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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기기 등급 재 분류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가 의견 

추출을 위한 기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 온 지

난 30여 년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는 결정론적 방식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PSA(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수행결과에 

따르면,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중요하게 여겨왔던 어떤 기기들은 안전이나 위험성

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반대로 중요치 않게 여겨졌던 기기

들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위험도 통찰

(Insights)로 인해 미국에서는 Regulatory Guide 1.174 및 10CFR50.69(Risk-

informed categorization and treatment of SSCs for nuclear power reactors) 등이 

만들어져 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발전소의 기기들을 재 분류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발전소의 

기기 등급을 재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발전소 기기 등급 재 분류의 목적은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관심과 자원을 안

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기에 조금 더 배분하는데 있다. 현재의 국내/외 대부분

의 규제에서, 결정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기기인 안전관련 기기는 특별 처리 

요건 대상이고 비 안전 관련 기기는 특별 처리 요건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특별 

처리 요건이란 설계 기준 조건하에서 설계 기준 기능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설계 고려사항, 품질, 변경제어, 문서화, 보고, 보수, 시험, 점검, 품질보증요건들 또

한 만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SSCs(Structures, Systems, Components) 

등급을 재 분류하는데 있어 위험도 정보는 SSCs 등급 분류를 위한 보조 수단일 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이는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모델이 발전소계통의 일부분만을 모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델로 표

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한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SSCs 등급 분류를 위해서는 

공학적 판단이나 결정론적 평가 결과 또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의견에 

의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최종 결정에 전문가 판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원자력 발전소 기기 등급 재 분류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가 의견 추출을 위한 

기본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기 등급 재 분류에 대한 현황 및 

기존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좀 더 체계적인 전문가 의

견 추출 및 취합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비규정에서의 가중치 설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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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provides with a systematic expert elicitation method to re-

categorize the safety classification for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SSCs)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The regulations have been performing 

by a deterministic way since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operating. 

However, some SSCs which were identified as the safety-significance by a 

deterministic way, were turned out to be low or non safety-significant and 

some SSCs which were identified as the non-safety significance, were turned 

out to be high safety-significa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SA. Considering 

these risk insights, Regulatory Guide 1.174 and 10CFR50.69 were drawn up, 

and we can re-categorize the SSCs according to their safety significance. 

Therefore, a study and an interest about the risk-informed SSCs re-

categorization and treatment have been continued. The objective of this 

regulatory initiative is to adjust the scope of equipment subject to special 

regulatory treatment to better focus licensee and regulatory attention and 

resources on equipment that has safety significance. Current most regulations 

define the plant equipment necessary to meet deterministic regulatory basis as 

‘safety-related’. These equipments are subject to special treatment regulations. 

Other plant equipments are categorized as “non-safety related,” and is not 

subject to a select number of special treatment requirement or a subset of those 

requirement. However, risk information is not a magic tool making a decision 

but a supporting tool to categorize SSCs. This is because only small parts of a 

plant are modeled in PSA model. Thus, engineering and deterministic judgments 

are also used for risk-informed SSCs categorization, and expert opinion 

elicitation is very important for risk-informed SSCs categorization. Therefore, 

we need a rational method to elicit the expert’s opinions, and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ystematic method for expert elicitation to categorize the nuclear 

power plants’ SSCs. Current states for SSCs categorization of the USA and the 

existing methods for expert elicitation were surveyed and a more systematic 

way to elicit the experts’ opinions was developed. To validate the developed 

method, we used it for establishing the weighting factor for maintenance rule. 

A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we confirmed that it is needed to provide clear 

description about the issues to the experts and to be understood evalu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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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위험도 정보 SSCs 안전등급 분류를 위한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 

 

II. 연구개발의 배경 및 목적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 온 지난 30여 년간 원자력 발전소의 규제는 결

정론적 방식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PSA수행결과에 따르면, 결정론적 방법

에 의해 중요하게 여겨왔던 어떤 기기들은 안전이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

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반대로 중요치 않게 여겨졌던 기기들이 발전소의 안전에 미

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위험도 통찰력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Regulatory Guide 1.174가 만들어졌고 10CFR50.69(Risk-informed categorization 

and treatment of SSCs for nuclear power reactors)등이 만들어져 발전소의 안전

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발전소의 기기들을 재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발전소의 기기 등급을 재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SSCs 등급을 

재 분류하는데 있어 위험도 정보의 활용은 SSCs 등급 분류를 위한 보조 수단일 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이는 PSA 모델이 발전소계통의 일부분

만을 모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학적 판단이나 결정론적 평가 결과도 

또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의견에 의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최종

적인 결정은 결국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기기 

등급 재 분류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현재 기기 등급 재 분류에 대한 현황 및 기존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을 조사하고, 

좀 더 체계적인 전문가 의견 추출 및 취합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비규정에서의 가중치 설정 연구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 추출을 위한 기본 방법을 설정하였고, 개발된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 적용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추출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 전달이 매우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즉, 

질문에 대한 응답 지침을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전문가 의견 추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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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은 Graded Quality Assurance 를 위한 

기기 안전 등급 분류에서 전문가 의견 추출 지침 작성 시에 활용될 계획이다. 

그리고 기타 전문가 의견에 의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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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 온 지난 30여 년간 원전에 대한 규제는 결정론

적 방식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결정론적 규제의 배경을 살펴 보면, 원자력 발전소 

운전 초기에는 원전에 대한 운전 경험 결과가 없었으므로 보수적인 측면에서 규제

를 수행하기 위해 결정론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원전 

운적 이력이 쌓이고 많은 원전이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수행해 오고 있다. 

PSA수행결과에 따르면,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중요하게 여겨왔던 어떤 기기들은 

안전이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반대로 중요치 않

게 여겨졌던 기기들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위험도 통찰(insights)로 인해 Regulatory Guide 1.174[1] 및 10CFR50.69(Risk-

informed categorization and treatment of SSCs for nuclear power reactors)[2] 

등이 만들어져 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발전소의 기기들을 재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발전소

의 기기 등급을 재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규제기관 선도의 목적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기

에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관심과 자원을 좀 더 배분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국내/외 대부분의 규정에서 결정론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기기인 안전관

련 기기는 특별 처리 요건 대상이고 비 안전 관련 기기는 특별 처리 요건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특별 처리 요건이란 설계 기준 조건하에서 설계 기준상의 기능 요

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설계 고려사항, 품질, 변경제어, 문서화, 보고, 보수, 시험, 

점검, 품질보증요건들 또한 만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전관련 기기라 해

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SSCs의 등급 분류를 개

편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SSCs를 재 분류하는데 있어 위

험도 정보는 SSCs 등급 분류를 위한 보조 수단일 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수

단은 아니다. 이는 PSA 모델이 발전소계통의 일부분만을 모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SCs의 재 분류를 위해서는 공학적 판단이나 결정론적 평가 결과도 함

께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의견에 의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최종적

인 결정은 결국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전문가 의

견을 추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

소 기기 재 분류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가 의견 추출을 위한 기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현재 기기 재 분류에 대한 현황을 살펴 보고, 제 3 장에서는 전문가 

의견 추출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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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체계적인 전문가 의견 추출 및 취합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 5 장에 개발된 

방법에 대한 적용 예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 6 장에 결론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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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외 현황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기기 등급을 재 분류하는 작업은 미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11월에 10CFR50.69[2]를 추가함

으로써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소 기기 등급에 따라 규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에 발전사업자들은 NEI-00-04, SSCs Categorization 

Guidelines[3]를 통해 새로이 SSCs의 등급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

다.  

 

제1절 10CFR50.69 
10CFR50.69[2]는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계통 기기(SSCs)의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분류와 처리에 대한 법령이다.  

첫째, 기기 등급 재 분류의 정의는 기존의 안전 등급과 비 안전 등급으로 분류되는 

기기등급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하는 것이다: 

- Risk-informed Safety Class(RISC)-1 SSC는 안전을 위해 중요 기능을 수

행하는 안전관련 SSCs 

- Risk-informed Safety Class(RISC)-2 SSC는 안전을 위해 중요 기능을 수

행하는 비 안전관련 SSCs 

- Risk-informed Safety Class(RISC)-3 SSC는 안전을 위해 낮은 중요 기능

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SSCs 

- Risk-informed Safety Class(RISC)-4 SSC는 안전을 위해 낮은 중요 기능

을 수행하는 비 안전관련 SSCs 

여기서, 안전을 위한 중요 기능이란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인해 심층 방어(DID), 

안전여유도 또는 위험도 측면에서 위험성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

한다. 

둘째, 재 분류된 기기등급의 처리에 대한 적용성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0CFR50.21(b) 또는 50.22에 의한 경수로 운영 면허 소유자, 이 장의 Part 54 경

수로 운영 갱신 소유자 또는 50.22 또는 10CFR Part 52하의 경수로 시설 면허 지

원자는 RISC-3와 RISC-4 SSCs에 대한 적용 10CFR 코드를 10CFR50.69 대체 요

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10CFR 코드는 부록 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

다.  이 외 SSCs 기기등급 분류 과정, 대체 처리 요건, 문서화 등의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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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도 부록 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2절 NEI 00-04 
NEI 00-04[3]는 사업자가 10CFR50.69[2]를 채택하여 SSCs를 분류하는 방법에 

관한 상세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NRC 규제 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74[1]에 제시된 5가지 사항, 즉, 1) 심층 방어 철학과 일치, 2)충분한 안전 여유

도 유지, 3) 변경에 대한 감시, 4) 변경으로 인한 위험도 작음, 5) 안전 목표 정책과 

일치, 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 10CFR50.69[2]는 SSCs의 분류와 분류된 SSCs

의 처리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침서는 분류과정의 대체 안이다. 

SSCs 분류 과정은 다음과 같은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발전소 고유 자료의 수집(Assembly): Design & Licensing 정보, PRA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분석 자료, 발전소 자료와 관련된 다른 자

료   

2) 공학적 계통 평가(System Engineering Assessment): 계통 경계 정의, 평가

할 각 계통 기능 확인, 기능과 연계되는 기기 연결 

3) 기기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 평가: 수집된 대상 발전소 자료를 가지고 

기기가 발전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내부사건 위험도, 화재 위험도, 

지진 위험도와 다른 모든 외부 사건 위험도에 대한 평가 수행 

4) DID(Defense In Depth) 평가: 노심손상, 대량 초기누출, 장기적인 격납용기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DID 유지를 위한 기기의 역할 평가 

5) 초기 기능 분류: 위험도 통찰과 DID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계통 기능이 안

전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류 

6) 민감도 분석 

7) IDP(Integrated Decision Panel)의 검토와 승인 

8) SSC 분류 

상기 각 단계들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부록 B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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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 

전문가 의견이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유도 방법들이 

있다. 이들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은 크게 간접방법과 직접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간접 방법은 비교적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오랜 시간이 소요

되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 직접방법은 간단하지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이들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 중 본 장에서는 Delphi 방법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1절 Delphi 방법 

Delphi 방법은 RAND(Research AND Development)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과 베

트남 전쟁 사이에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Delphi 방

법은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RAND가 1950년대에 미 공군을 위해 Delphi method를 개

발했다. 그리고 1963년에 Helmer와 Gorden이 기술적 혁신에 대한 장기적 예측 

연구에서 Delphi 방법을 이용하였다[6]. 이 방법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널리 사

용되었으며 1974년에는 초기적인 기술 예측과 정치 분석과 같은 연구에 10,000여

건이 넘게 사용되었다[5].  

Delphi 방법의 목적과 분석 단계는 사용의 목적에 의존한다. 초기적인 Delphi 방법

의 사용은 기술적 예측과 정치 분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술적 예측은 관심의 대

상인 주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에 의존한다. 전문가들은 관심 대상인 문제와 질문

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제기되는 문제나 질문은 연구 조장자

(Facilitator)나 분석자 또는 감시 팀에 의해 기술될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로부터 높

은 정도의 합의(Consensus)를 이루어야 한다.  

기본적인 Delphi 방법은 다음 단계로 구성된다[6]: 

1) 해결해야 할 문제(Issue)나 질문의 선정과 설문서 개발 

2) 해결해야 할 문제나 질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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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설문서에 제공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문제점에 친숙해지도록 함 

4)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취합. 단,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의 응답 

결과를 알지 못하도록 함 

5) 취합된 의견을 중앙치 형태의 결과로 25% 와 75% percentile 값으로 계산 

6) 전문가들로 하여금 1차 의견 결과를 검토하게 하고 각 전문가에게 1차 

응답에 대한 수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재계산을 통해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체 의견의 중앙치에 비해 20%이하나 

75% 이상의 값(4분위 밖의 값)을 제공한 응답자는 설문의 완전성을 위해 

2차 설문에서 응답에 대한 근거의 문서화나 토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완전한 합의가 모아질 때까지 반복하여 결과를 검토하고 개정한다. 

일반적으로 Delphi 기법에서는 2번 정도의 반복을 요구한다. 

8) 4분위 밖의 값에 대한 토론 결과 요약을 포함한 결과 요약을 준비한다. 

 

위와 같은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 반복 단계에서의 응답 결과는 초기 단계

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응답이 덜 분산되어 있음을 보인다. 중앙값은 일반적

으로 문제나 질문에 대한 최적 평가치(Best Estimate)로 간주한다.  

Delphi 방법은 전문가 의견 취합을 위한 적절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관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수행 절차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Delphi 적용 예: NASA의 Challenger 우주 왕복선 위험도 연구  

이 연구에서 주관적인 확률값과 운전 경험에 기초해서 평가한 발사당 solid 

rocket booster의 고장 확률은 1/35로 평가되었다. 확률은 다양한 고체 로켓 

모터에 대한 1,902번의 발사로부터 확인된 32번의 실패를 사전 경험으로 사용

하여 베이지안 분석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NASA는 이 평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리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1/100,000을 고체 로켓 부스터의 고

장 확률로 사용하였다. 이 수치는 발표된 자료[7]와는 일치되지는 않았다. 그러

나 첼린저 우주왕복선 폭발은 25번째 우주왕복선 발사에서 발생하였다[8, 10]. 

이는 전문가 의견이 잘못 추출되는 경우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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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 정도 결정 예 

Challenger 우주 왕복선 사고 후 NASA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함과 

동시에 위험도 결정을 위해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사용해오고 있다.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 방법은 절대적 판단으로 확률값과 위험도를 다루는 결정자의 문

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11].  

사고 경위의 발생 경향과 결과는 다음 표 1, 표 2와 같이 정성적으로 표현해도 

된다. 발생 수준은 전문가 의견이나 확률 자료에 근거해도 된다. 결과는 전문가 

의견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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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발생 수준과 결과 수준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설명하고 

있다. 

표 1. 사고 경위의 발생 경향 

발생 수준 설명 상세 설명 

A Frequent Likely to occur frequently 

B Probable Will occur several times in life of a 

system 

C Occasional Likely to occur at sometime in life of a 

system 

D Remote Unlikely but possible to occur in life of a 

system 

E Improbable So unlikely that it can be assumed its 

occurrence may not be experienced 

Wiggins, 1985[11] 

 

표 2. 사고 결과 

결과 수준 설명 상세 설명 

I Catastrophic Death or System loss 

II Critical  Severe injury, severe occupational 

illness, or major system damage 

III Marginal Minor injury, minor occupational illness, 

or minor system damage 

IV Negligible Less than minor injury, occupational 

illness, or system damage 

Wiggins, 19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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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Risk Assessment Matrix using a risk Index 

Consequence level Likelihood 

level I(Catastrophic) II(Critical) III(Marginal) IV(Negligible) 

A: Frequent 1 3 7 13 

B: Probable 2 5 9 16 

C: Occasional 4 6 11 18 

D: Remote 8 10 14 19 

E: Improbable 12 15 17 20 

1-5: Unacceptable 

6-9: Undesirable (project management decision required) 

10-17: Acceptable with review by project management 

18-20: Acceptable without value 

 

3. Delphi 방법의 문제점 

Delphi 방법 적용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정련이 안된 설문을 자주 포함 

 샘플링 및 자료 축소를 위해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고수하지 않음  

 신뢰도 척도를 제공하지 않음 

 범위, 모집단, 제한 사항을 정의하지 않음 

 모호한 질문에 대하여 뚜렷하게 진술된 답 제공  

 체계적인 예측을 하는 전문가 의견 취합 방법에 있어 혼란이 있음 

 개별성 지양, 일치성 권장과 불일치에 대한 불이익을 줌 

 문제점에 대한 빠른 결론을 강제화(reinforce)하고 제도화 

 정확성에 대한 과장된 환영(illusion) 제공 가능 

 의무에 있어 전문성 부족 

 

제2절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는 복잡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며 수학적 기초

는 단순하다. 이 이론의 주요 가정 사항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지식은 결국 상대

적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AHP 방법에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하거나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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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나리오를 만든다. 여기서, 시나리오는 두 개의 형태(탐구상 이론적인 사건과 

예측 가능한 사건)로 나눌 수 있다. 예측 가능한 경위는 표준(normative) 경위와 

대비(contrast) 경위로 나뉠 수 있고, 표준 경위에서는 달성되야하는 목적을 결정하

고 또 이들의 인식 방법을 정의한다. 대비 경위는 가능한 가정사항들을 강조한다. 

결정이론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유추하는 것이다. 어떤 

기기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인 위험성과 각 기

기 사이의 상대적인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순위는 궁극적으로 가중치로 표현

된다. 결국 어떤 기기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

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보통 많은 관련 요소를 

가진다.  

AHP는 다목적, 다기준 결정 접근 방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순위에 따라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출한다. 그러므로 잘못된 질문

을 하면 그 결과 또한 틀린 것을 얻게 된다.  

AHP의 3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문제를 더 작은 요소로 분해  

2) 상대적인 중요도로 문제를 순위화  

3) 문제들이 논리적인 표준에 따라 논리적으로 그룹화되고 일관적으로 순위화

되었음을 확인  

 

제3절 합리적 여론 도출(Rational Consensus)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 의견의 사용은 합리적인 여론 도출 과정의 한 부분으

로 수행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여론 도출 과정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1]: 

- 재생산성(Reproducucibility): 전문가 의견에 근거한 결과에 대한 상세 수집 

자료 및 계산에 대해 다른 검토 전문가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한다. 

- 확인 가능성(Accountability): 전문가 의견과 근거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경험적 제어(Empirical control): 전문가 의견은 가능하면 최소의 실제 사건

을 가지고 경험적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적 제어는 전문가 의견 

추출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적 제어는 어

떤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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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지고 있다.  

- 중립성(Neutrality): 전문가 의견의 추출, 평가, 결합 방법은 전문가들이 그

들의 진실된 의견을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중앙값을 사용하게 괴면 이런 요건에 위배될 수도 있다.  

- 공정성(Fairness): 의견 추출 기간 동안 전문가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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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ent Chart 

Likelihood Order Synonyms Chances in 

10 
Percent 

Near Certainty Virtually (almost) certain, 

we are convinced, highly 

probable, highly likely 

9 99 to 90 

Probable Likely 

We believe 

We estimate 

Chances are good 

It is probable that 

8 

7 

6 

60 

Even chance Chances are slightly better 

than even 

Chances are about even 

Chances are slightly less 

than even 

5 

4 
40 

Improbable Probably not 

Unlikely  

We believe…not 

3 

2 
10 

Near impossibility Almost impossible 

Only a slight chance  

Highly doubtful 

1 1 

Morris and D’Amore, 19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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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문가 의견 추출 및 취합 방법 개발 

전문가 의견 추출과 배점 방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Cooke(1991)[11]은 

지침서를 제공했다. 이 지침은 사용 목적에 맞게 수정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제기된 문제나 질문 사항은 모호성이 없이 분명해야 한다. 모호성 제거를 

위해 제기된 문제나 질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적절하게 해석하는지를 

시험해도 된다.  

- 의견 추출과 배점 과정을 쉽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리된 답변을 가

진 적절한 형태를 사용하여 질문이나 문제점을 설명해야 한다.  

- 모의 수행을 통해 수행과정을 시험하는 것이 좋다.    

- 분석자는 전문가 의견추출과 배점 과정 동안 배석해 있어야 한다.  

-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 조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 전문가 의견 추출 기간은 길지 않아야 한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 의견 추출 및 취합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1절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 개발 

개발된 전문가 의견 추출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은 Delphi 기법을 근간으로 하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전문가 의견 추출을 위한 단계는 크게 전문가 위원 선정, 설문양식 개발, 전문가 의

견 추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개발된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의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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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선정 전문가 선정 기준

Decision Problem 설정과 
Problem 제공

AHP 기법

전문가 개개인의 의견 취합
PSA Importance

결과

의견 일치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만 
추출하고 Return

개인적 의견에 대한 타당성 요구

재취합

전문가 위원회 구성

Delphi 기법 

 

그림 1. 전문가 의견 추출 Frame 

 

1. 전문가 위원 선정 

전문가로부터의 지식 추출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전문가로부터 

답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형태는 전문가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자료를 구하

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형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답을 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명에서 40명 정도의 전문

가로부터 정량적 형태의 답을 구하고, 전문가의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

하는 경우에는 몇 명의 전문가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다. 따라서 첫 번째 형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다양성과 그들의 판단을 정량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형태의 경우에

는 전문가의 문제 해결 과정을 추출하는 작업에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첫 번째, 

전문가의 답을 구하는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문가 위원 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필요한 의견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충족시킬 정도의 수로 결정한다. 최근 전문가 의견 추출 연구에서는 전문가 후보 

목록 작성을 위해 문서, 기술계, 정부 조직과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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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그리고 정식 임명과 선정 과정을 위해 전문가의 임명, 선정, 제거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가. 전문가 위원 선정 기준 

대부분의 응용 분야, 특히 위해도/신뢰도 및 의사결정 분석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전문가의 응답은 정량적 형태로 요구된다. 따라서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뿐 아니라 확률과 같은 응답 형태에 대한 지

식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 추출 과정에서 전문가 위원은 전문성, 기술적 관점과 조직적인 대표성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다양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 위원의 다양성과 완전성

은 의견 추출과정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일반적인 전문가 선정 방안은 전문

가가 다른 전문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같

은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이 보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각기 같

은 수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대상 설비와 기기의 설계, 건설, 운전, 검사, 보수, 신뢰도와 공학적 측면

에 친숙해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전문가가 반드시 공학자일 필요는 없지만 기초

적인 공학 지식이나 기술 지식을 가지는 것이 좋다. 전문가 위원 중 1~2인은 장비

와 기기 영향, 안전 측면, 운영의 조직적인 측면,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 연구의 목

적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가진 관리자가 선정해야 한다. 또 1~2인은 장비와 기기

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1~2인은 위험도 

분석이나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의사 결정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

한다. 

기본적인 전문가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위원은 교육,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경험 그리고 인쇄물 검토를 

통해 관련 전문 기술을 가져야 함  

2) 전문가 위원은 관심 대상이 되는 문제와 관련된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대상 

문제에 친숙해야 함  

3) 전문가 위원은 제안 또는 공평한 평가를 기꺼이 행해야 함 

4) 전문가 위원은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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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위원은 관심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특정 관련 지식과 전문기술을 

가져야 함 

6) 전문가 위원은 토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평가와 설명을 

기꺼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전문가 위원 선정 시 가능하면 배제되어야 하는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정한 이론이나 기술 옹호론자 

2)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문제 제기자와 다른 평가자의 관점에 친숙

하게 되고, 데이터의 기술적 근거에 의문을 갖고 문제 제기자의 관점에 도

전적인 평가자  

3) 어떤 특정 데이터, 문제, 방법 또는 평가 결과 사용에 대해 자세하고 깊은 

지식을 가진 기술적 전문가. 

1) 전문가의 자격 

선정되는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추출하고

자 하는 지식에 대한 상세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원자로 형태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특정 배관 파열에 대한 확률

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가 아니다. 유사한 예로서, 특정 배관 전문가는 냉각

재상실사고의 상대적 빈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등이다.  

2) 요구되는 전문 지식 

지식 추출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전문 지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질문

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응답 모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다. 여기서 응답 모드는 전문가가 판단을 제시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 판단을 구하는 작업에서 이 중 어느 하나의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을 지식 추출

의 전문가로 활용할 경우에 응답 자료의 품질 저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항상 응답모드에 관

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된 두 가지 형태의 전문 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지식 추

출 작업에 더 적합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최적의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응답모드에 친숙해지도록 훈련이나 교육을 시행한다.   

3) 추가 고려 사항 

가) 복수의 다양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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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복수의 다양한 전문가를 선정해서 문제가 다각도로 완전하게 검토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면, 한 가지 문제를 다양

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내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다양성은 한 

명의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우침을 최소화 시

킬 수 있다. 특히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식의 수집 작업에서는 복수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결합한 추정치가 한 개인의 추정치보다는 

실제 해답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 선정할 전문가의 수 

선정할 전문가의 수는 추출 기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며, 일대일 면접이 포함

된 경우라면 5명에서 9명 정도가 적합하다. 5명보다 적은 전문가를 선정하면 충분

한 다양성이나 추론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나. 전문가 위원회 구성 

전문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 전문가들로,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운전 관련 전문가 (Operations) 

- 계통 엔지니어 (System Engineer)   

-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전문가 

- 심층방어(Defense In Depth, DID) 전문가 

- 사고 해석 분야 전문가: 열수력 분석 분야 전문가,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분

야 전문가  

- 계통 설계자 

*전문가 위원회 구성원은 DID와 PSA 분야의 지식을 겸비하면 더욱 좋다. 

 

다. 전문가 요건 (Qualifications) 

전문가 그룹 구성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발전소 및 계통 운전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현재 또

는 과거에 SRO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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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 DID 개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 사고해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 

- 정비효율성 감시 요건을 잘 이해하는 사람 

- 발전소 및 계통 수준의 고장 경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 발전소 계통 설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2. 설문 양식 작성 

가. 질문 영역과 질문의 선정 

전문가들에게 문의할 질문을 선정하는 과정은 질문 목록의 진화에 따라 선정과정이 

명확해 진다. 질문 선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질문 선정 작업 단계 

가) 1단계: 과제의 목적/목표 정의 

과제의 목표란 그 과제가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을 의미한다. 대상 전문가는 작업할 

과제의 목표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부 

내용을 다룰 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첫 단계로 

과제의 목표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나) 2단계: 일반 질문 영역의 선정 

질문 영역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문제이다. 이들 질문 영역은 과제의 목표, 과

제 주체의 요구 사항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수집할 때 발생하

는 실질적 문제들과 같은 정보를 고려해서 개발된다. 일반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여

러 개의 질문 영역 중에서 최종적으로 몇 개 만이 최종 질문 영역으로 선택된다. 

다) 3단계: 질문 확인 

질문은 질문 영역 내에서 전문가가 대답해야 할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이다. 질문

이 적절하게 만들어진 것을 판정하는 방법은 그 질문이 전문가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전문가가 만들어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질문은 질문 영역에 가까운 것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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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의 결정 

질문 영역 선정, 질문 확인, 그리고 질문의 정련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는 추후 정련된 질문에 답할 자문 전문가가 아니어야 

한다. 이는 질문 정련에 응답을 위한 전문가가 선정되면 지식 추출 과정 전반에 걸

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문에 답할 자문 전문가가 질

문 선정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3) 선택된 질문을 위한 체크리스트 

앞서 기술된 단계를 거쳐 질문이 만들어진 후, 선정된 질문의 적절성 평가가 필요

하다. 질문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질문들이 과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인가? 

만들어진 질문들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과제가 요구하는 전문가 판단의 형태, 응답, 문제해결, 기타 필요한 자

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나) 질문들이 과제 범위 내에서 도출 가능한 것들인가? 

여기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간과 예산 그리고 기타 필요한 지원 조건 

여부이다. 

- 시간: 정해진 과제 기간에 적합한 질문의 개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상세한 응답을 요구하는지, 또는 단순히 응답만 요구하는지 아니면 응답에 더

하여 추가 자료를 추가해야 하는지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 예산: 전문가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  

- 기타 지원 조건 여부: 전문가의 가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필요한 

전문가가 위치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있는가, 또는 떨어져 있을 경우 정기적인 

공동 작업이 가능한가 등이다. 

다) 전문가의 판단 자료가 큰 문제 없이 획득 가능한가? 

질문의 응답에 필요한 자료가 공개자료인가 아니면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자료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질문들이 특정 기관에서 외부 노출을 꺼리

는 자료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  

4) 일반적인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가) 과제 목표/수집 정보/질문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제의 초기에는 목표나 수집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 그리고 질문 분야가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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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관련자들과의 토의를 통해 어느 부분

에서 문제가 불분명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련자들로부터 추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인터뷰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나) 질문 분야로부터 도출된 질문들이 모호한 경우 

질문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만들어졌다는 징후는 전문가가 질문들을 보다 상세하

게 나누어야 된다거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전문가에게 그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한 다음 그 

전문가가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분해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보다 세분화

된 질문을 재 작성 한다. 또 다른 방안은 전문가가 그 질문에 잘 응답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는 것이다.  

다) 허용된 시간에 비해 너무 많은 질문이 선택된 경우 

노무 많은 질문 선정의 초기 징후는 전문가들이 질문의 개수와 가능한 시간의 양에 

대해 자발적으로 토론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식 추출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특정 질문 개수에 응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과소 추정하기 

쉬우므로 이런 문제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것이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이는 상세한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개별 인터뷰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단

순히 응답을 구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 해결의 양이나 상세 정도가 

깊을수록 많은 시간을 요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추출 과정과 응답자료의 상세 정도가 고려된 

상황에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지 자문 전문가

에게 추정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만들어진 추정치에 의해서 질문의 

개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각 질문 분야별로 질문의 수를 줄임 

- 질문 분야의 수를 줄임 

- 추출 방법을 보다 간단하고 빠른 것으로 수정 

- 보다 덜 상세한 응답 자료를 요구 

- 가능한 경우 계획상의 시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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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문의 정련 

선정된 질문의 정련은 인간의 인식 한계를 고려하고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질문들로 다듬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인식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여 보다 높은 품질의 전문가 판단을 이끌

어 낼 수 있다. 정련 작업에는 질문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 정보를 

순서화하는 방법, 질문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는 방법이 있다.  

질문의 정련은 조직적이고 제어된 방법으로 질문하는 질문의 구조화에 의해 이루어

진다. 질문들을 구조화는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쉽

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그림이나 수학적 방법으로 이들을 표현하고 주

제어를 정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어떤 구조화 기술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지는 질문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질문의 복잡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복잡성이란 질문을 풀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질문에 대한 답을 검증하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

한다. 다음 표 5는 질문의 복잡성에 따른 구조화 기법의 필요성 정도를 요약한 것

이다. 

 

표 5. 복잡성에 따른 구조화 기법의 필요성 

질문의 복잡도 질문의 정보 양 질문의 분해 질문의 표현 질문의 어법 

단순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복잡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다. 질문 구조화 기법 

1) 질문에 관련된 정보 제시 

질문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의 제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보의 제시는 어떤 정보를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하는

지가 관건이다.  

필요한 질문 정보의 형태에는 배경 정보, 질문에 내포된 가정,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다. 

 배경 정보: 전문가들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에 관련된 배경 정보

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전문가가 어떤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실험의 과정과 초기조건, 경계조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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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내포된 가정 제공: 전문가에게 질문의 응답을 요구할 때는 그 질문에 내

포된 가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질문이 복잡할수록 가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가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

는 종종 자신들이 생각한 가정에 근거하여 응답을 하게 되고 이것은 질문의 의

미를 전혀 다르게 만들기도 한다.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 질문에 사용된 단어나 구절들은 질문 작성자와 응답자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단어나 구절들에 대

한 정의를 제공한다.  

위에서 언급된 정보들을 전문가에게 제시할 때 그 순서가 중요하다. 정보의 제시 

순서를 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정보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검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문 전문가에게 질문을 풀게 하고, 그 과정을 따

라가는 것이다. 만약 전문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중의 어떤 지점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그 곳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보의 제시 순서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간이 어떤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

해 내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그 정보들이 

자신의 사전 지식 영역에 속할 때 보다 용이하게 수용한다.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동적인 경우에 전문가들은 그 질문에 관련된 정보를 잊

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 중 하나는 질문의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그 질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x가 일어난 조건에서 y가 일어날 확

률은 얼마인가?”하는 것 등이다. 만약 가정이나 정의 그리고 다른 정보가 복잡하고 

양이 많아 질문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질문의 바로 전에 이들을 

배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면, 정보의 제시 순서는 일반적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된

다. 즉, 일반적인 정보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의 순서가 된다거나 또는 그 반

대의 순서가 된다.  

2) 질문의 분해 

질문의 구조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질문의 분해다. 즉, 정보 처리의 부담을 줄이

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들을 나누는 것인데, 분해된 질문에 대해 보다 정

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질문의 예) 

분해되지 않은 질문: 1970년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분해된 질문: 1970년도의 한국인구의 수는? 그리고 한 가구당 평균 가족의 수는? 

질문 분해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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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 복잡성 정도  

- 구해야 할 자료의 상세 정도  

-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여부(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이른 시점에 참여

하는 것이 바람직) 

3) 질문의 표현 

질문의 표현은 질문에 내포된 여러 요인들이나 상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나 

수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원자로의 PSA에서 사고 순서들이 도표로 표현되고 그 

각각에 대한 결과가 표시되는 것 등이다. 

질문의 표현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들을 위해 사용된다:  

- 외부 전문가 판단 지침 제공 

- 전문가가 해답에 도달한 과정 문서화 

- 추후 유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침 제공 

- 전문가의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분석 되었는지에 대한 가이드 

제공 

질문의 표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표현의 구성이 질문의 분해 내용, 분석 계획, 

그리고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기

존의 표현 기법들이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경우에 맞는 특수 기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주 사용되는 여러 표현 기법들 중 AHP 기법을 사용한다.  

  

4) 질문의 어법 

신중한 질문 어법은 전문가의 문제 이해를 도와주고 편견에 빠지거나 부당하게 영

향 받는 것을 최소화한다. 질문의 어법에 따른 결과 변화 가능성은 다음 예에서 추

측해 볼 수 있다: 

예제 1) 

질문 A: X사건이 Y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 B: X사건이 Y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

각합니까? 

여기서, 질문 B가 보다 균형 있는 질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이 모든 가

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제 2) 

전문가에게 두 개의 곡선(컴퓨터 코드로 작성된 것과 실험에 의해 작성된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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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그 곡선에 변형이 있는 곳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질문 A: 곡선이 변형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오 

질문 B: 만약 곡선에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표시를 하시오. 

여기서 질문 A는 전문가들에게 곡선에 변형이 확실히 있다는 인상을 깊게 주는 어

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질문 B가 보다 적절한 어법을 가지고 있다.  

Payne의 질문 기법에 의하면 모든 질문의 어법은 치우침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

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동일한 정도의 치우침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불명확한 질문 어법으로부터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전문가들이 질문을 다르게 

해석하여 전혀 다른 응답을 하는 것이다.  

질문의 명쾌함에 관련된 또 하나의 요인은 질문의 길이이다. Payne에 의하면 한 문

장에 포함된 단어의 수가 25개를 넘으면 이해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문장은 가능하면 짧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질문의 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쾌성과 치우침이다. 명쾌성은 지식추출 담당

자와 자문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질문의 어법에서 치우침을 

제거하기 위한 쉬운 방법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질문 

구절을 세밀히 검사하는 것이다.  

질문의 어법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것을 작성하는 일이다. 어법이 단지 몇 명의 자문 전문가에 의하여 검

토되고 시험되었다면, 왜곡된 어법을 포함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단지 한 사람의 

자문 전문가만이 이 작업에 활용되었다면 어법에 왜곡이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

아진다.    

5) 일반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정보의 불충분에 대한 징후는 질문을 검토한 자문 전문가의 반응에서 질문에 응답

하는데 혼란을 느끼거나 현재의 질문 형식으로는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질문 검토를 위해 자문 전문가가 활용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문제점은 외부 전문

가가 그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나타나게 되며, 외부전문가는 보다 많은 정보를 요

구하거나 질문의 분해, 표현 어법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할 것이고 질문에 대한 응

답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이런 문제로 인해 과제의 진행에 심각

한 영향을 주어 신뢰를 잃게 되거나 일정에 맞추어 작업을 끝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는 일정이 너무 촉박할 경우 종종 발생한다. 지식 추출 담당자는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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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거나 자신이 직접 질문의 구조

화 작업을 수행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

부 전문가를 질문의 정련 작업 초기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아래의 세 경우에서

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질문의 정련 작업 초기에 활용해야 한다:  

- 과제의 목적이 전문가의 문제해결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나 추후

의 의사결정에 대한 가이드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 전문가가 질문을 수락하지 않을 징조가 있을 경우 

- 외부 검토자가 질문의 선정과 어법에 치우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를 표명한 경우 

나) 질문의 분해 정도가 너무 복잡하고 상세하게 된 경우 

질문의 분해와 표현이 과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상세하게 된 경우

이다.  

질문의 분해 작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작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만들려고 한다. 이것들은 질문의 분해 목적이며 긍정적 측

면이 있지만 과도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는 한두 번 정도 과도한 질문 분해 작업을 직접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런 과도한 분해 경향을 인식하

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인다면 이에 대한 두 가지 대처 방

법이 있다. 

(a) 그들로 하여금 작업을 그대로 계속하게 해서 그들 스스로 과도한 질문 

분해에 따르는 실제적 문제점을 깨닫게 한다.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b)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하여 어느 시점에 자신이 과도한 질문 분해 하였는

지 보여준다. 

 

다) 질문이 잘못 정의되었거나 서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촉박한 과제 일정 등에 기인하여 질문의 구조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나 

인간의 인지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가 명쾌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들도 사실

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과 정의를 하면서 문장을 읽기 때문이다. 만약 자문 전문가가 질문들에 대하여 

시범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응답 상태로부터 이 경우에 대한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문전문가가 추가로 정보를 요구하거나 또는 가정을 추가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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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질문의 차이를 채우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문 전문가로부터 입력을 구해야 한다. 만약 최악

의 경우가 발생하여 제대로 구조화되지 못한 질문들이 외부 전문가에게 주어지고 

그로부터 지식 추출 작업이 수행된다면 다음의 두 가지 대처 방안이 가능하다.  

(a)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질문의 정련 작업을 새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정련된 질문들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시킨다. 이것이 가능한 최선

의 방법인데, 모든 전문가들은 동일한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게 되

고 그들의 응답을 합리적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b) 각각의 전문가들이 질문에 응답하는데 필요한 가정이나 정의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다. 

3. 전문가 의견 추출  

전문가의 참여 동기 유발 요인은 극대화하고, 위축 요인은 최소화하여 전문가들이 

원활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의 참여 동기를 위축시키는 

첫 번째 요인은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고, 두 번째 요인은 두려움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제공한 답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과제의 목적을 적절히 설명해주고, 그 결과물의 유용성을 인지

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분야에서 완전한 답이란 있을 수 없으며, 본 작업은 전문

가에 대한 시험이 아님을 주지시킨다.  

가. 추출 구성 요소의 선택 

 과제의 본질적 관점에 대한 대화를 통한 동기 부여; 과제의 본질적 관점이 전문

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 전문가의 참여 여부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처음 전문가에게 참여를 요청할 때는 간단한 메모를 준비하

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일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요구 사항

에 대해 보다 응답을 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접 전문가를 만나서 이 메모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전화나 이메일

을 이용해도 된다. 

대화 이론에서 요약된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하여 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문가와 접촉하게 된 이유 

 누가 그 연구를 지휘하고 후원하는가 

 연구에 소용되는 시간, 자원, 기간, 시작 시기 등 

 어떻게 본인이 선정되었으며, 누가 추천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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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내용 

 전문가의 판단은 익명으로 관리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는

지 

 예상 결과물과 그에 대한 접근 여부 

 강제적 참여인지 또는 자원 형식인지에 대한 정보 

 

추출 작업에 필요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추출 환경 

 응답 모드 

 문제해결 과정의 추출 

 전문가 응답의 통합 

 문서화 

추출 작업 계획 단계에서는 현재의 작업 특성에 적합한 구성 요소를 결정하고 그 

구성 요소의 추출에 가장 적합한 기법들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

로운 기법 보다는 기존의 기법들을 선호하고 이미 인정 받은 기법이 작업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출 기법을 선정한

다. 

1) 필요한 구성 요소의 결정  

가) 추출 환경 

전문가와 수집자가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전문가의 판단을 획득해야 하는가에 

대한 추출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 응답 모드 

전문가의 응답이 특정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거나 또는 전문가가 자신들의 판단을 

특정 형태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응답모드/분산측정이 필요하다. 

다) 문제 해결 과정의 추출 

문제 해결 과정의 추출은 (1)과제의 목표가 지식의 획득이거나, (2)전문가가 어떻게 

그들의 결론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 그리고 (3)전문가의 응답을 결

합할 경우에 필요하다. 

라) 전문가 응답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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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전문가로부터 얻은 응답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가 

응답의 결합이 필요하다.  

마) 문서화 

전문가의 답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영구적 기록이 필요할 경우이다. 

2) 각 구성 요소로부터의 선정 

가) 추출 환경으로부터 선정 

전문가의 판단을 추출하는 환경은 (1)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의를 통하는 방법, 

(2)인터뷰 담당자와 전문가가 일대일로 만나 면접을 통해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3)전문가를 인터뷰 담당자나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물리적으로 고립시킨 후 그들의 

판단 자료를 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대화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의 추출 작업에서는 이들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한가지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해당 작업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이 겸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Delphi 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을 고립시킨 상태에서 의견

을 추출하고 마지막에 토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a. Interactive Group 

이 방법은 전문가들과 세션 조정자 또는 인터뷰 담당자가 모두 모여 회의를 

하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다른 방법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있고 얻어지는 자료의 양도 많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그들의 생각을 교환함

으로써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에 기인한다. 그러나 그룹 사고에 관련된 치

우침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회합 일정의 관리나 복수의 전문가를 관리해

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b. Delphi 

Delphi기법에서는 전문가들이 상호간 또는 중재자와 교신을 하지 않고 단

독으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중재자가 이들 의견들을 모아 익명으로 다

시 전문가들에게 배포하면 전문가들은 그것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갱

신한다. 필요할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런 작업이 반복된다. 이 기법은 

상호 교신에 의한 치우침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얻을 수 있는 

자료의 양에 제한이 있으며 그룹 상호간의 교신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에 비하여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 

나) 응답모드 선정 

전문가들이 답해야 할 응답모드는 다음 세 가지 기법을 결합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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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리적 양의 추정 

전문가가 기술적 질문에 대하여 물리적 양에 대한 평가를 응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며 흔히 다른 응답모드와 병행되어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물리적 양의 추정이나 평가를 응답모드로 사용할 때는 이

것이 그들의 작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이 응답 모드에 대하여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다.  

b. 상호 비교(Pairwise comparisons) 

상호비교는 전문가로 하여금 개체나 사건 또는 기준의 집합들을 평가할 때 

한 번에 2개만 비교하게 하여 그 순위를 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비교의 기

준은 중요성, 발생의 가능성, 어떤 특성의 소유 등이 될 수 있다. n개의 개

체가 있는 경우 모든 가능한 상호비교를 위해서는 n(n-1)/2번의 비교가 필

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호비교를 사용함으로써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다. 

Saaty의 AHP와 같은 방법은 전문가가 제시한 응답들에 대한 수학적 일관

성을 검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간단한 브리핑 만으로라도 설명

이 가능하므로 전문가들이 사용하기 쉽고 정성적 자료에 대한 정량적 분석

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모든 조합을 추출하는데 많은 시

간이 요구되고 또 자료의 상대적 관계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 비교

를 절대 관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기본 척도나 값이 필요하다.  

c. 등급화 

등급화는 문제가 되는 객체나 사건 또는 값에 대하여 전문가가 생각한 특정 

순서대로 숫자나 설명을 할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가가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는 ‘5’를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

목에는 ‘1’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등급 수준을 전문가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숫자와 단어

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정성적인 용어, ‘적은 기

회’는 전문가에 따라 1%에서 40%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급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숫자와 정성적 설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동일한 등급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Sherman Kent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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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같은 등급 척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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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herman Kent의 등급 척도 

Order of Likelihood Synonyms Chances in 10 %
Nearly Certain Virtually certain 

We are convinced 
Highly probable 
Highly likely 

9 
 
 

8 

99
 
 

80
Probable Likely 

We believe 
We estimate 
Chances are good 
It is probable 

7 
7 
7 
7 
6 

 
 
 
 

60
Even Chance Chances slightly better than even 

Chances about even  
Chances slightly less than even 

5 
5 
4 

 
 

40
Improbable Probably not 

Unlikely 
We believe not 

3 
3 
2 

 
 

20
Nearly Impossible Almost impossible 

Only a slight chance 
Highly doubtful 

1 10

 

등급 척도는 전문가들이 사용하기 쉬우므로 교육이 거의 필요 없다. 등급화 방법은 

정성적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적용분야나 가능한 답이 매우 제한된 적용분야에 적

합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7(+/-2)개 이상의 것을 한번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많은 아이템을 비교하고 그들을 등급화하는 것은 어렵고 부

정확할 가능성이 많다. 7개 이상을 비교할 때는 보다 많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적

은 전문가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당해야 한다.  

다) 문제 해결 과정 추출을 위한 방법으로부터 선정 

문제 해결 과정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Verbal probe 기법을 사용하였다. 추출 작

업에 사용되는 verbal probe는 전문가가 해결에 도달한 직후 주로 사용되고 방금 

해결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전문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제시했다면 Verbal probe는 왜 그 응답이 나왔는가를 알기 위해 사용된다. 문제 해

결에 사용된 전문가의 추론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얻는 빠른 수단이다. 개별 전문

가에게나 또는 그룹 환경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Verbal probe는 전문가

와 일대일 상황에서 그 전문가가 말로 응답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

고 서면에 의한 응답 방식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Verbal protocol 기법에 비하여 

동기적 치우침이 개입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나. 추출의 설계와 맞춤 

추출 구성 요소와 그에 대한 기법들이 결정되면 다음 단계는 이들을 특정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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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도록 맞추어야 한다.  

1) 추출 설계상의 고려 사항 

가) 전문가들을 소집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면접 시 소요 비용 

전문가의 판단을 얻기 위한 기본적 추출 환경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기법들

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추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용 문제 및 전문가 소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Delphi 

기법을 기본으로 활용하였다.  

전문가들을 모두 소집하여 회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복잡한 응답모드와 분산 측정을 사용할 경우 

 추출 과정에서 그룹 토의의 시너지 효과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을 다른 업무로부터 해방시켜 현재의 작업에 주의를 집중하게 할 필요

가 있을 경우 

나) 추출 과정의 구조화 

구조화는 추출 과정에 제어/관리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앞에서 기술

된 질문의 구조화 외에도 (1) 추출을 가이드 하기 위해 사전에 설계된 질문 세트, 

(2) 전문가들 간에 특정 종류의 대화만 허용, (3) 전문가에게 응답 모드 중 하나만 

요구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 치우침의 처리 

전문가 의견 추출에 있어 치우침이 발생하면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

고, 편견에 대한 우려가 과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우침

의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추출 전/후의 문서화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설명과 그 마지막 버전 

 전문가 이력 

 전문가가 자료를 구한 방법 

 전문가의 응답 

2) 일반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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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출 계획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람들이 추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계획 

단계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일정에 계획 단계가 빠져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계획이 없더라도 그 결과가 심각하지 않을 특수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은 필수적이며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

요한 시간을 할당하여야 한다.  

나) 치우침 가능성의 무시 

치우침의 발생 가능성이 종종 무시되는데, 치우침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의도적

으로 무시하기도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는 전문가의 

판단에 있어서 치우침에 대한 주제가 일반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고 또 그것을 다루

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치우침 문제를 대처하는 일반적 방안은 실제 추출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설계 단

계에서 치우침에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부분적 접근 방법은 

인터뷰 담당자로부터의 사회적 압력, 그룹 사고, 희망적 사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

는 방안이다. 그리고 마지막 방안으로 치우침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출 

작업 후에 치우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구한 다음 

치우침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여 모아진 자료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 추출 작업의 연습과 조직 내 교육 

최종적인 추출 작업 전에 추출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점검

하고 연습과 시범 적용 등을 통하여 실제 추출 작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추출 작업의 연습 

가) 연습 내용 

a. 전문가에게 추출 과정 소개 

전문가에게 추출 과정을 소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을 앞으로 수행해야 할 단계와 일정 및 접하게 될 문제와 응답모드에 

친숙하게 만든다. 

 작업 중 빠지기 쉬운 치우침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전문가들이 추출 과정의 개발에 깊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b. 추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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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에 대한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몇몇 전문가를 선정하여 시험 팀을 구

성해 시험해 봄으로써 예상 추출 시간 및 전문가의 피로도 등과 같은 추가적인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다.  

c. 문서화 절차 

문서화에 대한 시범 적용은 문서의 형식이나 관련 지원 문제를 어떻게 개정해야 하

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면, 인터뷰 담당자가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문서화가 어렵다는 것 등을 보여 줄 수 있다. 

d. 전문가의 응답을 수학적으로 결합할 경우에 대한 연습 

전문가의 응답을 수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정형적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선택된 방법들 중에는 추출된 자료에의 적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   

e. 연습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적합성 검토 

시범 적용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에 적용해 볼 필요

가 있다. 전문가가 응답한 자료의 형태와 모델이 요구하는 자료의 형태가 서로 맞

지 않을 수도 있다.  

나) 시범 적용에 필요한 내용 

시범 적용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서는 

시범 적용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하여서만 수행되

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다음의 항목들은 시범 적용의 대상으로 제안된 항목들이

다. 

a. 문제와 응답에 대한 전문가의 이해 

b. 전문가의 응답 모드 사용 상태 

c. 추출 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이해  

d. 전문가의 특정 문서화 형식 사용 상태 

다) 시범 적용 방법 

시범 적용을 위하여 전문가 표본을 선택할 때에는 추출 작업을 수행할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추출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들을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산업체에서 선정하였다면 시범 적용의 표본 전문가들도 이들 기관에

서 골고루 선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추출 방법의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는 전문가 표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문 전문가들도 시범 적용을 위한 전문가 표본으로는 적합

하지 않다. 이들은 추출 방법의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시험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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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전문가의 수는 추출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

로 5명 이내가 적합하다. 이것은 추출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의 수가 50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시범 적용이 있는데, 하나는 철저한 시범 적용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된 

시범 적용이다. Meyer가 개발한 철저한 시범 적용은 전문가의 이해를 추적하기 위

한 것이며, 구조화되고 깊이 있는 인터뷰와 관찰이 요구된다. 한정된 시범 적용은 

철저한 시범 적용이 수행되고 거기서 나온 문제들이 질문에 반영된 다음에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조직 내부 교육 

전문가의 판단 분야에 익숙하지 못한 사내 과제 관련자에게는 추출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판단 추출에 경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특정 방

법론에 익숙하지 못하다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연습이 필요한 분야와 동일하며 필요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에게 추출 과정 소개 

 추출 절차 

 문서화 절차 

 전문가의 응답을 수학적으로 결합할 경우에 대한 연습 

 연습 결과로 얻어진 자료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에 적합한 지 검토 

 

3) 일반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 시범 적용 결과 전문가가 응답 모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시범 적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응답모드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거나 이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 응답 모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

우에는 전문가에게 응답 모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응답 모드에 대하여 실시한 설명이나 설명 문서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설명을 새로 표본 선출된 전문가에게 

실시한 다음 철저한 시범 적용을 다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런 작업 

후에도 표본 선출된 전문가가 응답 모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다른 응답 모드를 찾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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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더 걸리는 경우 

추출을 위한 시간이 예상했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해진 시

간 내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과대 추정하거나 불확실성을 과소 추정하

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제한된 시범 적용을 통하여 얻어진 자

료를 검토한 다음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강구하고 다시 

시범 적용을 수행해서 그 소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에 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다) 내부 관련자가 교육에 저항감을 가질 경우 

사내 작업 관련자가 교육에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추출 작업을 그들 작업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과외의 일로 생각한다. 

 추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추출 작업이 실패할 경우 비난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각 개인들이 교육을 거부하는 이유를 찾아 그 이유에 대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전체 중 극히 일부만이 이런 저항감을 보일 경우에는 그 소수 집단에 대한 관심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라) 문서화 방식이 과제의 다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문서화 방식이 시범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점은 추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발견되고 작업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가 시범 적용 전 또는 적용 결과로 발견되었다면 적절한 새로운 문서화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추출 작업이 끝난 

다음에 발견되면 구해진 자료들을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는 한정된 해결 방안 밖에 

없는데 이런 변환 작업에는 그 자료들을 잘못 해석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하

는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마) 전문가의 문제 해결에 대한 문서화 방식이 다르거나 상세 정도가 다를 경우 

문서의 일관성 결여는 복수의 과제 관련자나 전문가들이 문사화를 수행한 경우나 

서로 다른 정도의 복잡성을 가진 질문들이 문서화에 포함되었을 경우 나타난다. 

추출 연습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예행 연습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서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문서화 지침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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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자격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모든 기록 자료를 검토하게 한다. 

추출 작업이 끝난 다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이의 해결 방안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차이를 채우기 위해 추출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빠진 정보를 메우기 위해 추

출된 모든 정보를 재처리 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더구나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

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재 접촉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재 작업을 하도록 요청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 어려워서 잘 시도되지는 않는다.  

 수집된 자료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보다 일반적 수준으로 

만들거나 자료의 정밀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

의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은 아주 상세하고 다른 전문가의 설명은 그렇지 못하

다면 덜 상세한 설명을 공통 분모로 사용해야 한다.  

라. 추출 작업의 지휘/지도/관리 

추출 작업을 위한 계획과 연습 그리고 시범 적용이 끝나면 실제 추출 작업을 수행

한다. 이 단계는 일정관리에 관련된 내용과 실제 작업의 수행으로 나누어진다.  

1) 일정 관리 

일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된 전문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원만

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추출 환경이 메일 조사, Delphi, 전화 인터뷰 

등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회합 계획 수립, 화합 일정 확인에 대한 내용은 생략 

가능하다.  

2) 추출 작업 수립과 수행 

가) 추출 작업 수립 지침 

추출 작업의 수립은 필요한 자료와 회의실 준비 등을 의미한다. 이런 사항들은 추

출 작업의 핵심 요소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작업을 편하게 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

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어 작업의 효율성과 작업 결과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각 Delphi 추출 환경에서 준비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질문서의 표지 

 질문서 사본 

 전문가들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전문가들의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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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출 수행 지침 

일반적으로 추출의 수행은 전문가에게 추출 작업을 소개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기

록하고, 치우침의 감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추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위의 

일반적 단계를 참고하는 것뿐 아니라 전 단계의 연습과 시범 적용에서 얻어진 결과

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전문가에게 추출 작업 소개 

Delphi 방법 전 과정이 메일에 의해 진행된다면 조정자 또는 인터뷰 담당자의 소개

는 필요 없고, 관련 자료와 간단한 표지를 배포한다. 관련 자료의 내용은 개별 면접

에서 기술된 내용과 유사하다.  

(2) 전문가의 판단자료를 수집하고 기록 

일반적으로 이 단계는 시범 적용에서 나온 결과들을 참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만

약 시범 적용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다음 3)항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

결 방안’을 참조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3) 추출 작업 중 발생하는 치우침의 감시와 조정 

전문가의 판단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치우침이 개입되기 쉬운데 이를 

처리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추출 계획 단계에서 치우침에 대한 발생 예기 및 대처 방안 수립 

b. 전문가로 하여금 치우침 개입의 잠재성을 인식하게 하고 추출 절차에 친숙하도

록 함 

c. 치우침 발생 감시 

d. 치우침 발생 시 실시간 조정 

e. 치우침이 발생한 자료에 대하여 분석 수행 

 

3) 일반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 추출 과정에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을 거부할 경우 

불확실성 관점에서 사고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전문가들이 포함된 Interactive 

Group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의 징후는 전문가들이 그들의 판단

제시를 꺼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거나 추출 절차

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자료 제공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렇게 판단 제시를 꺼리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되는데, 그 이유는 (1) 판단 제시를 꺼리는 전문가

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지도 모르고, (2) 의견을 강요하면 그 전문가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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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과제 전체에 대한 그 전문가의 관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문가들의 저항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전문가들이 자신이 개발했던 추출 과정에 대한 의심 또는 불안이 있을 

때 

b) 전문가들이 그들의 자료 사용 용도를 신뢰하지 않을 때 

c) 문제에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자신들의 판단 결정에 

사용하기에 곤란하다고 생각할 때 

d) 그들의 자료가 잘못 해석되거나 또는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부당하

게 비평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때 

e) 그 주제에 관하여 주어진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는 신뢰할 만한 추정치

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a)의 경우에는 질문의 재 정련을 허용하고, 현재의 추출 방법에 이르게 된 설계상

의 고려 사항과 제한 사항을 설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출 방법이 잘못되지 않

았다는 것을 납득시키고, 그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곤란한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요구하는 변경 사항이 과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 

등을 지적해 낼 수 있다.  

b)의 경우에는 과제 보고서의 개요를 보여 주거나 전문가들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사용할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한다.  

c)의 경우에는 추출 작업 전에 전문가들이 자료를 공람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판

단 자료는 잠정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어느 합의된 시점에서 최종 

자료를 작성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d)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추출 작업 완료 후, 그들의 판단에 대한 문서화 기록

을 검토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그들의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나 모델에 

표현되는지에 대한 개요를 보여준다. 

e)의 경우에는 그 분야의 높은 불확실성이 바로 그들 전문가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알려주고, 추출 연습이 어떻게 그들의 판단 자료에 대한 신뢰

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를 요약해 제시한다.  

이들 방법이 모두 실패하면 추출 과정의 많은 부분에서 전문가와 일대일로 작업하

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룹 환경보다는 개별 면접 등을 통해 전문가의 

자료를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한번에 한 명의 비협조적인 전문가와 논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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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그들의 개별적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

하다.  

나) 전문가들이 응답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 

전문가들이 추출 절차에 따라 작업할 때 그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당황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반응의 원인은 추출을 위한 일반 절차로부터 생겨날 수도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응답모드로부터 생길 수도 있으며 어떤 지시사항에 대한 혼란일 

수도 있다. 혼란의 원인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제시된 정보를 검토해서 전문

가에게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지 지적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문

가의 이해 결여에서 생긴 혼란이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 명쾌함이 결여되어 생긴 문

제라는 것을 전문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추출 작업 중 전문가에게 혼란이 발생하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전문가와 함께 작

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혼란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추출 작업을 강행하

면 그 전문가는 추후에 추출 방법을 비평하고 그 자료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다) 전문가의 최종 응답이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문서화가 잘 되지 않는 주원인은 추출 작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질문

의 어법은 그룹 작업 중 점진적으로 개량되고, 최종적 질문이 언제 완성될 지는 알

기 어렵다. 따라서 질문의 최종 형태나 그에 대한 최종 해법을 기록하지 못한 사건

은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의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뷰 담당자

는 그룹이나 개별 전문가에게 쉽게 고칠 수 있을 때 최종 형태에 대한 검토를 요청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출 작업 후 바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그룹이나 전문가 그리고 인터뷰 담

당자가 공동으로 기억을 되살려 그들의 문서를 갱신할 수 있다. 만약 추출 작업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인터뷰 담당자는 오래된 기록을 활용

하여 기록을 갱신해야 한다.  

라) 추출 과정 중 치우침의 발생 가능성이 감시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치우침의 가능성은 추출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되는데, 추출 결과

에 대해 치우침을 제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치우침에 대한 의문 제

기가 이처럼 나중에 발생하면 그것을 감지하기 위한 방법은 초기에 치우침을 고려

했을 때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추출 작업에서 충분한 자료가 구해졌다

면 특정 치우침에 대하여는 그것의 존재를 시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제의 외부 관계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치우침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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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뷰 담당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므로서 발생한 치우침 

2) 그룹사고 환경에서 한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므로서 

발생한 치우침 

3) 전문가 사이에서 이해의 상충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이해로부터 발생한 치우침 

마) 전문가의 판단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전문가들의 판단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종종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

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일부는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추

출 과정의 실패로 보는데, 이는 추출 방법론이 하나의 올바른 답을 만들어 내지 못

했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문가들이 문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풀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들의 

해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의 상이한 

응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자료들이 지식 기반 시스템용 프로그램에 사용되거

나 또는 수학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경우처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할 때다. 

전문가들의 응답 자료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먼저 그것이 실제로 문제인지 아

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즉 그 상이점이 (1) 추출 과정의 취약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2)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지는 고유 특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1)의 경우에 대한 효과적 대처 방안은 없으나, 한 가지 방안은 본래와 달라진 질문

에 대한 응답을 별도로 추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방안은 다른 가정이나 정의

를 사용한 전문가와 재 접촉해서 합의된 정의와 가정을 사용한 새로운 응답을 요청

하는 것이다. 

(2)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외부의 관련자들이 전문가 응답의 

차이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이런 전문가 응답의 차이

점이 전문가의 응답에 내재한 불확실성과 다양성에 기인한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을 

외부 관계자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들 차이점이 수행된 추출 

방법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공해야 한다.  

 

마. 전문가 의견 수집 회의 전에 제공해야 할 사항 

- 연구 목적 

- 참여 전문가 목록 

- 시설, 계통, 장비, 기기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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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정의 

-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설명 

- 관련된 전문가 의견 수련 과정 예와 결과(가능한 경우) 

- 전문가 의견 취합 방법 

- 질문의 배경 설명이 있는 설문 양식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설명  

 

제2절 전문가 의견 취합 방법 

의견 수집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들은 동일한 수치 기준으로 통계적인 분석 방법

을 사용하여 정량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량화 과정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

니다. 같은 전문가가 같은 질문에 대해 항상 같은 형태로 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림 2, 그림 3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대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

No Consensus Consensus

동일 가중치 다른 가중치

정량적 가중치 Weighing

각 전문가는 같은 
결정론적 값이나 
모델을 믿는다

각 전문가는 변수 
또는 모델 모수에 
대한 같은 확률분

포를 믿는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확
률분포는 그룹으로 그 
견해를 표현한다는데 

동의한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확
률분포는 전체적인 과
학적 community를 표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림 2. 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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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 인지

연구 책임자 선정

연구 범위 정의

Technical 
Integrator(TI) 선정

Technical Integrator와 
Facilitator(TIF) 선정

Peer Reviewer인
지와 선정

기술적 문제점 인
지와 선정

전문가와 Peer 
reviewer 인지와 선정

기술적 문제, 이용가능한 정보, 설
계 분석 자료, 정보원과 정보 검색 

방법 인지

문제점 토의와 다듬기

분석 수행, 문제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필요한 정량 

평가 수행
의견 추출을 위한 전문가 교육

그룹의 상호작용 관리와 의견 
추출

분석, 취합, 개정, 의견 불일치 해결과 필요한 
절얄 평가에 대한 consensus

상세 검토 관리

과정 문서화와 결과 토의

자료 진단 수행 Peer review 관리

정량평가치 개정과 상세 검
토에 대한 응답

과정 문서화와 결과 토의

 

 

그림 3.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과제의 필요에 의하여 복수의 전문가 또는 전문가의 서로 다른 답으로부터 하나의 

답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한 기본적 방법은 i)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나의 합의된 해답에 도달할 때까지 작업을 하게 하는 것과 ii) 전문가들의 응답을 

수학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해답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까지 합의에 도달시킨 후 수학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다. 다음

은 상기 두 가지 결합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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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적 집성 

행동적 집성 방법은 전문가의 합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합의는 종종 추출 세션 중

에 이루어진다. 그룹 환경에서는 중재자가 전문가들에게 하나의 합의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과 양보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Delphi방법에서는 하나의 해답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문가 응답을 교환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션 진행 중에 하나의 합의된 답을 구할 수 있고 또 합의된 응답이기 때문에 전문

가의 익명성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응답 결과

를 지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특정 추출 환경 및 치우침 방지 방안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므로 사전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특정한 경우에

는 ‘누구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부지중에 묵인하게 되는’ 그룹 사고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방법은 또한 그룹 사고가 무의식적 동의 방식을 허용하

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다른 의견 제시를 억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

에 올바른 답을 찾을 가능성을 낮춘다.  

2. 수학적 집성 

복수 전문가의 응답을 하나의 평가값 또는 하나의 추정 분포로 만들기 위해 수학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가 각각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주던지 전문

가의 전문성이나 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행동적 집성 방식보다는 계획이 늦어도 된다. 또 서로 다른 수학적 방식을 연속적

으로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모든 집성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응답들 사

이의 상이성과 그 상이성의 이유를 모호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방

식으로 사용하여 만든 하나의 응답이 관련된 모든 전문가가 거부하는 답이 되는 경

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어떤 물리적 과정을 기술하는 서로 다

른 분포 상태들을 응답했다면 아들을 수학적으로 집성한 결과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기술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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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적용 예: 정비규정 가중치 설정 

정비효과 감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발전소 구조물, 계통, 기기(Structures, 

Systems, Components; SSCs)에 대한 안전 중요도(Safety-Significant) 여부 결정

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한 정성적인 방법 사용하였다. 전문가 그룹을 통한 발전

소 SSCs의 Safety-Significant 분류를 위해, 발전소 기능을 분류하고 각 기능에 대

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1절 전문가 의견 취합 과정 

 본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은 Delphi 기법으로, 이 기법은 Helmer와 Gordon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전문가들의 반복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각 전문가가 논의 대상의 질문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참여한 전문가 전

원의 정보가 모아지면, 극단론을 제시한 사람들은 다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

하도록 한다. Delphi 기법에서 전문가 의견 추출을 위한 일반적 단계는 다음과 같

다:  

 해결해야 할 문제(Issue)나 질문의 선정과 설문서 개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질문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선정  

 전문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전문가의 의견 취합  

 단,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의 응답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함  

 취합된 의견을 중앙치 형태로 25% 와 75% percentile 값으로 계산  

 전문가들로 하여금 1차 결과를 검토하게 하고 1차 응답에 대한 수정 기회를 제

공  

 4분위 범위 밖의 응답을 제공한 응답자는 설문의 완전성을 위해 2차 설문에서 

응답에 대한 근거의 문서화나 토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1. 문제 제기 

각 SSCs가 발전소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발전

소가 사고 시와 정상 운전 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찾아 

분류한다. 본 과정에서는 NURARC 93-01에서 분류한 기능을 사용하였는데, 모두 

10가지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사고 대응 기능을 4개로 정상 운전 

기능을 6개로 분류하였다. 사고 대응 기능은 사고 발생시 궁극적으로 소외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고를 완화하는 기능으로서 원자로냉각재계통(Reactor 



 

- 46 - 

Coolant System; RCS) 압력경계 건전성을 유지, 원자로 정지, 격납용기 대기의 열 

및 방사성 물질 제거와 건전성을 유지, 원자로로부터 열 제거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정상 운전 기능은 발전소 정상 출력운전에 필요한 기능으로서 1차 계통, 2차 계통, 

압력제어, 지원계통, 전력공급, 제어동력제공 기능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정상운

전 상태로부터 이탈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4는 Delphi 평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표준형원전(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의 대표적인 계통이 수행하는 주 기능을 고려하여 계

통을 Delphi 평가항목과 대응시켜 놓은 그림이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원자로 정지

기능과 원자로 열 제거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은 원자로 냉각재계

통으로 붕산이 들어가는 측면은 원자로 정지기능에 해당되며, 냉각수가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원자로 열 제거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pert Panel이 평가해야 할 가중치는 다음 두 가지 사항으로 분류 된다: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사고에 대응한 발전소 기능과 정상 출력 

운전 중의 발전소 기능의 실패가 발전소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중치 설정  

선정된 예제 계통이 제공된 발전소 기능의 성공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중

치 할당  

가. 사고 대응 기능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 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Required to 

shutdown the reactor and maintain it in a safe shutdown condition)  

  - 원자로를 정지하는 부 반응도를 주입하는 기능으로 원자로보호계통, 다중

보호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안전주입계통 등이 여기에 속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 건전성 유지 기능(Required to maintain the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원자로압력용기 및 배관과 원자로냉각

재 계통의 과압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저온과압보호밸

브 기능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격납용기 대기의 열 및 방사성 물질 제거와 건전성 유지 기능(Required to 

remove heat and radioactivity from containment and maintain 

containment integrity)  

  - 격납건물, 격납건물 살수계통, 수소재결합기, 격납건물 관통부/격리밸브 및 

이를 지원하는 계통인 기기냉각수계통(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CWS), 기기냉각해수계통(Essential Service Water System; ESWS), 공기조

화계통(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HVAC) 등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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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속한다.  

 원자로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기능(Required to remove heat from the 

reactor)  

  - 1, 2차측 열제거 기능과 보조 기능이 여기에 속한다. 1차측 열제거 기능으

로는 비상노심냉각계통(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ECCS)이 해당되

며, 2차측 열제거 기능으로는 보조급수 계통(Auxiliary FeedWater System; 

AFWS), 주급수계통(Main FeedWater System; MFWS), SBCS, ADV, 보조계

통으로는 CCW, ESW, HVAC, 필수냉방계통(Essential Chiller), 전원공급계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 정상 운전 기능 

 1 차측 열제거 기능(Required to provide primary side heat removal)  

  - 발전소 정상운전에 필요한 1 차 계통으로 원자로냉각계통과 화학 체적 

제어계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동력 변환 기능(Required for power conversion)  

  - 발전소 정상운전에 필요한 2 차 계통으로 급수계통, 증기발생기, 주 증기 

계통, 터빈, 발전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1 차측, 2 차측 또는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Required to provide 

primary, secondary or containment pressure control)  

  - 발전소 정상운전에 필요한 압력제어 기능으로 가압기 살수, 가압기 전열기, 

증기발생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냉각수 공급, 기기 또는 실 냉각(Required to provide cooling water, 

component or room cooling)  

  - 발전소 정상운전에 필요한 냉각계통으로 CCW, ESW, TBCCW, TBOCW, 

CW, HVAC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력 공급 기능(Required to provide electric power)  

- 발전소 정상운전에 필요한 AC, DC 전원 공급 기능  

 구동 및 제어 동력 공급 기능(Required to provide other motive or control 

power)  

  - 발전소 정상운전에 필요한 구동 및 제어용 동력을 공급 기능으로 

공기압축기, EHC, 제어전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설문서 개발 

Delphi 평가를 위해서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을 위해 적절한 설문양식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질문에 대한 각 전문가의 이해를 도와 여러 차례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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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즉, 설문 양식 개발 시 가중치 할당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

면 질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각 전문가 사이의 편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가중치 할당 시 각 기능에 대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을 고려하여 값을 할당하도록 한다. 이 때, 숫자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낮은 것

으로 하고, 1에서 10까지의 수를 할당한다. 이러한 과정은 각 발전소 기능에 대한 

가중치 설정과 설정된 가중치 검증을 위해 계통이나 정비효과 감시 대상 기능을 대

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단, 개발되는 지침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 시나 가중

치 할 당 요령 등을 기술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개발된 설문서 양식은 다음 표 7표 1과 같다.  

 표 7. 발전소 기능 평가표  

      차 평가  

Delphi 평가 기준 

   계통 엔지니어      정비기술자/계획자     PSA 엔지니어 

   계통 설계자        기타 (           ) 

   운전 경험 (      년)                                응답자              

사고 후 대응 기능 가중치*

1.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 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 Fast insertion(원자로 보호기능)과 Slow insertion(비상냉각수

공급)기능을 의미 

  

2.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능: 능동 및 수동 측면에서 압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능   

3. 격납용기 대기의 열 및 방사성 물질 제거와 건전성 유지 기능: 능동 및 수동 측면에서 격납용기 내의 열제거 관련

기능과 방사성 물질의 대기 중 방출 방지 기능  

  

4. 원자로 열제거 기능: 일차측 및 이차측 열제거 기능과 열제거를 위한 보조 기능(기기냉각해수, 기기냉각수, 전원 등)

포함 

  

사고 후 대응 합  

정상 출력 운전 시의 기능   

1. 일차측 열제거 기능   

2. 동력 변환 기능: 전력 생산을 위한 동력 변환 기능   

3.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 제어 기능   

4.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5. 전력 공급 기능: AC, DC 전원 공급 기능   

6. 구동 제어 전원 공급 기능: 압축 공기 등의 제공 기능   

정상 운전 합  

합계  

근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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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elphi 평가항목에 대응하는 KSNP의 대표적인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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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선정  

 

본 절에서는 가중치 선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 및 전문가의 자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가.  구성 (Composition)  

Expert Panel 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한다:  

 운전 관련 전문가 (Operations)  

 계통 엔지니어 (System Engineer)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전문가  

 심층방어(Defense In Depth, DID) 전문가  

 사고 해석 분야 전문가: 열수력 분석 분야 전문가,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분야 

전문가  

 계통 설계자(System Designer)  

 

본 과정에서는 위에 언급된 분야 중 계통 설계자를 제외한 5 분야의 전문가 

6 인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나. 자격 요건 (Qualifications)  

전문가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 경력이 최소 5 년 이상이어야 한다:  

발전소 및 계통 운전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현재 또는 

과거에 SRO 자격증 소지자  

 PSA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DID 개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사고해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  

 정비효율성 감시 요건을 잘 이해하는 사람  

 발전소 및 계통 수준의 고장 경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계통 및 발전소 설계 관련 분야에 정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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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중치 할당 지침 

가중치와 배점은 부록에 제공되는 할당 지침에 따라 할당한다. 가중치와 배점은 1-

10 사이의 숫자로 할당하는데, 표 3 을 참고하여 확신 정도를 가늠하고 할당한다. 

단, 발전소 전체 측면에서의 Delphi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다중보호(DID) 개념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중성(Redundancy), 다양성(Diversity), 

독립성(Independency), 단일고장(Single Failure) 및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토록 하였다. 상세한 할당 지침은 부록에 기술되어 있다.  

 

표 8. 가중치 할당 참고 표  

경향 순서 동의어(표현상) 가중치 Percent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확실한 기능  

(Near Certainty)  

사실상 (거의) 확실, 확신함, 높은 가능성 있음, 

대단히 높은 경향 

9-10 90-100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법한 기능 (Probable) 

있음직한 경향 있음 

믿는다 

추정한다 

가능하다 

6-8 60-89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과 미치지 않는 기능이 거의 동등한 

기능(Even Chance)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높지만 비슷함 

발생 가능성이 거의 비슷함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낮지만 비슷함 

  

4-5 40-59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법하지 않은 기능 (Improbable)

있을법하지 않음 

가망이 없음 

믿지 않음 

2-3 10-39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Near Impossibility) 

거의 발생 불가능함 

매우 낮은 가능성 

발생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러움 

1 0-9

Kent Chart 참고(NUREG/CR-5424)
[4]

  

    

5. 전문가 의견 수집 과정 

전문가 의견 수집은 3 차에 걸쳐 수행되었다. 1 차와 2 차는 전자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3 차 과정은 회의를 통해 수행되었다. 1 차에서는 우선 작성된 

가중치 할당 지침서를 제공하고 지침서에 따라 가중치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의문 

사항은 전화 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취합자와 연락을 하도록 하였고, 2 차에서는 

1 차 취합 분석 결과 극단적인 값을 제공한 전문가에게 값을 할당한 근거와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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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1, 2 차 과정에서는 각 전문가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여 한 전문가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3 차 과정에서는 지침서로 내용 전달이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하고 이견을 조율한 후 가중치를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런 일련의 수집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1 차 취합 결과를 분석하여 4 분위 범위 밖의 응답을 제공한 응답자는 설문의 

완전성을 위해, 2 차 설문에서 1 차 결과를 검토하게 하고 1 차 응답에 대한 수정 

기회를 제공하고 응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차 설문은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이 편차를 보이는 질문 항목에 대해 각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시 

값을 입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2절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및 분석 

가중치 설정 및 검증을 위해, 발전소 전체 측면에서의 델파이 평가 항목별 가중치 

할당과 3 개의 예제 계통인 보조급수계통(AF; Auxiliary Feedwater System), 

주증기계통(MS; Main Steam System), 순환수계통(CW; Circulating Water 

System)에 대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케 하였다. 1 차취합 결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1 차 결과를 검토하게 하고 1 차 응답에 대한 수정 기회를 제공하고 4 분위 

범위의 밖의 응답을 제공한 응답자는 설문의 완전성을 위해 2 차 설문에서 응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편차를 보이는 

질문항목에 대한 토의를 한 후 평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1, 2, 3 차의 

설문 취합 결과는 표 4, 5, 6 및 그림 4, 5, 6 과 같다.   

사고 후 대응에 대한 가중치를 2 배로 할 경우, 가중치를 3 배로 할 경우에 비해 

대기 중인 계통들이 상대적으로 Screen Out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2.5 배나 3 배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발전소 운영 

측면에서 BOP(Balance of Plant) 계통의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면 사고 후 

대응 기능에 대해 2.5 배의 가중치를 사용하고 아니면 3 배의 가중치를 사용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분석에서는 사고 대응기능에 대한 가중치를 

3 배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NUMARC 93-01 에서 평가된 가중치보다 정상 

운전 시의 가중치가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사고 후 대응 기능에 대한 가중치를 

3 배로 하더라도 정비효과 감시 프로그램 도입 배경인 BOP 계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만족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가중치 설정 결과는 

표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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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차 가중치 평가 결과  

사고 후 대응 기능-사고 완화 측면 평균 A B C D E F N-평균* 

1.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 정지 상태 유지 기능 8.3 7 9 6 7.5 10 10 4.0 

2.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 경계의 건전성 유지 기능 7.4 5 7 7 6.5 10 9 6.7 

3. 격납건물 대기의 열 및 방사성 물질 제거와 건전성 유지 기능 7.3 7 6 7 6 10 8 7.3 

4. 원자로의 열제거 기능 9.2 10 8 9 9 9 10 9.0 

정상 출력 운전 시의 기능-사고 유발 측면                 

1. 일차측 열제거 기능 8.1 8 9 7 5.5 9 10 4.7 

2. 동력 변환 기능 7.3 9 5 7 8 9 6 7.7 

3. 일차측, 이차측 격납용기의 압력제어 기능 6.5 5 6 8 5 9 6 4.7 

4. 기기 또는 기기실 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 기능 7.4 7 7 9 4.5 9 8 4.3 

5. 전력 공급 기능 8.5 8 8 9 7 9 10 6.7 

6. 구동 및 제어 전력 공급 기능 6.3 4 7 7 4 8 8 3.7 

                  

A, B, C, D, E, F: 각 전문가  

*NUMARC 93-01 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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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SSCs의 안전 등급 분류를 위해 필요한 전문

가 의견의 체계적인 취합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의 체계적인 취합을 

위해 기존의 전문가 의견 취합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합한 취합 방법을 선정

하였으며, 미국의 SSCs 안전등급 재분류 지침을 참고로 전문가 의견 취합 기본 지

침을 개발하였다.  

PSA수행결과에 따르면,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중요하게 여겨왔던 어떤 기기들은 

안전이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반대로 중요치 않

게 여겨졌던 기기들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위험도 통찰로 인해 미국에서는 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발전

소의 기기들을 재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외 대부분의 규정에서 결정론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기기인 안전관

련 기기는 특별 처리 요건 대상이고 비 안전 관련 기기는 특별 처리 요건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안전관련 기기라 해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특별 처리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위험도 정보

를 활용하여 SSCs의 등급 분류를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어 오고 있다. 그

러나 SSCs를 재 분류를 위해서는 위험도 정보뿐 아니라 공학적 판단이나 결정론적 

평가 결과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의견에 의존을 해야 하는 부분

이 많고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

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기기 재 분류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가 의견 추출 기본 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기본 지침에 따라 작성된 정비규정 수행용 전문가 의견 추출 지침서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지침서는 실제 고리 3,4호기 및 울진 3,4호기의 정비규정 시범 

적용에서 사용되었다[14]. 정비규정 시범 적용에서의 전문가 의견 추출 과정을 통

해 지침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전문가 의견 추출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전문가 의견 추출이 필요한 과제에서는 전문가 

의견 추출 기본 지침에 따라 목적에 맞는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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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10CFR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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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정의  

Risk-informed Safety Class(RISC)-1 SSC는 안전을 위해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SSC를 의미한다. RISC-2 SSC는 안전을 위해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비 

안전관련 SSC를 의미한다. RISC-3 SSC는 안전을 위해 낮은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SSC를 의미한다. RISC-4 SSC는 안전을 위해 낮은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비 안전관련 SSC를 의미한다. 

여기서, 안전을 위한 주요 기능이란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인해 심층 방어(DID), 

안전여유도 또는 위험도 측면에서 위험성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

한다. 

 

A.2 SSC의 Risk-informed Treatment 적용성과 범위 

10CFR50.21(b) 또는 50.22에 의한 경수로 운영 면허 소유자, 이 장의 Part 54 경

수로 운영 갱신 소유자 또는 50.22 또는 10CFR Part 52하의 경수로 시설 면허 지

원자는 다음의 RISC-3와 RISC-4 SSCs에 대한 적용 10CFR 코드를 10CFR50.69 

대체 요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 

(i) 10CFR Part 21 

(ii) 10CFR50.49에서 환경 품질 요건 

(iii) 10 CFR 50.55(e) 

(iv) 10 CFR 50.55 a(h)에서 참조로 통합함으로써, 10 CFR 50.55 a(f)에

서 가동 중 시험요건, 가동 중 검사, 수리, 대체, 10 CFR 50.55 a(g)

에서 ASME Class 2,3 SSCs 에 대한 요건; IEEE 279의 4.3절과 4.4

절 그리고 IEEE 603-1991의 5.3절과 5.4절에서의 전기 기기 품질

과 조건에 대한 요건 

(v) (a)(4)항을 제외한 10 CFR 50.65 

(vi) 10 CFR 50.72 

(vii) 10 CFR 50.73 

(viii) 10 CFR Part 50의 Appendix B 

(ix) 다음 범주를 만족시키는 관통 부위와 밸브에 대해, 10 CFR Part 50 

Appendix J의 Option A와 B 모두에서 Type B와 C 누설 시험 요건: 

(A) 1인치 또는 1인치보다 작은 정도의 지름 또는 지속적으로 가압

되는 격납건물 관통부위 

(B) 다음의 범주를 하나 또는 그 이상 만족하는 격납건물 격리 밸브 

① 노심손상사고를 방지 또는 왼화시키기 위해 사고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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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도록 요구되는 밸브 

② 평상시 닫혀 있고 물리적으로 폐쇄적인 물로 채워진 계통의 

밸브 

③ 격납건물 설계 압력률을 초과하는 배관 압력률을 갖고 원자

로 냉각 압력 경계에 연결되지 않는 물리적으로 폐쇄 계통

에 있는 밸브 

④ 1인치 또는 1인치보다 작은 정도의 밸브 

(x) Part 100의 Appendix A,  

(1) 이 절을 적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면허 소지자나 신청자는 다

음 정보를 포함하는 50.90에 준한 면허 갱신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i) RISC-1, RISC-2, RISC-3, RISC-4 SSCs 분류를 위한 절차 설명 

(ii)  정상운전, 저출력운전, 그리고 정지 시(특정 발전소 PSA, margins-

type approaches, 또는 중대사고 취약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다른 

체계적 평가 기법 포함) 내부와 외부사건에 대한 발전소를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의 품질과 상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설

명은 SSC의 분류를 위해 적절하다. 

(iii) 50.69 (b)(2)(ii)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행된 PRA 검토 과정의 결과 

(iv) 50.69(c)(1)(iv)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행된 treatment에 대한 영향 

특성 설명 

(2) 위원회는 면허자 또는 지원자가 RISC-1,2,3,4 분류를 위해 제안된 절차

가 50.69(c)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이 절을 적용하

는 것을 승인할 것이다. 

  

A.3 SSC 범주 분류 과정 

(1) SSCs의 안전중요 기능을 파악하는 분류과정을 사용해 RISC-1, RISC-2, 

RISC-3, RISC-4로 반드시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i) 발전소 고유 PRA 결과와 통찰(insights)을 고려해야 한다. 발전소 

고유 PRA에서는 최소한 전출력 운전 시의 내부 초기사건에서 발생

되는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반드시 모델 해야 한다. PRA는 분류과정

을 지원하도록 품질과 상세수준 면에서 충분해야 하고, standard나 

NRC에서 승인한 승인기준에 따라 평가된 상세검토과정 대상이어야 

한다.   

(ii) 발전소 고유 PRA에 모델되지 않은 SSCs를 포함해서 내부 및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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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건, SSCs, 발전소 운전 모드를 다루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사용하여 SSC 기능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해야 한다. 파악되

고 고려되는 기능에는 설계기준 기능과 중대사고의 완화와 방지에 

고려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SSC 중요도를 특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의 모든 측면은 현재의 발전소 

배열과 운전 관행, 적용 발전소와 산업계 운전 경험을 반드시 타당

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iii) 심층방어철학을 유지해야 한다  

(iv) RISC-3로 분류된 SSCs에 대해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유지되고 

50.69 (b) (1)과 50.69 (d) (2)의 실행 결과로 CDF와 LERF의 임의

적인 잠재적 증가가 다음 사항에 의해 작음을 보여야 한다: 

(A) 설계기준과 중대사고 조건하의 SSC 성능과 수행특성, 능동과 수동

기능에 대해 알려진 마모 기계(degradation mechanism)로 부터의 

공통원인 작용 민감성과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SSC 신뢰도에 대해 

RISC-3 SSCs에 적용되는 처리 영향을 특성화해야 한다. 처리 과정

은 분류과정에서 인정한 가정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B) 50.69(c)(1)(iv)(A)하에 고려된 영향과 일치하는 SSC 고장율을 고

려하는 CDF와 LERF 변화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2) SSCs는 종합적인 의사결정 패널에 의해 반드시 분류 되야 한다. 종합적인 

의사결정 패널은 최소한 PRA, 안전분석, 발전소 운전, 설계공학, 계통공학

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발전소의 식견 있는 구성원들로 구성 되야 한다. 

 

A. 4 대체 처리 요건  

(1) RISC-1과 RISC-2 SSCs: 사업자나 지원자는 RISC-1과 2의 가정된 성능과 

관련된 분류 과정에서 중요 가정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SSC에 적용된 처리를 평가하는 분류 과정 가정사항에 RISC-1과 2가 일치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반드시 입증시켜야 한다.  

(2) RISC-3 SSCs: 사업자 또는 지원자는 RISC-3 SSCs의 사용기간에 걸쳐 설

계기준 조건 하에 이들의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성능에 타당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RISC-3에 대한 설계, 구매, 검사, 보수, 시험, 점검, 그리고 

수정조치를 제어하는 과정을 반드시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

정은 산업계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자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반드

시 만족해야 하고, 적용 가능한 기기 제작자 추천사항과 운전 경험을 다루

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실행과 그 과정의 효용성 평가는 문서화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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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침서를 통해 반드시 제어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처리과정은 분류과정

에서 인정된 가정사항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과정은 또한 적용 시 다음 

요건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i) 설계 제어: RISC-SSCs에 대한 설계 기능요건과 근거는 적합한 물질

/방법/기준(standards)의 선정, 설계 적절성 입증, 설치와 설치 후 시

험 제어, 설계 변경 제어를 포함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제어되

어야 한다. RISC-3 SSCs는 환경 조건(즉, 온도, 압력, 습기, 화학적 

효과, 방사선, 침수)과 영향(노화와 상승작용), 지진조건(정상과 지진

운동을 동반하는 사고조건의 설계 부하 결합)에 대한 설계 요건을 

포함한 안전관련 기능을 RISC-3 SSCs가 수행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도록 하는 문서화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ASME class 

2&3 SSCs 또는 부품에 대한 요건사항은 (1) ASME BPV code의 요

건사항 또는 (2) 대체로 적용 가능해 산업계의 산업체 관행에서 일

반적으로 승인되어 자발적으로 합의된 기준의 기술적 그리고 행정적

인 요건사항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ASME class 2& 3 SSCs와 

부품들은 대체되는 SSC나 부품의 파괴강도(fracture toughness) 요

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ii) 구매: 구매된 RISC-3 SSCs는 설계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영

수증을 받으면, 사업자는 받은 물품이 주문한 물품이라는 것을 반드

시 입증해야 한다.  

(iii) 보수, 점검, 시험과 감시: 주기적인 보수, 점검, 시험과 감시활동이 

미리 규정된 승인기준과, RISC-3 SSCs가 다음의 계획된 활동까지 

설계기준 조건하에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남아있는 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된 결과를 사용하여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고 수

행되어야 한다.  

(iv) 수정 조치: RISC-3 SSC의 설계기준 조건하의 안전관련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조건은 적시에 반드시 파악되어야 하고, 문서화되고, 수정

되어야 한다. 품질에 안 좋은 중요 조건의 경우에, 조치는 조건의 원

인이 결정되고 반복을 배제하기 위해 수정 조치가 취해지도록 반드

시 확신 시켜야 한다.   

 

A. 5 평가결과(feedback)와 과정 수정 

(1) RISC-1, RISC-2, RISC-3, RISC-4 SSCs: 적시에 그러나 매 36개월 이전 

사업자는 반드시 발전소와 운전 관행, 그리고 적용 가능한 산업계 운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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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고 필요 시 PRA와 SSC 분류를 개정해야 한다.  

(2) RISC-1과 RISC-2 SSCs: 사업자는 반드시 RISC-1과 RISC-2의 SSCs를 

감시해야 하고, 적시에 그리고 매 36개월 이전 성능이 분류과정에서 인정한 

성능과 일치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에 근거해서, 사업자는 분류 과정

과 결과의 가정사항에 대해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분류 또는 처리 고정

에 필요한 조절을 해야 한다.  

(3) RISC-3 SSCs: 성능이 분류과정에서 인정한 성능과 일치한다면 성능의 저하

가 SSC에 적용된 처리 변화로 인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RISC-3 SSCs

의 성능 데이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A. 6 프로그램 문서화와 변화 제어 

(1) 사업자 또는 지원자는 50.69(b)(1)하의 임의 요건을 삭제하기 전에 이 절의 

(c)절하의 임의 SSC 분류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2) 이 절의 실행 뒤, 사업자 또는 지원자는 계통들이 분류된 것을 반영하기 위

해 FSAR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3) 사업자가 SSC에 대한 이 절을 실행 시, 50.69(d)에 따른 변경의 실행에 대

한 FSAR 변경에는 50.59 평가 지원을 포함할 필요 없다. 만일 이 절의 요

건을 계속 적용한다면 QA 계획이나 FSAR에 기술된 50.69(d)의 실행에 대

한 프로그램과 절차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A. 7 보고 

사업자는 RISC-1이나 RISC-2가 안전 중요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어떤 사건이나 

조건에 대해 50.73(b)하에 사업자 사건 보고서(licensee event report)를 반드시 제

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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