
수행

LOOP 고려

해당 비상
절차서 수행

SBO 고려

LOAF 고려

LOCA 고려 SGTR 고려 ESDE 고려

ESDE 고려 LOCA 고려

회복절차서
수행

원자로 트립 
절차서 수행

SGTR 고려

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아니오 CSF에 직접 영향을 
주는 DBA들을 진단

DBA들을 진단

진단이 불가능한
사고들을 구분

part
A

part
B

part
C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그림 2-(a). 참조발전소에서 사용 중인 진단절차서의 간략한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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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관련 증상

1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2 1계열 이상의 C-1E AC와 DC 모선 가압?

3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4 1계열 이상의 C-1E DC 모선 가압?

5

1대 이상의 SG에 충분한 급수 확보?

(참고 1)

1대 이상의 SG 수위가 다음 중 1개를 만족하면 충분한 급수가 확보된다:

주/보조 급수 계통에 의해 23.7∼90%(WR)로 유지

SG로의 총 급수유량이 1.26 10
5
kg/hr (35LPS) 이상이고, 23.7∼90% 

(WR)로 복구 중.

6 가압기 압력 ≥ 135kg/cm
2
A이고, 안정 또는 증가 중?

7 가압기 수위 ≥ 15%이고, 안정 또는 증가 중?

8 RCS 과냉각도 < 15
o
C이고, 일정 또는 감소 중?

9 모든 SG 압력 ≥ 75kg/cm
2
A이고, 안정 또는 증가 중?

10

SGTR 증상 없음?

(참고 2)

SGTR은 다음의 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SG 수위의 비정상적 증가

SG 사이의 비정상적인 급수유량 불균형

RCS 재고량의 비정상적 상실

2차계통의 방사선 경보 또는 비정상적 증가

11 격납용기 압력 ≤ 70cmH2O이고, 일정 또는 감소 중?

12 격납용기RE-233/234 < 350mR/hr이고, 일정 또는 감소 중?

13 SGTR 증상 없음?

14 모든 판정기준 만족?

15 사고로 확인?

16

단일사고로 확인?

(참고 3)

LOOP를 동반하는 LOAF, LOCA, SGTR 및 ESDE는 단일사고로 간주한

다.

< 그림 2-(b). 참조발전소에서 사용 중인 진단절차서에 포함된 발전소 주요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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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주요 요건들에 대한 참조발전소의 진단절차서 설계특성 비교 결과 >

관련 요건 설계특성 비교 결과

R1

진단절차서는 초기조건에 관계없이 운전원이 DBA를 진단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또한 복합사고나 계측기 고장 등과 같이 진단이 불가

능한 사고들도 구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a)의 'Part B' 

및 ‘Part C' 참고).

R2

진단절차서는 ATWS나 모든 교류 및 직류전원 상실사고 등과 같이 

CSF에 직접 향을 주는 DBA를 우선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그림 2-(a)의 'Part A' 참고).

R3

진단절차서 수행 시, 운전원은 중요한 증상들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증상들 까지 모두 확인해야만 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R4

진단절차서의 전체적인 구성이 운전원의 의사결정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 요건은 진단절차서 설계에 있어

서 충분히 반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참조발전소의 진단절차서는 운전원의 의사결정 전략과는 다른 형태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진단 부하가 운전원에게 가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운전원들이 비상상황 하에서 사용하는 의사결정 전략

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는 운전원이 고려해야 하는 

가설(또는 대안)들의 개수이다 [48, 51-55].

기억력의 제한 때문에, 운전원은 한 번에 몇 개 이상(주로 한 개에서 네 개 사

이)의 가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다. 또한 운전원이 의사결정 중에 고려할 수 

있는 가설들의 수는 시간적 압력(time pressure) 등과 같은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극단적인 경우로서,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는 오직 한가지의 가설만 고려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 [53, 56, 57].

대부분의 운전원들은 스트레스 수준이나 고려해야 하는 가설들의 수 등과 같

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직무 복잡도(task complexity)에 근거하여 자신들

의 의사결정 전략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즉, 운전원들이 여러 개의 가설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는 가설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비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non-compensatory decision-making approach)을 우선

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하는 가설들의 수가 한개 또는 두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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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분히 감소한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가설들을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비

교하기 위해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compensatory decision-making approach)

을 적용한다 [14, 43, 49, 58-63].

특히, 심각한 시간적 압력이 느껴지는 상황 하에서 비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운전원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속성에 따른 제거(elimination 

by aspect; EBA) 전략이다 [54, 57, 59, 64]. 즉, EBA는 가설들이 가진 다양한 

속성들을 모두 고려하기 보다는 중요한 몇 가지의 속성들의 존재 유무를 기준

으로 고려해야 하는 가설들의 수를 줄여나가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속성들은 어떤 증상이 특별한 가설에 대해 얼마나 전형적인가를 의미하는 대

표성(representativeness)과 특별한 가설이 얼마나 잘 연상이 되는가를 의미하

는 가용성(availability)과 같은 두 가지 특징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 [3, 46, 57, 

65-69].

이러한 특징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그림 2-(a)에 제시된 진단절차서의 구조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진단절차서는 운전원이 고려해야 

하는 가설들의 수(진단 가능한 DBA들의 수)가 진단절차서의 수행이 완료될 때 까

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진단절차서의 구조가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운전원이 동시에 여

러 가지의 사고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진단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전원이 느끼는 진단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운전원의 

진단 수행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보완적 의사결정 방

법을 근간으로 한 진단절차서를 구설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고들의 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운전원은 필연적으로 긍정적인 증상들 및 부정적인 증상들을 동시에 

확인해 나가면서 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곧, R3와 관련된 문제점도 보완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근간으로 한 진단절차서의 구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3 및 R4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보완적 의사결정 방

법과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을 혼합하는 이 단계 접근방법(two-stage approach)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운전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비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한 개의 사고(DBA)가 남을 때 까지 의미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건들의 수를 감소시킨다. 이후, 두 번째 단계로서, 남아있

는 사고가 진단 가능한 사고인지 아니면 복합사고나 계측기 고장 등과 같은 진단이 

불가능한 사고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관련된 증상들을 좀 더 정확하고 심도 있게 비

교하는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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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러한 이 단계 접근방법을 적절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EBA의 근간은 의미 없는 사고들의 수를 효과적

으로 줄여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일련의 증상들 중에서 가장 진단적인 

증상(the most diagnostic symptom)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기법이 필요

하다. 또한 운전원들은 주로 증상들의 대표성 및 가용성을 기준으로 진단적인 증상

을 선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험순서 결정 기법(test sequencing technique) 

개념을 도입하 다.

둘째, 심각한 시간적 압력 하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은  

EBA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는 운전원에 따라 몇 

가지 다른 형태의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58, 69].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가장 간단한 전략으로 알려진 등가중치 선형모델(equally weighted linear 

model) ― 즉, 비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남게 된 한 개의 사고에 대해, 이 사

고가 발생했을 경우 예상되는 증상들을 현재 관찰되는 증상들과 하나하나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올바른 사고의 진단을 확인하는 방법 ― 을 사용하여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을 구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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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EBA 전략의 구현을 위한 시험순서 결정 기법

의 도입 

1 절 시험순서 결정 기법의 개요

다양한 산업체에서 사용 중인 복잡한 시스템에 있어서 유지보수의 용이성

(maintainability)은 경제성의 최대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들 중 

하나이다. 또한 유지보수의 용이성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 중 하나가 

시험의 용이성(testability; 고장의 위치나 원인을 찾는데 요구되는 시간, 비용 또는 

인력 등과 같은 자원의 투입량)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것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70]. 즉, 시험의 용이성 향상을 통한 유지보수

의 용이성 향상은 결국 “어떤 시험순서(test sequence)를 선택해야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여 다양한 고장상태(failure state)들을 효과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안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로서, 현재 회로

설계, 전기제어회로의 검사 및 전기계통의 진단 등과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

고 있는, 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한 시험순서 결정기법을 들 수 있다 [70-75]. 

시험순서 결정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은 시험행렬

(test matrix) 및 네 개의 요소로 구성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70, 71, 

73]. 

주어진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태(state) 집합 S, 

S = {s1, s2, ..., si}, 1≤i≤m.

각각의 시스템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발생 확률 집합 p,

p = {p(s1), p(s2), ..., p(si)}.

주어진 시스템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수행할 수 있는(즉 적용 가능한) 

시험의 종류에 대한 집합 T, 

T = {t1, t2, ..., tj}, 1≤j≤n.

각각의 시험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 및 인력 등과 같은 시험 

비용에 대한 집합 C, 

C = {c1, c2, ..., cj}.

주어진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상태 및 수행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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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relationship)를 표시하는 시험행렬(또는 고장수리표; troubleshooting 

table).

이러한 집합들 및 시험행렬에 대해, 각각의 시험을 시스템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

는 정보원(information source)라고 간주할 경우, 최적의 시험순서는 시험에 필요한 

단위 비용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시험을 선택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

다. 이러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은 임의의 시스템에 대

한 시험 행렬을 생각해 보자 (편의상 시험 비용은 모두 1로 가정하 지만, 시험 비

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1 이상의 값이 분석자에 의해 할당될 수 있다).

시스템 상태 
적용 가능한 시험의 종류

발생 확률
t1 t2 t3 t4 t5

s1 • • • × 0.480

s2 • • • 0.010

s3 • × × 0.010

s4 0.250

s5 • • 0.150

s6 • • • 0.100

시험 비용 1 1 1 1 1

< 그림 3. 임의의 시스템에 대한 시험 행렬 >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임의의 시스템은 총 6개의 시스템 상태를 갖고 

있고(s1에서 s6),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시험의 종류는 모두 5가지이다

(t1에서 t5). 또한 각각의 시스템 상태 및 시험에 대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 기호: 시스템이 si 상태에 있을 경우 시험 tj 결과는 “Yes"이다.

공란: 시스템이 si 상태에 있을 경우 시험 tj 결과는 “No"이다.

“×” 기호: 시스템이 si 상태에 있을 때, 시험 tj 결과는 si 상태와는 관련이 없

다. 즉, 시험 tj의 결과는 si 상태의 구분을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없다 [74].

이러한 경우, 최적의 시험순서는 각각의 시험 tj에 대해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계

산되는 중요도 함수(discriminatory function; DF) 값에 따라 결정되고, 표 3은 DF 

값 계산식에 포함된 각 항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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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DF 계산식에 포함된 항목들의 의미 및 정량화 방법 >

항목 의미 정량화 방법

p

시험 tj가 수행되었을 때, 이 시험

에 의해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

1 - (시험 tj에 대해 “×”기호로 표

시된 시스템 상태에 해당하는 발

생 확률의 합)

py
시험 tj가 수행되었을 때, 그 결과

가 “Yes"일 조건부 확률

(시험 tj에 대해 “•”기호로 표시된 

시스템 상태에 해당하는 발생 확

률의 합)/p

pn
시험 tj가 수행되었을 때, 그 결과

가 “No"일 조건부 확률
1 - py

cj 시험 tj에 대한 시험 비용

예를 들어, 그림 4는 그림 3에 주어진 시험 행렬에 대해 DF 값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계산결과에 의하면 시험 t2의 DF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그림 4

의 짙은색 부분) 시스템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시험은 t2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스템 상태 
적용 가능한 시험의 종류

발생 확률
t1 t2 t3 t4 t5

s1 • • • × 0.480

s2 • • • 0.010

s3 • × × 0.010

s4 0.250

s5 • • 0.150

s6 • • • 0.100

시험 비용 1 1 1 1 1

p 1.000 1.000 1.000 0.510 0.990

py 0.480 0.500 0.590 0.490 0.263

pn 0.520 0.500 0.410 0.510 0.737

DF 0.999 1.000 0.977 0.510 0.822

< 그림 4. 그림 3의 시험 행렬에 대한 DF 값들의 계산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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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계산 과정을 통해 두 번째로 수행되어야 하는 시험을 구분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험인 t2의 결과가 “No"일 때 다음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시험으로서 t4 또는 t5가 선택될 수 있다 (그림 5의 짙은색 부분 참고).

시스템 상태 
적용 가능한 시험의 종류

발생 확률
t1 t2 t3 t4 t5

s4 0.250

s5 • • 0.150

s6 • • • 0.100

시험 비용 1 1 1 1 1

p 0.500 0.500 0.500 0.500 0.500

py 0.000 0.000 0.200 0.500 0.500

pn 1.000 1.000 0.800 0.510 0.510

DF 0.000 0.000 0.361 0.500 0.500

< 그림 5. 첫 번째 시험 t2의 결과가 “No"일 경우에 대한 시험 순서 결정 예 >

이러한 계산 과정을 모든 시스템 상태가 구분될 수 있을 때 까지 반복할 경우, 최

적화된 시험순서를 얻을 수 있다. 그림 6은 그림 3의 시험 행렬에서 얻어진 최적화

된 시험순서를 보여준다.

시작

t2

t1

예

아니오

t3

s1 s2

s3

t4

t3

s6

s5

s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그림 6. 그림 3의 시험 행렬에서 얻어진 최적화된 시험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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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최적화된 시험순서와 진단절차서의 비교

제 3 장의 말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EBA 전략을 근간으로 한 진단절차서 구

성을 위해서는 대표성과 가용성의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하여 현재 발생된 비상상황

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상(즉, 가장 진단적인 증상)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 절에서 설명한 최적화된 시험순서 결

정기법은 EBA 전략을 근간으로 한 진단절차서 구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법으로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최적화된 시험순서는 단위 시험비용에 대해 “주

어진 시스템의 상태를 구분하는데 가장 대표성이 있는 시험은 어떤 것인가?”라는 

측면(엔트로피 개념을 사용)과 “자주 발생하는 시스템의 상태를 구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험은 어떤 것인가?”라는 측면(발생 확률을 사용)이 동시에 고려된 상태

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그림 3에 포함된 각각의 시스템 상태와 

시험을 DBA와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증상으로 생각할 경우, 최적화된 시험순서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법은 EBA 전략을 근간으로 한 진단절차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림 6은 EBA 전략을 

근간으로 구성된 일종의 진단절차서라고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착상은 사고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증상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

다는 점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로, EBA 전략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사고들간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EBA 전략에 의하면 운전원들은 “가압기 압력 감소” 등과 같은 

증상들을 확인했을 때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어디가 깨졌다”라는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는 몇 개의 사건들(즉 LOCA나 SGTR 및 ESDE 등)을 즉각적으로 고려한다

고 알려져 있다 [46]. 이는 곧 파단사고와 관련이 없는 일련의 사건들(예를 들어 

SBO나 LOAF 등)의 발생 가능성은 운전원들에 의해 일단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사실은 진단절차서에 포함된 진단순서(diagnosis sequence) 자체는 최적

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전원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사고들을 동시에 고려하

도록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진단절차서의 

구성에 있어서 운전원들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사건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

도록 진단순서를 변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5장 3절을 참조).  

둘째, 증상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예로

서, 그림 5에 포함된 두 개의 시험 t4 및 t5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험인 t2의 결과가 “No"일 경우, 그림 5에 명시된 바와 같이 t4와 t5의 DF 값

이 가장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으로 t4또는 t5가 선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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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험은 검사자(tester)에 의해 빠짐없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t2, t4, t3} 시험 

순서를 사용하거나, 또는 t4와 동일한 DF 값을 갖는 t5를 포함하는 {t2, t5, t3} 시험

순서를 사용해도 해당 시스템의 상태를 최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는 최적 시험순서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증상들 대신 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증상들을 가지

고 운전원이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진단절차서 입장에서 볼 때, 

오직 한 가지의 진단경로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즉, 

시험순서 결정의 입장에서는 “Yes"와 ”No"의 의미가 각각 “시험 결과가 긍정적이

다”와 “시험 결과가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진단절차서 입장에서는 “증

상이 관찰되었다”와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발생

된 사고의 특성이나 시스템 간의 연동(interlock)이나 궤환(feedback) 및 숨김

(masking) 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된 증상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운전원은 올바

른 진단을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 6과 같은 형태의 

진단절차서가 제공된 상태에서, {t2, t4, t3} 증상들 대신 {t2, t5, t3} 증상들이 관찰되

었다면 운전원의 오진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증상들이 발생된 사

고의 특징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두 가지의 관계(AND 및 OR)를 포함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일한 DF 값을 갖는 증상들에 대해, 만일 그들 사이에 

AND 관계를 가지는 경우라면 순차적인 확장(serial expansion)을 하고, OR 관계를 

가지는 경우라면 병렬적 확장(parallel expansion)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두개의 시스템 상태 {s5, s6}가 동일한 DF 값을 갖는 두 개의 시험 {t4, t5}에 대해 

"OR" 관계를 갖는다면 그림 6의 시험순서는 그림 7에서 짙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

과 같은 형태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작

t2

t1 t3

s1 s2

s3

t4

t3

s6

s5

s4t5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그림 7. t4와 t5에 대해 “OR" 관계를 갖도록 수정된 그림 6의 시험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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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참조발전소의 진단절차서 재구성(reformation)

제 3 장의 말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운전원의 의사결정 전략과 양립

(compatible)할 수 있는 진단절차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 접근방법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 장 2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대표성과 가용성을 근간

으로 가장 진단적인 증상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는 시험순서 결정기법은 

EBA 전략의 구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운전원의 의사결정 전략과 양립할 수 있는 진단절차서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설계방법은 아래와 같은 네 단계로 정리될 수 있다.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증상-고장 행렬(symptom-failure matrix)을 준비한다.

EBA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시험순서 결정 기법을 적용한다.

진단절차서를 수정한다.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각각의 사고에 대한 상세 증상들을 배

열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단계에 따라 참조발전소의 진단절차서를 재구성함으로써 제

안된 설계방법의 적용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 다.

1 절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증상-고장행렬의 준비

진단절차서 구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시험행렬에 해당하는 증상-고장행렬

을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렬을 얻기 위해서는 열수력학적 분석이나 

발전소 설계 및 운전 경험검토 등과 같은 추가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안된 진단절차서 설계방법의 적절성 확인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본 보

고서에서는 참조발전소의 진단절차서를 구성하는데 사용되었던 배경자료 및 보조자

료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증상-고장행렬을 준비하 다 [28]. 그림 8은 참조발전소에

서 고려하고 있는 일곱 개의 DBA들에 대한 증상-고장행렬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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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상
일반 원자로
정지 (RT)

LOOP SBO LOAF LOCA SGTR ESDE

1 모든 C-1E AC 버스가 비 가압 •

2 모든 RCP들이 정지 • •

3 모든 SG들의 수위가 23.5% 이하 •

4 총 급수 유량이 35LPS 이하 •

5 가압기 압력이 135kg/cm
2
 이하 • • •

6 가압기 압력이 감소 중 • • •

7 가압기 수위가 15% 이하 • • •

8 가압기 수위가 감소 중 • • •

9 RCS 과냉각도가 15
o
C 이하 • •

10 RCS 과냉각도가 감소 중 • •

11 한대 이상의 SG 압력이 75kg/cm
2
 이하 •

12 한대 이상의 SG 압력이 감소 중 •

13 이차측 방사선 경보 발생 •

14 SG 사이의 feed flow 및 level mismatch 발생 •

15 한대의 SG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 •

16 격납용기 압력이 70cmH2O 이상 × ×

17 격납용기 압력이 증가 중 × ×

18 격납용기 방사선이 350mR/hr 이상 ×

19 격납용기 방사선이 증가 중 ×

< 그림 8. 참조발전소에 포함된 DBA들에 대한 고장-증상행렬 >



- 21 -

그림 8에서, 격납용기 압력 및 방사선에 대한 증상들은 초기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 LOCA 및 ESDE의 진단에 있어서 관련이 없는 증상들로 표시되

었다. 예를 들어 LOCA는 발생위치에 따라 격납용기 내부 LOCA 및 외부 LOCA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격납용기 압력 및 방사선 관련 증상들은 표 4

와 같이 전혀 틀린 형태를 보여준다 [28]. 즉, 격납용기 내부 LOCA의 경우 이들은 

중요한 증상들로 고려될 수 있지만 반대로 격납용기 외부 LOCA의 경우는 사고 진

단에 있어서 전혀 의미 없는 증상들이 되기 때문에 LOCA 진단에 있어서 관련이 

없는 증상들로 구분하 다. 

< 표 4. LOCA 발생 위치에 따른 격납용기 압력 및 방사선 관련 증상들의 비교 >

증상
LOCA 발생 위치

격납용기 내부 격납용기 외부

격납용기 압력이 70cmH2O 이상 Yes No

격납용기 압력 증가 중 Yes No

격납용기 방사선이 350mR/hr 이상 Yes No

격납용기 방사선 증가 중 Yes No

이 외에, ATWS 및 모든 AC와 DC 상실사고와 같은 두 개의 DBA들은 다른 것

들 보다 우선적으로 진단되어야 하기 때문에(표 1의 R2 참고) 그림 8에서 제외되었

다. 즉, CSF의 확보는 노심 손상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조건

이기 때문에 CSF 관련 DBA들의 발생 시 운전원들은 우선적으로 FRP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CSF 관련 DBA들에 대한 진단절차서의 재구성(즉, 그림 2-(a)의 ‘Part 

A' 참고)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 다.

2 절 시험순서 결정 기법의 적용

증상-고장 행렬을 작성한 후 수행해야 하는 다음 단계는 시험순서 결정 기법을 

사용하여 EBA 전략을 적절히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적인 증상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각 DBA에 대한 발생확률은 참조 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

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에서 사용된 초기사건 발생빈도를 통해 계

산된 상대적 발생빈도(relative frequency)를 사용하 다 [76]. 표 5는 각 DBA별 발

생빈도 및 상대적인 발생빈도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또한, 모든 시험비용을 1로 가

정했을 경우, 그림 8 및 표 5에 제시된 자료들을 사용하여 얻어진 최적시험 순서(즉 

예비 진단절차서; preliminary diagnosis procedure)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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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각각의 DBA에 대한 초기사건 및 상대적 발생빈도 >

DBA 초기사건 발생빈도
*

상대적 발생빈도

RT 3.4700E+00 9.8015E-01

LOOP 6.2000E-02 1.7513E-02

SGTR 3.6300E-03 1.0253E-03

LOCA 3.2540E-03 9.1914E-04

ESDE 1.3800E-03 3.8980E-04

SBO 1.4500E-05 4.0957E-06

LOAF 2.1417E-06 6.0495E-07

Total 3.5403E+00 1.0000E+00
*
초기사건 발생빈도의 단위는 RY

-1
(reactor year)이다.

t5

t1

t2
*

SBO

LOOP

t3 RT

LOAFt13

SGTR

t9

LOCA

ESDE

아니오

예

*t2 는 그림 8의 두 번째 증상을 의미한다.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 그림 9. 참조 발전소에 대한 예비 진단절차서 >

3 절 진단절차서의 수정

4 장 2 절의 말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고들 간의 관계 및 증상들 간의 관계

를 고려하여 그림 9의 예비 진단절차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이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수정 기준들(modifying criteria)이 적용될 수 있다.

진단절차서는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는 사고들이 같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수

정되어야 한다.

진단절차서는 같은 DF 값을 갖는 증상들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증상들이 적

절한 관계로 묶일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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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수정 기준들을 근거로 볼 때, 그림 9의 진단절차서는 파열사고가 아닌 

LOAF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즉 파열사고가 아닌) LOOP 및 SBO와 함께 LOCA, 

SGTR 및 ESDE 등과 같은 파열사고 보다 먼저 진단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

다. 즉, 4 장 2 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림 9와 같은 진단절차서는 운전원이 서

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사고들을 연속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9의 진단절차서는 그림 10과 

같은 형태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t5

t1

t2

SBO

LOOP

t3 RT

LOAF t13

SGTR

t9

LOCA

ESDE

파열사고비파열사고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 그림 10. 사고간의 관계를 고려한 진단절차서의 수정 >

둘째로, 같은 DF 값을 갖는 증상들을 그림 10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증상들 간

의 관계(즉, AND 또는 OR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6은 동일한 DF 값을 

갖는 증상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예를 들어, t3과 t4가 동시에 관찰되었을 경우 LOAF 발생이 의심되는 반면, t3 또

는 t4가 관찰되지 않았을 경우 LOAF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적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 간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림 10의 진단절차

서가 그림 11과 같은 형태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표 6에 포함된 증상 들 중 {t11, t12}와 같은 두 개의 증상이 그림 11에 포

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즉 가능한 한 많은 증상들을 적절한 관계로 묶기 위해), 

이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ESDE가 SGTR 및 LOCA 보다 먼저 진단될 수 있도

록 그림 12와 같이 진단절차서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재구성된 후의 진단절차서를 기존의 진단절차서(즉, 그림 2-(a)의 ‘Part B’ 

부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그림 12의 진단절차서와 동일한 논리를 갖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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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기존의 진단절차서와 유사한 형태를 갖도록 수정된 진단절차서가 그림 13에 

주어져 있다. 

< 표 6. 동일한 DF 값을 갖는 증상들 간의 관계 >

관계 해당 DBA 관련 증상

AND LOAF
t3: 모든 SG들의 수위가 23.5% 이하

t4: 총 급수 유량이 35LPS 이하

OR

SGTR

LOCA

ESDE

t5: 가압기 압력이 135kg/cm
2
 이하

t6: 가압기 압력이 감소 중

t7: 가압기 수위가 15% 이하

t8: 가압기 수위가 감소 중

AND
SGTR

LOCA

t9: RCS 과냉각도가 15oC 이하

t10: RCS 과냉각도가 감소 중

AND ESDE
t11: 한대 이상의 SG 압력이 75kg/cm

2
 이하

t12: 한대 이상의 SG 압력이 감소 중

OR SGTR

t13: 이차측 방사선 경보 발생

t14: SG 사이의 feed flow 및 level mismatch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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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증상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진단절차서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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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포함되지 않는 두 개의 증상 {t11, t12}를 포함하는 진단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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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그림 12와 동일한 논리를 갖는 진단절차서 >

4 절 각각의 사고에 대한 상세 증상들의 배열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단절차서는 한 개의 DBA(즉, 가장 의심되

는 DBA)가 남을 때 까지 일련의 증상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덜 의심되

는 DBA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진단절

차서 설계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운전원이 의심되는 DBA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합사고와 같은 진단불가능 사고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등가중치 

선형모델(즉,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림 13의 

진단절차서에 포함되지 않는 증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선택 기준을 적

용하여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의 구현에 필요한 증상들을 선택하 다.

C1: 의심되는 DBA의 진단에 있어서 관련이 없는 증상들(즉, 그림 8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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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된 증상들)은 제외한다.

C2: 의심되는 DBA가 발생했을 때 관찰될 수 있는 증상들(즉 그림 8에서 “•”

로 표시된 증상 들)은 제외한다.

C3: 의심되는 DBA 진단 시, 가장 짧은 진단경로에 속한(즉, 사고 진단을 위해

서 최소한 한 번은 관찰되어야 하는) 증상들은 제외한다.

C4: 의심되는 DBA 확인을 위해 증상들을 재배열할 경우, 증상들 간의 의존성

(dependency)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LOCA의 발생을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LOCA 발생을 확인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는 증상들은 표 7(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구분된다.

< 표 7. LOCA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증상들 >

증상 (그림 8에 포함된 모든 증상) C1 C2 C3 C4
사용 

가능?

t1: 모든 C-1E AC 버스가 비 가압 예

t2: 모든 RCP들이 정지 관련

t3: 모든 SG들의 수위가 23.5% 이하 관련 관련 예

t4: 총 급수 유량이 35LPS 이하 예

t5: 가압기 압력이 135kg/cm
2
 이하 관련 관련

t6: 가압기 압력이 감소 중 관련

t7: 가압기 수위가 15% 이하 관련

t8: 가압기 수위가 감소 중 관련

t9: RCS 과냉각도가 15
o
C 이하 관련 관련

t10: RCS 과냉각도가 감소 중 관련 관련

t11: 한대 이상의 SG 압력이 75kg/cm
2
 이하 예

t12: 한대 이상의 SG 압력이 감소 중 예

t13: 이차측 방사선 경보 발생 관련

t14: SG 사이의 feed flow 및 level mismatch 발생 관련

t15: 한대의 SG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 관련

t16: 격납용기 압력이 70cmH2O 이상 관련

t17: 격납용기 압력이 증가 중 관련

t18: 격납용기 방사선이 350mR/hr 이상 관련

t19: 격납용기 방사선이 증가 중 관련

우선, 네 개의 증상들(즉, t16부터 t19까지)은 C1 선택 기준에 의해 LOCA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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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없다. 초기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증상들은 사고 진단 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8]. 

둘째로, C2 선택 기준이 보완적 의사결정 방법의 구현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

는데, 그 이유는 운전원이 스트레스 상황(예를 들어 시간적 압력 등) 하에서 증상들

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심스러운 DBA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증상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운전

원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진단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운전원

의 부담이 어떤 일정한 수준(운전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DBA가 발생했을 때 발생될 수 있

는 증상들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운전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LOCA 발생 시 관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섯 개의 

증상들(t5부터 t10까지)은 LOCA 확인을 위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셋째로, {t2, t3, t5, t9, t10, t13, t14, t15}와 같은 여덟 개의 증상들이 C3 선택 기준에 

의해 LOCA 확인을 위한 증상들로부터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LOCA를 

진단하기 위해 운전원이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증상들이기 때문이다(그림 13 참

고). 즉, C2 선택 기준의 경우와 유사하게, LOCA 진단을 위해 이미 확인했던 증상

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 기준들의 적용 결과, {t1, t4, t11, t12}와 같은 네 개의 증상들이 LOCA 

발생 확인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상들로 고려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증상들의 의미는 “만일 LOCA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네 가지 증상들은 관찰되지 않

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운전원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 가설을 적절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t3 증상이 LOCA 확인을 위한 증상들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t3 증상과 t4 증상간의 의존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t4 증상의 단독 확인만으로는 부적절한 진단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모든 SG들의 수위가 23.5% 이하인 상황에서(t3 증상이 발생) 총 급수 유

량이 35LPS 이하일 때(t4 증상이 발생) LOAF 발생을 의심할 수 있다. 반면, SG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급수제어계통(feed water control system; FWCS)이 자동으로 

유량을 제어할 경우, LOAF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총 급수 유량은 35LPS 이

하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t4 증상만을 고려한다면 오진단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4 장 2 절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진단절차서 구성 시 증

상들 간의 ‘AND’ 및 ‘OR’ 관계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 기준들에 따라, 그림 13에 주어진 진단절차서는 LOCA 발생을 확인

하기 위한 보완적 진단 방법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림 14와 같은 상세 진단절차서



- 29 -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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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LOCA 상세진단을 위한 진단절차서 >

상세 진단절차서 구성 시 증상들 간의 의존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하기 위한 또 다른 예로서, LOAF 확인을 위한 진단절차서 구성을 들 수 있다. 

즉, 증상들 간의 의존성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 기준들인 C1, C2 및 C3를 적용할 경

우, LOAF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t1,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와 같은 16개의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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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바와 같이, 진단절차서는 운전원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수의 증상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결국 운전원

의 진단 수행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파열사고들이 {t5, t6, t7, t8}과 같은 네 개의 증상들을 공통적으로 공유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림 13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LOCA, 

SGTR 및 ESDE와 같은 DBA들을 진단하기 위해 관찰해야 하는 {t9, t10,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와 같은 증상들은 모두 {t5, t6, t7, t8}과 같은 네 개의 증상들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관찰될 경우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증

상들 간의 의존성을 고려해 볼 때, LOAF와 같은 비파열사고 발생의 확인을 위해서

는 모든 증상들을 관찰하는 대신 파열사고의 발생을 대표할 수 있는 네 개의 증상

인 {t5, t6, t7, t8}만을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LOAF 확

인을 위한 상세 진단절차서는 그림 15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과정들을 다른 DBA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경우, 모든 DBA들을 효

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절차서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참조 발전소의 경우 

LOOP의 상세 진단절차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그림 2-(b) 16단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참조 발전소에서는 LOOP

가 발생한 상황에서 LOAF나 ESDE, SGTR 및 LOCA가 동시에 발생되어도 복합사

고로 고려하는 대신 그냥 단일사고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LOOP의 상세 진단절차서는 다른 사고들의 경우처럼 단순히 LOOP 발생만을 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LOAF나 ESDE, SGTR 및 LOCA 등과 같은 다른 사고들의 발생

도 동시에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

려해 볼 때, LOOP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C1, C2, C3 및 C4의 선택 기준들을 적

용시켜서 추가적인 진단절차서를 구성하는 대신, 그림 16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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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LOAF 상세진단을 위한 진단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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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수행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LOOP
상세진단

< 그림 16. LOOP 상세진단을 위한 진단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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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제안된 방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검증 작업

제 5 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참조발전소의 진단절차서를 재구성하 고, 그림 17-(a)부터 17-(h)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보여준다.

RCS
과냉각도≥15oC 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1 계열 이상
Class 1E DC

모선 가압

SG 수위(WR)
23.5% 이상
(1대 이상)

LOAF
상세진단

가압기
압력≥135kg/cm2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LOCA
상세진단

SG로의
총 급수유량 ≥35 LPS

(1대 이상)

1대 이상
RCP 운전중

1계열 이상
Class 1E AC

모선 가압

SBO
상세진단

비정상적
SG 수위 증가, 급수 
mismatch 또는 2차측

방사선 경보 발생

SGTR
상세진단

ESDE
상세진단

SG 압력
<75kg/cm2이고 감소중 

(1대 이상)

가압기
수위≥15%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사고진단 시작

회복
절차서 수행 

예

아니오
1

2

3 4

5 6

7

8

9 11

10

LOOP
상세진단

RT
상세진단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그림 17-(a). 주(primary) 진단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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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상세진단

RT
절차서 수행

1계열 이상
Class 1E AC

모선 가압

SG 수위(WR)
23.5% 이상
(1대 이상)

1

2 3 SG로의
총 급수유량 ≥35LPS

(1대 이상)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회복
절차서 수행

< 그림 17-(b). RT의 상세 진단절차서 >

RCS
과냉각도≥15oC 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SG 수위(WR)
23.5% 이상
(1대 이상)

LOAF
상세진단

가압기
압력≥135kg/cm2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LOCA
상세진단

SG로의
총 급수유량 ≥35 LPS

(1대 이상)

비정상적
SG 수위 증가, 급수 
mismatch 또는 2차측

방사선 경보 발생

SGTR
상세진단

ESDE
상세진단

SG 압력
<75kg/cm2이고 감소중 

(1대 이상)

가압기
수위≥15%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1 2

3

4

5 7

6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LOOP
상세진단

LOOP
절차서 수행

< 그림 17-(c). LOOP의 상세 진단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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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O
상세 진단

가압기
압력≥135kg/cm2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가압기
수위≥15%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회복
절차서 수행

SBO
절차서 수행

SG 수위(WR)
23.5% 이상
(1대 이상)

SG로의
총 급수유량 ≥35LPS

(1대 이상)

1 2

3

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그림 17-(d). SBO의 상세 진단절차서 >

LOAF
상세진단

회복
절차서 수행

LOAF
절차서 수행

1 계열 이상
Class 1E AC

모선 가압

가압기
압력≥135kg/cm2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가압기
수위≥15%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1

2

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그림 17-(e). LOAF의 상세 진단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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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E
상세진단

회복-01
절차서 수행

ESDE
절차서 수행

1계열 이상
Class 1E AC

모선 가압

비정상적
SG 수위 증가, 급수 

mismatch 또는 2차측
방사선 경보 발생

SG 수위(WR)
23.5% 이상
(1대 이상)

 격납용기
방사선 ≤ 350mR/hr

이고 안정 또는
감소중

1

2 3

4

SG로의
총 급수유량 ≥ 35LPS

(1대 이상)

5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그림 17-(f). ESDE의 상세 진단절차서 >

SGTR
상세진단

No

Yes

회복
절차서 수행

SGTR
 절차서 수행

1계열 이상
Class 1E AC

모선 가압

SG 수위(WR)
23.5% 이상
(1대 이상)

 격납용기
방사선 ≤ 350mR/hr 

이고 안정 또는
감소중

SG
압력 ≥ 75kg/cm2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모든 SG )

1

2 3

4

SG로의
총 급수유량 ≥ 35LPS

(1대 이상)

5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그림 17-(g). SGTR의 상세 진단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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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
상세진단

LOCA
절차서 수행

1계열 이상
Class 1E AC

모선 가압

SG 수위(WR)
23.5% 이상
(1대 이상)

SG
압력≥75kg/cm2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모든 SG )

1

2 3 SG로의
총 급수유량 ≥35LPS

(1대 이상)

회복
절차서 수행

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그림 17-(h). LOCA의 상세 진단절차서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개정

된 진단절차서의 검증 작업이 수행되었다.

일차적인 전문가 검토: 참조발전소에 대한 운전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논리적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도

출한다.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와 기존 진단절차서에 대한 진단능력(diagnostic 

coverage) 비교: 일차적인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반 한 후 얻어진 진단절차서

는 기존 진단절차서와 동일한 진단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운전원의 진단 수행도 비교: 참조발전소를 모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사용

하여, 운전원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와 기존 진단절차서를 가지고 사고진단을 

수행했을 때 측정된 진단 수행도를 직접 비교한다.

1 절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 대한 일차적인 전문가 검토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일차적인 전문가 검토를 위해, 참조발전소의 훈련센터 교

수요원, 발전운 부원 및 운전조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발표회를 가졌다. 이러한 발

표를 통해, 실제로 진단 절차서를 사용해 본 사용자 입장에서의 사고 진단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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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리적인 문제점이나 기타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을 검토하 다. 그 결과 다음

과 같은 두 가지의 개선사항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첫째는 주 진단절차서(그림 17-(a))와 LOOP의 상세 진단절차서(그림 17-(c))에 

대한 중복성 문제이다. 즉, 참조발전소의 특성상 LOOP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상

들 뿐 아니라 다른 사고들의 발생여부 까지 확인한 후에야 LOOP 발생을 확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 진단절차서와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결국 운전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증상들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RT(일반 원자로 정지)의 상세 진단절차서(그림 17-(b))의 목적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조발전소의 경우를 예로 들면(그림 2-(a) 및 2-(b) 참고), 

RT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발전소 증상들(SG 수위, 가압기 압력 및 수

위 등)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전기능의 만족여부 까지 확인한 후에 RT 

절차서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림 2-(b)의 14단계 참고). 이는 사고 진단 중

에 특별한 증상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RT로 진입하는 개념이 아니라, 발전

소 정지 후의 증상들이 정상적인 발전소 정지 상황에서 예측되는 증상들과 모두 일

치할 경우에만 RT로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정된 진단절차서도 안

전기능의 만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RT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두 가지 지적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변경사항들

을 고려하 고, 이에 따라 주 진단절차서는 그림 18과 같이 수정되었다. 또한 RT 

및 LOOP 상세 진단절차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SBO, LOAF, ESDE, SGTR 및 

LOCA를 위한 5개의 상세 진단절차서만 남게 되었다. 

변경1) LOOP의 상세 진단절차서는 주 진단절차서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LOOP의 상세 진단절차서를 제공하기 위한 “LOOP 상세진단” 

부분을 제거하는 대신, “LOOP 고려”로 대치한다. 즉, 기존 진단절차서와 

유사하게 “LOOP 고려” 개념을 도입하여, 진단의 말미에 LOOP가 고려되

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변경2) RT의 상세 진단절차서를 없애는 대신, RT 진입 전에 모든 안전기능의 만

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즉, 안전기능의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SFSC(safety function status check) 절차서에는 이미 진단절차서에 포함

된 모든 종류의 증상들을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안전기

능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상 RT의 상세 진단절차서를 제공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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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과냉각도≥15oC 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진단 중
LOOP 고려
(4단계 참고)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1 계열 이상
Class 1E DC

모선 가압

SG 수위(WR)
23.5% 이상
(1대 이상)

LOAF
상세진단

가압기
압력≥135kg/cm2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LOCA
상세진단

SG로의
총 급수유량 ≥35LPS

(1대 이상)

1대 이상
RCP 운전중

1계열 이상
Class 1E AC

모선 가압

SBO
상세진단

비정상적
SG 수위 증가, 급수 
mismatch 또는 2차측

방사선 경보 발생

SGTR
상세진단)

ESDE
상세진단

SG 압력
<75kg/cm2이고 감소중 

(1대 이상)

가압기
수위≥15%이고

안정 또는 증가중

모든
판정기준 만족

LOOP
절차서 수행

RT
절차서 수행

회복
절차서 수행 

사고진단 시작

회복
절차서 수행 

예

아니오

LOOP 고려

1

2

3 4

5 6

7

8

9 11

10

12 13

변경1)을 반영

변경1)을 반영

변경2)를
반영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그림 18. 전문가의 지적 사항들을 반 하여 수정한 주 진단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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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와 기존 진단절차서에 대한 진단능

력 비교

진단절차서 구성을 위해 제안된 방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작업으로서, 

개선된 진단절차서와 기존 진단절차서의 진단능력(각각의 사고를 진단하기 위해 고

려하는 증상들의 종류)에 대한 비교작업이 수행되었다. 즉, 5장 1절에서 설명된 바

와 같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얻기 위해 사용한 증상-고장행렬(그림 8)은 기존 

진단절차서 구성을 위해 사용한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재구

성된 진단절차서와 기존 진단절차서의 진단능력이 동일하다면, 진단절차서를 재구

성하기 위해 적용된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 대해 각각의 사고를 진단하

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증상들을 정리하 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사고 진단을 위해 기존 진단절차서에서 

고려한 증상들의 대부분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서도 동일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SBO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모

두 10개의 발전소 증상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경로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a), 그림 2-(b), 그림 18 및 그림 17-(d) 참고). 

하지만, 기존 진단절차서에서 고려된 몇 몇 증상들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서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표 8의 짙게 표시된 부분 참고),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진

단능력이 기존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상세한 고

찰이 필요하다.

첫째로 C-1E AC 버스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RT 진단의 경우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는 기존 진단절차서와는 달리 “C-1E AC 

버스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RT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구성을 위해 적용한 시험순서 결정기법의 특징 때문이다. 즉, 

시험순서 적용기법의 목적은 ”다양한 고장상태들을 효과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는 

최적의 시험순서 결정”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시험들(즉, 증상들)을 최소화하는 특징

이 있고, 이는 기존 진단절차서와 같이 RCP 운전여부와 RCP 구동 전원의 제공 여

부를 결정하는 C-1E AC 버스 상태를 중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SGTR 진단을 위한 격납용기 압력 및 방사선 관련 증상들의 처리이다. 

표 8에 의하면, SGTR 진단을 위해 기존 진단절차서에서는 격납용기 압력 관련 증

상들을 고려한 반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서는 격납용기 방사선 관련 증상들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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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엄 하게 말하자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는 

격납용기 방사선 및 압력 관련 증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SGTR 진단을 할 수 있도

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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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 대한 진단능력 비교 결과 >

증상 
RT LOOP SBO LOAF LOCA SGTR ESDE

A1 B2 A B A B A B A B A B A B

1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관련 증상들의 만족 여부 3

2 C-1E DC 버스 가압 여부

3 C-1E AC 버스 가압 여부

4 RCP 운전․정지 여부

5 SG 수위 설정치 만족 여부

6 총 급수 유량 설정치 만족 여부

7 가압기 압력 설정치 만족 여부

8 가압기 압력 추이 증가․감소 여부

9 가압기 수위 설정치 만족 여부

10 가압기 수위 추이 증가․감소 여부

11 RCS 과냉각도 설정치 만족 여부
4

12 RCS 과냉각도 추이 증가․감소 여부

13 SG 압력 설정치 만족 여부

14 SG 압력 추이 증가․감소 여부

15 이차측 방사선 경보 발생 여부

16 SG 사이의 feed flow 및 level mismatch 발생 여부

17 격납용기 압력 설정치 만족 여부

18 격납용기 압력 추이 증가․감소 여부

19 격납용기 방사선 설정치 만족 여부

20 격납용기 방사선 추이 증가․감소 여부
1
A: 기존 진단절차서, 

2
B: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3
: 사고 진단을 위해 고려됨, 

4
: 사고 진단 시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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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복되는 증상들의 수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의미(격납용기 내부의 파열)를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모두 확인하는 

것 보다는, 파열사고를 의미를 보다 잘 대표하는 증상으로 생각되는 방사선 관련 

증상만을 확인하여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 격납용기 압력 관련 증상들

을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격납용기 압력 및 방사선 관련 증상들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LOCA 

및 ESDE 진단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LOCA 및 ESDE 진단에 있어

서 격납용기 압력 및 방사선 관련 증상들은 사고의 발생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증

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서는 처음부터 진단에 필요한 증상

으로 고려하지 않았다(표 7의 C1 선택 기준 참고). 또한, 기존 진단절차서에서도 격

납용기 압력 및 방사선 관련 증상들은 모두 LOCA 및 ESDE가 격납용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되었는지를 구분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즉, 그림 2-(a)의 6단계에

서 10단계를 보면 이러한 증상들 없이도 LOCA 및 ESDE가 진단될 수 있도록 구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서 고려하지 않더라도 LOCA 및 

ESDE 진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설명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결국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는 기존 진단

절차서에서 각각의 사고를 진단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증상들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진단절차서를 재구성하기 위해 적용된 방법이 적합

하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적절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

다고 판단된다.

3 절 운전원 진단 수행도 비교

진단절차서 구성을 위해 제안된 방법의 적합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와 기존 진단절차서를 가지고 사고 진단을 수행했을 때의 진단 

수행도를 직접 비교하 다. 

1. 실험 배경

운전원이 동일한 진단능력을 갖는 두 가지 종류의 진단절차서(즉 기존 및 재구성

된 진단절차서)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진단할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 측정될 수 있

는 진단 수행도 자료들을 비교한다. 이때, 만일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의 진단 수행도가 기존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경우와 유사하거나 향상되었다면, 

진단절차서를 재구성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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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참조발전소를 모의할 수 있는 full-scope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가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참조발전소의 발전운 부 소속 발전과장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진단

절차서를 직접 사용하여 사고를 진단하도록 하 다. 이때, 사고 진단 완료시점까지

의 모든 대화내용 및 행동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분석 및 사고 진단을 완료한 

후 발전과장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들의 결과를 분석하여 진단 수행도 자료

를 추출하 다. 또한 제 3자적인 입장에서의 진단 수행도 비교를 위해, 운전원들이 

사고를 진단하는 모든 과정을 운전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관찰한 후 자신들이 느

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후 이들을 비교․분석하 다. 실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가. 실험 참여자 

참조발전소 발전운 부 소속의 12개 운전조(operating crew)가 실험에 참가하

다. 일반적으로 1개 운전조는 다양한 보직을 가지는 7-8명의 운전원들로 구성되지

만, 본 실험은 사고 진단에 국한되고, 현장 사정상 한꺼번에 많은 운전원들을 실험

에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운전원들인 발전과장(senior 

reactor operator; SRO), 원자로운전원(reactor operator; RO), 터빈운전원(turbine 

operator; TO) 및 전기운전원(electrical operator; EO)의 4명으로 실험을 위한 운전

조를 구성하 다.

나. 실험 설계(experimental design) 및 절차(procedure)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실험의 목적은 운전원들이 두 가지의 진단절차서

를 가지고 사고를 진단할 때의 수행도 비교이다. 따라서 “진단절차서”와 “진단해야 

하는 사고”를 실험 요인(factor)으로 선정하 고, 두 가지 종류의 진단절차서와 여섯 

가지의 사고(5개의 단일사고 및 1개의 복합사고)가 각각의 실험요인에 대한 수준

(level)으로 고려되었다. 표 9는 여섯 가지 사고들의 종류 및 초기조건들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각각의 운전조는 총 4회의 진단을 수행하는데, 2회는 기존 진단절차서를 사용하고 

나머지 2회는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하여 진단을 수행하도록 실험을 설계하

다. 여기에서, 사용해야 하는 진단절차서의 종류 및 진단해야 하는 사고의 종류는 

무선배치(random assignment)되고 또한 4회의 진단 순서 역시 무선처리(random 

treatment within subjects)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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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사고의 종류 및 초기조건 >

사고 종류 초기조건

LOCA 가압기 PSV, 10% 개방

SGTR SG 2번 세관, 5% 파열

ESDE 격납용기 내부 주증기관, 30% 파열

LOAF COP가 모두 정지된 상황 하에서 보조급수 상실

SBO LOOP 상황 하에서 SBO 발생

복합사고
ESDE (SG 1번, MSSV 100% 개방) 및 

SGTR (SG 2번 세관, 5% 파열)이 동시 발생

운전조가 진단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운전조원들 간의 대화내용이나 행동들

은 모두 비디오테이프로 녹화하 다. 또한 참조발전소의 운전경험이 10년 이상인 2

인의 전문가들이 진단을 수행하는 도중 관찰된 모든 종류의 특기사항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 다.

총 4회의 진단을 수행한 후, 각 운전조의 발전과장을 대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첫 번째는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직관

적으로 느낀 진단 난이도(diagnostic difficulty)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하

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알려진 주관적 직무부하(subjective task load) 평가방법들 

중 하나인 NASA-TLX(task load index) 방법을 써서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

서를 사용했을 때 발전과장이 느낀 진단관련 직무부하를 정량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다. 표 10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운전조별로 실시된 실험 내용을 정리

하여 보여준다.

여기에서, 비록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구조는 기존 진단절차서와 상이하기는 하

지만, 6장 2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표 8 참고),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 포함된 증

상들이 기존 진단절차서의 것들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사

용에 대한 사전교육은 따로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표10에서 짙게 표시된 10번째 

실험의 경우는, 실험과정을 녹화하기 위한 기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녹화 테이프

를 얻지 못하고 발전과장의 설문조사 결과만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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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운전조 별 실험 내용 >

운전조
사고

진단 순서

사용한 

진단절차서
운전조

사고

진단 순서

사용한 

진단절차서

1

복합사고 기존

7

LOCA 기존

LOAF 재구성 SGTR 재구성

ESDE 재구성 LOAF 기존

SBO 기존 SBO 재구성

발전과장 설문조사 발전과장 설문조사

2

ESDE 재구성

8

ESDE 기존

복합사고 기존 LOCA 재구성

LOAF 재구성 복합사고 재구성

SBO 기존 SGTR 기존

발전과장 설문조사 발전과장 설문조사

3

SBO 재구성

9

SGTR 기존

LOCA 기존 SBO 재구성

SGTR 기존 ESDE 기존

복합사고 재구성 LOCA 재구성

발전과장 설문조사 발전과장 설문조사

4

복합사고 재구성

10

LOAF 기존

LOCA 기존 SGTR 재구성

SGTR 재구성 LOCA 재구성

LOAF 기존 ESDE 기존

발전과장 설문조사 발전과장 설문조사

5

LOAF 재구성

11

LOCA 재구성

복합사고 기존 SGTR 기존

SBO 기존 복합사고 재구성

ESDE 재구성 ESDE 기존

발전과장 설문조사 발전과장 설문조사

6

SGTR 재구성

12

SBO 기존

LOAF 기존 LOAF 재구성

LOCA 기존 복합사고 기존

SBO 재구성 ESDE 재구성

발전과장 설문조사 발전과장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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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표 10과 같은 실험을 통해 얻어진 진단 수행도 자료들은 표 1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표 11. 실험을 통해 얻어진 진단 수행도 자료들의 종류 >

취득 방법 진단 수행도 자료

객관적 

평가자료

참조발전소의 

full-scope 

시뮬레이터 사용

진단 시간(diagnostic time)

진단 정확도(diagnostic accuracy)

주관적 

평가자료

발전과장의 

주관적 평가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수행 시, 

발전과장이 느끼는 주관적 진단 난이도

NASA-TLX 평가를 통한 직무부하 비

교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 시, 제 

3자적 입장에서 관찰된 장․단점들

가. 진단시간 및 진단 정확도

전형적인 진단 수행도 자료인 진단 정확도와 진단 시간을 얻기 위해, 실험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들에 대해 상세한 protocol 분석 및 time-line 분석을 수행하

다(각 분석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26] 및 [77] 참고). 여기에서, 

진단 정확도 및 진단 시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진단 정확도: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모의한 사고와 발전과장이 진단절차서를 

수행을 통해 얻어진 진단 결과의 일치성.

진단 시간: 원자로 정지 후, 발전과장이 사고 진단을 위해 진단절차서 수행

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시점부터 진단절차서 수행을 완료한 후 

어떤 사고로 진단되었는지를 선언하는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

표 12 및 13은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진단정확도 

및 진단시간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여기에서, 표 12 및 표 13의 “Missing” 부

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디오 녹화자료의 취득 실패로 인해 정량적인 진단 

수행도 결과를 얻지 못한 부분을 의미한다. 

우선,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경우, 각각 4회 및 2회에 걸쳐 발전과장이 시뮬레이터에서 모의된 사고와 다른 사

고를 진단결과로 선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ESDE 사고를 모의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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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한 발전과장 중 한명은 그림 18의 10번 단계인 “SG 압

력이 75kg/cm
2
 이하이고 감소 중(1대 이상)?”을 “모든 SG 압력이 75kg/cm

2
 이하이

고 감소 중?”으로 잘못 인식하여 부적절한 진단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LOCA를 진단한 발전과장 중 한명은 PSV 개방으로 인한 가압기 압력의 급격

한 감소 및 가압기 수위의 급격한 증가 상황 하에서, 가압기 수위의 증가에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부적절한 진단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전체

적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기존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보다 재구성된 진단절차

서를 사용할 경우 진단 정확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12.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 대한 진단 정확도 비교 >

ESDE LOAF LOCA 복합사고 SBO SGTR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

다른 결과

다른 결과 Missing Missing

총계 1 0 1 0 0 0

기존

진단절차서

사용

다른 결과 다른 결과 다른 결과

Missing Missing 다른 결과

총계 0 1 1 2 0 0

< 표 13.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 대한 진단 시간 비교(초) >

ESDE LOAF LOCA 복합사고 SBO SGTR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

101 63 52 99 135 92

115 80 201 150 140 177

123 114 384 160 152 225

254 117 Missing 250 154 Missing

평균 148.25 93.50 212.33 164.75 145.25 164.67

기존

진단절차서

사용

123 43 112 52 68 151

128 84 137 101 80 178

301 139 221 191 115 198

Missing Missing 316 319 159 277

평균 184.00 88.67 196.50 165.75 105.50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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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단 정확도의 증가와는 달리, 표 13에서 제시된 각 사고 및 진단절차서 

종류에 따른 평균 진단시간을 직접 비교한 결과인 그림 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단 시간 측면에서는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표 13에 정리된 자료를 통계적인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표 14는 이러한 관찰결과를 보다 구체적

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ESDE LOAF LOCA 복합사고 SBO SG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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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

 기존 진단절차서 사용

평
균

 진
단

 시
간

 (
s
e
c
)

모의된 사고

< 그림 19. 각 사고 및 진단절차서 종류에 따른 평균 진단 시간 비교 >

< 표 14. 평균 진단 시간의 ANOVA 결과 >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값 p 값 F 기각치
1

사고의 종류 16807.83 5 3361.57 7.59 0.02 5.05

절차서의 종류 13.37741 1 13.38 0.03 0.87 6.61

잔차 2213.078 5 442.62

계 19034.29 11

1F 기각치는 5%의 유의수준을 고려했을 때의 F 값이다.

그림 19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전원의 평균 진단 시간은 사고

의 종류별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사고의 경우는 기존 또는 재구성

된 진단절차서의 사용에 대한 평균 진단 시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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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표 14의 결과를 통해 통계적인 입장에서 확인될 수 있다. 즉, 평균 진단 시간

에 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의 변동의 요인인 “사고의 종류” 및 “절차서의 종류”

에 대해, 평균 진단 시간의 변화는 “사고의 종류”에 어느 정도 향을 받고 있지만

(F 값이 F 기각치 이상), “절차서의 종류”에는 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F 값이 F 

기각치 이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량적인 진단 수행도 자료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운전원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 진단 시간은 별 차이가 없는 대신 진단 정확도 측면에서

는 향상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 주관적인 진단 난이도의 쌍대비교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진단 수행도 비교를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진단

절차서를 사용하여 진단을 수행하는 중에 발전과장이 느끼는 주관적 진단난이도를 

직접 비교하 다. 즉, 앞의 “실험설계 및 절차”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발전

과장은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하여 총 4회의 진단을 수행하도록 실험

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모의된 사고들의 종류는 틀리지만, 발전과장의 입

장에서 어떤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진단 난이도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를 주

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모든 실험이 끝난 후 발전과장에게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

차서를 사용했을 때 주관적으로 느낀 진단 난이도를 0점부터 100점 척도 사이에서 

쌍대비교를 하도록 요청하 다. 그림 20은 쌍대비교를 위해 발전과장에게 제시된 

설문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표 15는 각 운전조의 발전과장이 평가한 주관적 진단 

난이도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지금까지  사고진단을 위해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 직접  느껴

지거나 생각된 사고  진단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절차서

사용

10 30 50 70 90 1000 20 40 60 80

진단이
매우 어려움

진단이
매우 쉬움

재구성된

절차서

사용

10 30 50 70 90 1000 20 40 60 80

진단이
매우 어려움

진단이
매우 쉬움

< 그림 20. 진단 난이도의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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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발전과장들은 기존 진단절차서를 사용

하여 진단을 수행하는 것 보다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하여 진단을 수행할 경

우 용이한 진단이 가능했다고 답하 다(평균 진단 난이도가 53.8점에서 31.7점으로 

약 41% 정도 감소). 이러한 사실은 표 15의 자료를 사용하여 얻어진 표 16의 

ANOVA 결과를 통해서 통계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 표 15. 각 운전조별 발전과장의 주관적 진단 난이도 평가결과 >

발전과장 기존 진단절차서 사용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

1 60 40

2 60 40

3 60 40

4 10 20

5 70 20

6 60 30

7 30 30

8 90 20

9 70 30

10 70 40

11 70 40

12 50 30

평균 53.8 31.7

< 표 16. 발전과장의 주관적 진단 난이도 평가결과에 대한 ANOVA 결과 >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값 p 값 F 기각치
1

평가자의 주관성 3100.00 11 281.82 1.27 0.35 2.82

절차서의 종류 4266.67 1 4266.67 19.29 1.08․10
-3

4.84

잔차 2433.33 11 221.21

계 9800.00 23
1
F 기각치는 5%의 유의수준을 고려했을 때의 F 값이다.

표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전과장이 평가한 주관적 진단 난이도의 결과

에 향을 줄 수 있는 인자는 크게 평가자(발전과장)의 다양한 능력 또는 경험 등

으로 인한 주관성(예를 들어 같은 직무라도 능력 및 경험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어떤 사람은 쉽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매우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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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단을 위해 사용한 진단절차서의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관적 

진단 난이도의 평가 결과는 “평가자의 주관성”에 의해 향을 받기 보다는(F 값이 

F 기각치 이하) “절차서의 종류”에 따라 매우 큰 향을 받는다(F 값이 F 기각치의  

약 4배 정도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과장의 주관적인 진단 난이도 평가결과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재구

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 진단 난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진단 수행도의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 NASA-TLX 기법을 적용한 발전과장의 진단관련 직무부하 평가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진단 수행도 비교를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 운전

원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직무부하(task load)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인 

NASA-TLX 기법을 적용하여, 발전과장이 느끼는 진단관련 직무부하를 비교하

다. 

NASA-TLX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직무부하 정량화를 위해 개발한 기법으로 [78], 

직무부하 정량화를 위해 상당히 유용하며 보다 구체적인 결과(즉 “어떤 원인으로 

인해 직무부하가 증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해석 결과를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79-83].

NASA-TLX 기법을 사용하여 직무부하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표 17에 정리된 

여섯 가지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운전원의 평가값(rating)과 가중치(weighting)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 후, 각각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합계를 주어진 직무

에 대한 직무부하로 고려하게 된다. 

이때, 가중치 합계는 0점부터 100점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또한 NASA-TLX 

기법을 사용하여 직무부하를 정량화 할 때 운전원에게 할당되는 설문의 양이 너무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동일하게 

고려하는 대안적인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84]. 

이러한 특징들을 놓고 볼 때, 비록 발전과장들이 수행해야 하는 설문의 양이 증가

하는 단점이 있지만,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하여 진단을 수행하는 발

전과장들을 대상으로 NASA-TLX 기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기대

할 수 있다.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과 관련된 직무부하를 이미 다양한 분야에

서 적합성이 입증된 기법에 따라 정량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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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관련 직무부하의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진단관련 직

무부하가 향을 받는지를 도출해 낼 수 있다. 

< 표 17. NASA-TLX 기법에 포함된 여섯 가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의미

Mental demand

(정신적 요구량)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사고(thinking), 의사결정

(deciding), 검색(searching), 계산(calculating) 및 기억

(remembering)등과 같은 정신적·인지적인 활동이 얼마나 많

이 요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Temporal demand

(시간적 요구량)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압력(time 

pressure)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Effort

(노력)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

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입했다고 생각하십니

까?

Frustration

(당혹감)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혼란감, 곤혹감 및 스트레스 등을 

얼마나 많이 또는 자주 경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Performance

(효율)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를 얼마나 효율적 또는 효과

적으로 완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Physical demand

(육체적 요구량)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기(pushing), 당기기(pulling) 

및 돌리기(turning) 등과 같은 육체적인 활동이 얼마나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NASA-TLX 기법을 사용하여 진단관련 직무부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육체적 요구량” 항목이다. 그림 2-(a) 및 2-(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발전과장은 육체적인 활동(예를 들어 스위치 조작 등) 대신 여러 가지 증상들의 

취합 및 판단 등을 통해 진단절차서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진단관련 직무부하 평

가에 있어서 “육체적 요구량” 항목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부 평가항목에서 제

외하는 것이 직무의 특성상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육체적 요구량” 항

목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단관련 직무부하 평가를 수행하 다.

둘째는 “효율” 항목이다. 표 16의 정의에 의하면, “효율”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발전과장에게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발생된 사고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 또는 효과적으로 진단을 완료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형태로 질

문을 해야 한다. 이때, 이러한 질문 내용은 앞에서 고려된 주관적인 진단 난이도 평

가를 위한 질문의 내용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운전원에게 할당되는 설문

의 양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발전과장에게 따로 질문하는 대신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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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진단 난이도 평가결과를 “효율” 항목에 대한 평가값으로 사용하 다. 

셋째, 역시 발전과장에게 할당되는 설문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과장들에게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얻기 위한 설문을 하는 대신, 모든 가중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진단관련 직무부하를 계산하 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 하여 얻어진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값과 이들을 사용해 계산

된 진단관련 직무부하는 표 18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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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값 및 진단관련 직무부하 계산 결과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값 진단관련 직무부하 계산 결과

발전과장
정신적 요구량 시간적 요구량 노력 당혹감 효율

기존 재구성
기존

1
재구성

2
기존 재구성 기존 재구성 기존 재구성 기존 재구성

1 70 40 60 40 70 35 70 40 60 40 66.0
3

39.0

2 80 65 80 60 90 70 90 80 60 40 80.0 63.0

3 80 30 60 40 50 50 70 40 60 40 64.0 40.0

4 70 60 50 40 60 50 60 40 10 20 50.0 42.0

5 75 40 50 50 70 40 80 30 70 20 69.0 36.0

6 70 30 70 30 80 30 90 30 60 30 74.0 30.0

7 80 30 75 30 70 30 60 30 30 30 63.0 30.0

8 90 60 70 40 80 60 90 40 90 20 84.0 44.0

9 80 60 80 60 80 70 70 60 70 30 76.0 56.0

10 80 50 70 40 80 30 80 40 70 40 76.0 40.0

11 70 40 50 50 70 30 60 30 70 40 64.0 38.0

12 80 40 70 50 60 50 80 40 50 30 68.0 42.0

평균 77.1 45.4 65.4 44.2 71.7 45.4 75.0 41.7 58.3 31.7 69.5 41.7

1. “기존”은 기존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발전과장의 평가결과를 의미한다.

2. “재구성”은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발전과장의 평가결과를 의미한다.

3. 직무부하는 세부 평가항목별로 동일한 가중치(즉, 1/5 = 0.2)를 가정하여 계산하 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발전과장이 기

존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느낀 진단관련 직무부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0.66
5

330)60
5
1()70

5
1()70

5
1()60

5
1()70

5
1( ==⋅+⋅+⋅+⋅+⋅=직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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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의 결과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발전과장이 느끼는 진단관련 직무부하가 기존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평균 40%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다(69.5에서 41.7로 감소). 여기에서, 이러한 진단관

련 직무부하의 평균값 감소는 발전과장들의 주관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용한 

진단절차서의 종류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진단관련 직무부하 평가값에 대한 

ANOVA 결과를 통해(표 19) 통계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 표 19. 발전과장이 느끼는 진단관련 직무부하 평균값에 대한 ANOVA 결과 >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값 p 값 F 기각치
1

평가자의 주관성 1357.83 11 123.44 2.42 0.08 2.82

절차서의 종류 4648.17 1 4648.17 91.00 1.18․10
-6

4.84

잔차 561.83 11 51.08

계 6567.83 23
1
F 기각치는 5%의 유의수준을 고려했을 때의 F 값이다.

표 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전과장이 느끼는 진단관련 직무부하에 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크게 평가자(발전과장)의 주관성 및 진단절차서의 종류로 분류

할 경우, F 값이 F 기각치 이하이므로 발전과장의 주관성에 의한 진단관련 직무부

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발전과장이 느끼

는 진단관련 직무부하는 절차서의 종류에 따라 매우 크게 향을 받는다고 분석되

었다(F 값이 F 기각치의 19배 가까이 되기 때문). 이는 “사용한 진단절차서의 종류

에 따라 진단관련 직무부하가 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발전과장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관찰된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 

시 진단관련 직무부하가 감소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음을 뒷

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NASA-TLX 기법을 사용하여 얻어진 진단관련 직무부하의 평가결과를 놓

고 생각해 볼 때,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 진단관련 직무부하가 감소

하기 때문에 진단 수행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 전문가 관찰 결과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진단 수행도 비교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전문

가들이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관찰한 결과들을 비교하 다. 이를 위해 발전과장이 

사고를 진단하는 모든 과정을 참조발전소의 운전경험이 10년 이상인 2인의 전문가

들이 관찰하도록 하 다. 관찰에 참가한 인원은 총 9명으로, 이들 중 7명은 참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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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훈련센터 교수들이고 나머지 2명은 참조발전소 발전부의 부장들이었다. 전

문가들이 관찰 도중 느낀 문제점이나 기타 특기사항 등들은 자유로운 형태로 기술

되었고, 실험이 끝난 후 취합․정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관찰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들 중, 기존 및 재구

성된 진단절차서의 적합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관찰결과들은 표 20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 표 20.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수행에 대한 전문가 관찰 결과 >

기존 진단절차서 사용 시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 시

1
사고 진단을 위한 진행 절차가 산만

하여 정리가 안 됨.

사고 진단을 위한 진행 절차가 대체

로 단순 명료함. 

2

절차 진행 도중 특정사고 증상이 관

찰되어도 고려만 할 뿐, 진단절차서

를 끝까지 계속 수행해야 하기 때문

에 발전과장의 기억 또는 기록에 의

존하여 진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

단해야 함.

절차 진행 도중 특정사고 징후가 있

으면 먼저 해당 사고로 진행시킨 후 

상세 진단에서 복합사고 여부를 확

인하기 때문에 기억 또는 기록을 위

한 발전과장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

요하지 않음.

3

기 관찰된 증상들에 대한 기억의 부

담으로 인해 예단(미리 판단)하여 상

황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기

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인 듯.

기 관찰된 증상들에 대한 기억 부담

이 적고 판단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

기 때문에 발전과장의 기억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진단절차서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

들은 사고 진단을 위한 진행 절차가 산만하고, 발전과장이 발생․관찰된 증상들을 

기억한 상태에서 진단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억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즉, 예단과 같이 기억 부담을 줄일 수는 있

지만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상황 판단의 가능성이 있는 heuristic)들을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발전과장의 진단 수행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는 오진단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경우는 사고 진단을 위한 진행절차가 비교적 단순할 

뿐 아니라 발전과장이 발생․관찰된 증상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하지 않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진단 수행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되

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관찰결과들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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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경우 발전과장의 진단 수행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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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토의 및 결론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체계 하에서 진단절차서를 구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또한, 제안된 방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참조발전

소에서 사용되는 진단절차서를 재구성한 후,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다양

한 관점에서 비교․평가하 다. 표 21은 수행된 검증작업들과 이들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 표 21.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검증방법 및 그 결과 >

검증 방법 결과

기존 및 개정된 

진단절차서에 포함된 

증상들의 비교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진단능력은 동일하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 및 

진단 시간 비교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 진단 시간은 

별 차이가 없는 대신 진단 정확도 측면에서는 향상

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발전과장의 

주관적인 진단 

난이도 비교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 진단 난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진단 수행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NASA-TLX를 

사용한 발전과장의 

진단관련 직무부하 

비교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 진단관련 직무

부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진단 수행도의 향상을 기

대할 수 있다.

전문가

관찰 결과의 비교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 사고 진단을 

위한 진행절차가 비교적 단순할 뿐 아니라 발전과

장이 발생․관찰된 증상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가적

인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진단 수행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평가 결과들은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은 진단 수행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시하고 있

다. 하지만, 보다 신중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발전과장의 주관적 평가 방법 

및 취득된 자료의 적합성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발전과장이 모든 실험을 끝낸 상태에서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

용했을 때 느낀 주관적 평가결과가 편향(bias)된 값이냐 하는 것이다.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전과장이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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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단 난이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

해서 각각 2회의 사고 진단을 수행한 후 주관적 진단 난이도 및 NASA-TLX 평가

를 위한 설문을 수행하 다. 이는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 대한 주관적 평

가 값들이 발전과장의 기억에 의존하여 결정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실

험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순서효과(order effect)가 발생될 가

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진단 난이도 평가의 경우, 발전과장들이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2회씩 사용해 본 후 자신이 “전반적으로 느낀” 난이도를 정량화 하는 

것이 설문의 목적이었지만, 순서효과가 포함될 경우 “국부적으로 느낀” 난이도를 정

량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 시 진단 수행도

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관적 평가를 통해 확인하려면, 발전과장들의 주관적인 

평가결과들은 순서효과에 의해 큰 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

다.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순서효과는 그리 큰 향을 주

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85]. 즉, 다양한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난이도를 갖는 2개의 직무의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NASA-TLX 평가를 

수행해 본 결과, 운전원들은 어려운 또는 쉬운 직무를 타당한 수준에서 정량화한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2개의 직무에 대해 수행된 실험에서 얻

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발전과장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결과들은 순서효

과에 큰 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NASA-TLX 방법의 적용 시 총 6개의 질문 항목들 중 진단절차서의 수행 

특성상 “육체적 요구량” 항목은 제외시킨 상태에서 진단관련 직무부하를 평가했는

데, 이런 방법을 통해 적절한 직무부하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즉, “육체적 요구량” 항목 없이 평가한 결과가 “직무부하”라는 측면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가 발전과장의 진단관

련 직무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NASA-TLX의 6가지 항목들 중 “육체적 요구량” 항목이 없는 경우

라도 평가자가 느끼는 직무부하를 적절히 정량화 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86].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육체적 요구량”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도 진단관련 직무부하는 적절히 정량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NASA-TLX 결과값의 정량화 시, 모든 가중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

서 계산된 결과값들의 적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결과값들이 발전과장이 느끼는 진단관련 직무부하를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

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가 발전과장의 진단관련 직무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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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NASA-TLX 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가중치

를 적용해서 정량화한 결과값들을 사용해도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직무부하

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음이 기존 연구결과들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84], 본 연

구에서 얻어진 NASA-TLX 평가값들은 모두 의미 있는 자료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단 난이도 비교 및 NASA-TLX 방법을 사용하여 진단관련 직무부

하를 정량화 할 때, 발전과장들의 주관적인 평가값들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진단 난이도의 평가값들은 단일 항목에 대한 비

교결과일 뿐 아니라 NASA-TLX 방법의 적용을 위한 세부 평가항목값(즉, 효율)으

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NASA-TLX 관련 세부 평가항목값에 대한 신뢰도만 고려

하 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평가를 위해 NASA-TLX 방법을 

사용하여 발전과장이 느끼는 주관적인 진단관련 직무부하를 비교하 고, 그 결과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 진단수행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발전과장들의 주관적 평가값

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발전과장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 결과들은 개인성격, 교육수준 및 경력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인

자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값들에 대한 신뢰도의 확인 없

이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관적으로 얻어진 평가 결과들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위한 방법들 중 하나로서,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해 얻어진 주관적인 평가값들 사이의 일치성(agreement)을 정

량화 할 수 있는 급내상관계수 (intra class correlation; ICC)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87, 88]. 급내상관계수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 22에 정리된 

것과 같이, 동일한 세 가지의 평가항목에 대해 임의로 가정된 두 가지 종류의 전문

가 평가결과를 고려해 보자.

< 표 22. 임의로 가정된 두 가지 종류의 전문가 평가 결과 >

Group1 Group2

평가항목 전문가 E1 전문가 E2 전문가 E3 전문가 E4

C1 10 20 10 70

C2 20 30 20 80

C3 30 40 30 90

표 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평가항목 C1, C2 및 C3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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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group에 속한 전문가들(E1, E2, E3 및 E4)의 주관적 평가값들은 다음과 같은 특

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Group1 및 Group2에 포함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값들은 모두 유사한 평가경

향(즉, 평가항목 C1이 가장 낮고, C2는 중간이며 C3이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을 보여준다.

Group1에 포함된 전문가 E1 및 E2는 동일한 평가항목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이는 주관적 평가값들을 제시하 다.

Group2에 포함된 전문가 E3 및 E4는 동일한 평가항목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주관적 평가값들을 제시하 다.

이러한 전문가 평가값들을 놓고 볼 때, 비록 모든 주관적 평가값들이 유사한 평가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Group1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평가값들이 Group2에 포함

된 전문가들의 값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즉, Group2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평가값들은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에 있어서 개인성격, 

교육수준 및 경력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한 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 되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ICC 분석은 전문가들의 주관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값들 사이의 불일치

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서, ICC 값이 1이면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해 

완전히 똑같은 주관적 평가결과가 얻어졌다는 것이고(perfect agreement), 0에 가까

워질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주관적 평가값들이 얻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ICC 값이 0 이하이면 평가값들 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

는 자료들이 얻어졌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NASA-TLX에 포함된 세부 평가항목들에 대한 ICC 

분석을 수행하 다. 표 23 및 24는 각각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수행 후 발

전과장들이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표 25 및 26은 이들에 

대해 얻어진 ICC 값들을 보여준다 (상세 계산 방법은 참고문헌 [87]과 [88]을 참조).

표 25 및 2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및 진단절차서 수행과 관련하여 얻

어진 NASA-TLX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값에 대한 ICC 계산 결과가 모두 0 이상이

기 때문에, 일치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주관적 평가값들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는 발전과장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얻어진 NASA-TLX 결과값들은 신뢰성이 있

는 자료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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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기존 진단절차서 수행 후 발전과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NASA-TLX 

세부 평가항목별 결과값 >

세부 평가항목

(rating items)

발전과장별 평가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신적 요구량 70 80 80 70 75 70 80 90 80 80 70 80

시간적 요구량 60 80 60 50 50 70 75 70 80 70 50 70

노력 70 90 50 60 70 80 70 80 80 80 70 60

당혹감 70 90 70 60 80 90 60 90 70 80 60 80

효율 60 60 60 10 70 60 30 90 70 70 70 50

< 표 24.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수행 후 발전과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NASA-TLX 세부 평가항목별 결과값 >

세부 평가항목

(rating items)

발전과장별 평가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신적 요구량 40 65 30 60 40 30 30 60 60 50 40 40

시간적 요구량 40 60 40 40 50 30 30 40 60 40 50 50

노력 35 70 50 50 40 30 30 60 70 30 30 50

당혹감 40 80 40 40 30 30 30 40 60 40 30 40

효율 40 40 40 20 20 30 30 20 30 40 40 30

< 표 25. 기존 진단절차서 수행과 관련된 ICC 계산 결과 >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Between rating items 7620.00 3 2540.00

Within rating items 9429.17 44 214.30

계 17049.17 47

ICC = 0.47

< 표 26.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수행과 관련된 ICC 계산 결과 >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Between rating items 5300.00 3 1766.67

Within rating items 8670.83 44 197.06

계 13970.83 47

ICC =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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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과장의 주관적 평가를 통한 진단 난이도 및 진단

관련 직무부하의 정량화 방법은 적절하 을 뿐 아니라 신뢰성이 있는 평가값들이 

얻어졌기 때문에,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 발전과장의 진단 수행도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수용할 경우,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에 대한 두 가지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는 발전과장들의 의사결정 전략과 양립할 수 있는 구조

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발전과장이 추가적인 어려움 없이 사고 진단을 수행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그림 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에 대해 진단시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 사용에 대해 진단시간의 차이가 그리 크

지 않은 일차적인 이유로서, 진단을 위해 발전과장이 확인해야 하는 증상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기존 및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하여 발전과장이 주어진 사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거의 동일한 종류의 증상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이러한 결과는 재구성된 진단절차서가 발전과장의 진단 수행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로서 생각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증상들을 확

인하더라도, 기존에 익숙한 구조를 갖는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의 진단시간에 

비해 새로운 구조를 갖는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의 진단시간이 큰 차이가 없다

는 점은 “발전과장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큰 거부감이나 어려움 없이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는 발전과장의 

의사결정 전략과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나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는 발전과장이 느끼는 정신적 요구량 및 당혹감을 감소

시켜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표 1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할 경우 발전과장의 진단정확도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표 12의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복합사고에 대한 진단정확도

이다. 즉, 기존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경우 4명의 발전과장 중 2명이 부적절한 진

단결과를 도출한 반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경우는 4명의 발전과장 모

두가 성공적으로 복합사고 발생을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3장의 말미에서 이미 

예상된 바와 같이, 기존 진단절차서는 발전과장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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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진단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발전과장들이 느끼

는 진단부하가 증가하고, 이러한 진단부하의 증가는 발전과장의 진단 수행도(즉 진

단정확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통한 복합

사고의 정확한 진단(즉, 진단 수행도 향상)은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는 발전과장의 

진단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표 18의 세부 평가항목별 평균값들을 비교한 그림 21은 이러한 주장

을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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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요구량 시간적 요구량 노력 당혹감 효율

< 그림 21. NASA-TLX 세부 평가항목별 평균값 비교 >

그림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정신적 

요구량 및 당혹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복합사고 진단 시, 발전과장이 다른 단일사고들에 비해 더 큰 정신적 요구

량(많은 증상들의 확인․처리 및 고려된 사고들의 기억 등) 및 당혹감(많은 증상들

로 인한 혼란감 등)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볼 때,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는 발전과장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 요구량 및 당혹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복

합사고에 대한 진단 수행도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위에서 설명된 재구성된 진단절차서의 두 가지 장점들은 제한된 수의 실험

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들이지만,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심

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진단 수행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발전과장들의 의사결정 전략과 양립할 수 있는 진단절차서의 제공은 진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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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감소를 위한 올바른 개선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

서 제안된 방법은 발전과장들의 의사결정 전략과 양립할 수 있는 형태의 진단절차

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과장

의 진단 부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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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람의 의사결정 전략 및 시험순서 결정 기법의 

두 가지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체계적인 진단절차서 설계 방법을 제

안하 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제안된 진단절차서 설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참조 발전소의 진단절차서를 제안된 

방법에 따라 재구성한 후,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관찰

된 진단 수행도를 기존의 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관찰된 진단 수행도

와 비교하 다. 

그 결과, 재구성된 진단절차서를 사용했을 때 관찰된 진단 수행도는 

수정 전의 절차서를 사용했을 때의 진단 수행도와 유사하거나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

이고 유용한 진단절차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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