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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원전의 규제 및 운전에 위험도 정보 활용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의 품질 및 신뢰성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PSA 불확실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인간신뢰도 

분석(HRA)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HRA 표준 방법의 개발 과정은 첫째, 

현행 국내 HRA의 품질 수준 및 개선점 파악, 둘째, HRA 표준 방법 개발을 위한 

요건 개발, 셋째, HRA 절차 및 방법의 표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HRA 품질 수준의 

평가 및 개발 요건의 도출에는 ASME PRA Standard의 기준과 요건을 사용하였다. 

HRA 표준 방법은 그 동안 국내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THERP과 ASEP HRA 

방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기존에 이들 두 방법 사용시, 분석의 세부적인 

절차나 수준, 평가 규칙 및 기준이 명시화 되지 못한 관계로 분석자에 따른 차이가 

컸었는데, HRA 표준 방법에서는 이들 분석 절차, 평가 규칙 및 기준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표준화 함으로써 분석자 간의 차이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분석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HRA 표준 방법 개발에는 국내 관련 기관의 

HRA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절차와 방법 및 평가 규칙을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적용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표준 방법의 기술적 타당성과 

사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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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as the demand of risk-informed regulation and applications 

increase, the qualitiy and reliability of 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has been more important. KAERI started a study to standardize the 

process and the rules of 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 which was known as 

a major contributor to the uncertainty of PSA. The study made progress as 

follows; 1) assessing the level of quality of the HRAs in Korea and 

identifying the weaknesses of the HRAs, 2)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for 

developing a standard HRA method, 3) developing the process and rules for 

quantifying human error probability. Since the risk-informed applications use 

the ASME PSA standard to ensure PSA quality, the standard HRA method was 

developed to meet the ASME HRA requirements with level of category II. The 

standard method was based on THERP and ASEP HRA that are widely used for 

conventional HRA. However, the method focuses on standardizing and specifying 

the analysis process, quantification rules and criteria to minimize the 

devi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caused by different analysts. Several HRA 

expert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in Korea participated in developing the 

standard method. Several case studies were interatively undertaken to verify 

the usabi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standar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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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과장님도 바쁘신 중에도 HRA 표준 방법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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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정보활용을 위해 국내 HRA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공감하에 시작한 일이 

HRA 표준 방법 개발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HRA 품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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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보완해 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도 방법 개발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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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규제 및 운전에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를 기반으로 한 위험도 정보 활용(Risk-Informed Application; RIA)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PSA의 품질 및 신뢰성이 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ASME PRA 요건[ASME, 2002]이나 NEI PRA 요건[NEI, 2000] 등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여러 목적의 RIA를 위한 PSA 품질 등급이 정의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들이 구체화되었다. RIA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이들 

요건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 원전 PSA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RIA의 국내 적용에 

필요한 품질 등급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개선 항목을 파악한 바 

있다[양준언, 2003a, 2003b].  

이들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준 원전에 대한 PSA[한전, 2000]의 여러 분야 

중 HRA(Human Reliability Analysis)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개선할 항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1은 ASME PRA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한 

표준 원전 PSA의 분야별 등급 수준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RA는 

등급 I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서, 전체 55% 이상이 등급 I 이하로 평가되었다 

[양준언, 2003b].  참고로 RIA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급 II 이상의 품질 수준이 

요구된다. 

HRA는 RIA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PSA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원자력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 검토 지침[USNRC, 2002]에 의하면 주제어실의 

인간공학 평가시에도 HRA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HRA의 활용과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HRA의 품질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HRA는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 등급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분야이다. 

HRA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부분은 분석 결과의 불확실성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1) 인적오류 데이터 부족, 2) 인적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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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 3) 통일된 분석 방법 및 절차 부족, 4) 분석자의 

주관적 평가 등을 들 수 있다[Swain, 1992; 정원대, 2000]. 물론 HRA 불확실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제 오류 자료가 없어서 데이터에 근거한 오류확률의 추정이나 

평가 모델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에 의한 오류확률 

추정은 동일 조건의 반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인적오류는 기계와는 달리 이런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인적오류의 특성 상 실제 자료를 모으기도 

어려울뿐더러,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의 문제 등으로 실제 데이터로부터의 직접적인 

오류확률 추정은 앞으로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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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준 원전 PSA의 품질 등급 (ASME PRA 요건 기준) 

 

HRA 불확실성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분석 과정에 개입되는 분석자의 

주관성이다. 실제 데이터로부터 직접 인적오류 확률을 추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류 확률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HRA와 같은 공학적 접근(engineering approach) 

방식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크게 전문가 판단(expert judgment) 

기법이나 수리적 모델을 사용하는 분석적 방법(analytic method)이 있는데[정원대,  

2000],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분석의 여러 단계에서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 PSA 수행시 사용하는 HRA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HRA 방법이 분석 절차나 평가 규칙 및 기준이 상세한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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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분석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를 

보더라도 PSA 수행 기관에 따라 다른 HRA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동일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분석자에 따라 평가의 세부적 절차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왔다.  

따라서 오류 데이터나 오류 모형 등 HRA의 기술 근거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HRA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방향은 통일된 분석 방법의 

개발과 분석과정에서 분석자의 주관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규칙 및 

기준의 제공 그리고 분석을 지원하는 전산 지원시스템의 개발이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HRA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ASME PRA standard 요건의 등급(category) II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HRA 방법의 개발을 기술적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HRA 표준 방법이란 원전의 PSA를 위해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HRA 방법과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분석 절차와 세부 평가 규칙이 표준화된 

HRA 방법이다. 최근에 기존 HRA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거나 연구 중인 

차세대 HRA 방법은 표준화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차세대 HRA 방법은 

개념적으로는 기존 HRA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부적절한 조치(Error of Commission; 

EOC)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이 실제 원전의 

PSA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분석에 필요한 인력문제, 방법의 사용성, PSA 모델과의 

논리적 일치성 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따라서 HRA 표준 방법은 현 

기술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HRA에 적용을 목표로 방법의 기술 수준을 

정의하였다.    

HRA 표준 방법은 이제까지 개발된 많은 방법 중에서 아직까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계속 사용되어 온 THERP[Swain, 1983]과 ASEP 

HRA(이하 ASEP) 방법[Swain, 1987]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두 방법 모두 HRA 

수행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분석의 세부적인 절차나 수준, 평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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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준이 세부적인 것까지 명시화되지 못한 관계로 이들 방법 사용시 분석자에 

따른 차이가 컸다. 따라서 HRA 표준 방법에서는 분석 절차, 평가 규칙 및 기준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표준화 함으로써 방법을 사용하는 분석자 간의 

차이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분석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체 

체계는 THERP의 개선안인 ASEP 방법을 따르고 있지만, ASEP의 보수적 경향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개발하였다.  

HRA 표준 방법의 개발 과정에는 국내 관련 기관의 HRA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초기의 국내 HRA 기술 수준의 평가 단계에서부터 요건의 개발, 표준 

방법의 구체적인 기술적 절차, 규칙 및 기준의 개발, 그리고 개발된 방법의 적용 

분석 및 유효성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HRA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 특히 PSA 수행 기관인 KOPEC의 HRA 전문가들과는 별도의 기술 

실무회의를 통해 KAERI에서 만든 기술적 내용의 초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민감도 

분석과 사례 분석 과정을 거쳐 세부 내용을 결정하였다.  

HRA 표준 방법은 전출력 PSA는 물론 정지/저출력 PSA의 HRA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분석 체계와 절차를 갖고 있지만, 

정지/저출력 HRA 방법에서는 정지/저출력의 운전 및 직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 

규칙이나 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출력 HRA 표준 방법에 대해서만 

기술하였으며, 정지/저출력 HRA 표준 방법은 별도의 기술보고서[강대일, 2005a]로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HRA 수행 현황과 분석의 취약점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3장에는 

ASME HRA 요건을 기반으로 도출한 HRA 표준 방법의 개발 요건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 결과인 HRA 표준 방법은 4장에 기술하였다.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 

방법과 사고 후 인적오류 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적 내용이 4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인적오류 사건간 종속성 분석과 불확실성 분석도 4장에 정리되어 있다. 

5장에 HRA 표준 방법을 사용한 사례 분석을 정리하였으며, 6장 결론 순으로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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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HRA 국내 수행 현황 및 방법 검토  
 

제 1 절  HRA 국내 수행 현황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상용 원전에 대한 PSA인,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 PSA를 시작으로 전 호기에 대한 PSA가 수행되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PSA에서는 HRA 분야의 대표적인 방법인, THERP, ASEP HRA 및 HCR 방법이 HRA 

수행에 사용되어 왔다. 

고리 3,4호기 PSA에서는 HCR[EPRI, 1986] 및 THERP[Swain, 1983]이 사용되었다. 

진단오류의 평가는 당시 미국에서 유행을 하던 HCR 방법을, 수행오류 평가에는 

THERP 방법을 적용하였다. 고리 3,4호기 PSA 이후, 국내에서는 영광 3,4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표준 원전 계열에 대한 PSA가 연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표준 원전 

PSA의 HRA 수행에는 ASEP HRA 및 TEHERP 방법이 사용되었다. 사고 전 인적오류 

평가에는 THERP을 사용하였으며, 사고 후 인적오류 평가에는 ASEP이 주로 

사용되었다. 표 1에 국내에서 수행된 PSA와 사용된 HRA 방법을 정리하였다. 

표 1. 국내 HRA 수행 현황 및 분석 방법 

No PSA 과제명 PSA 성격 수행기관
보고서 

발행연도
HRA 방법 

1 고리 3,4 및  

영광 1,2 

가동원전 PSA KOPEC 1992 HCR/THERP 

2 영광 3,4 설계원전 PSA KAERI 1993 ASEP/THERP 

3 월성 2,3,4 설계원전 PSA KAERI 1997 ASEP/THERP 

4 울진 3,4 설계원전 PSA KAERI 1997 ASEP/THERP 

5 KNGR 설계원전 PSA KOPEC 2000 THERP 

6 영광 5,6 (전출력) 설계원전 PSA KAERI 2001 ASEP/THERP 

7 영광 5,6  

(정지/저출력) 

설계원전 PSA KAERI 2001 THERP 

8 울진 5,6 설계원전 PSA KEPRI 2002 ASEP/THERP 

9 고리 1 가동원전 PSA ACT 2002 ASEP/THERP 

10 고리 2 가동원전 PSA KOPEC 2003 ASEP/THERP 

11 고리 3,4 및  

영광 1,2 update 

가동원전 PSA KOPEC 2003 HCR/THERP (변경 또는 

추가된 부분만 분석) 

12 월성 1 가동원전 PSA KOPEC 2004 ASEP/THERP 

13 울진 1,2 호기 가동원전 PSA KOPEC 2005 ASEP/TH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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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HRA 방법 

WASH-1400[USNRC, 1977]에서 HRA를 위해 THERP 방법이 최초로 사용된 이후 

HRA를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Kirwan, 1994]. 특히 TMI 사고 이후 PSA가 

원전 안전성 평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에 여러 가지 HRA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들 방법은 크게 분석적 방법과 전문가 판단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적 방법이란 THERP이나 HCR처럼 인적오류 분석 절차나 모델을 

제시하고, 절차의 순서 혹은 모델의 수식에 따라 입력을 결정함으로써 오류확률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반면 전문가 판단 방법은 대상 직무의 오류확률 자체나 혹은 

오류영향인자의 가중치나 평가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통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오류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HRA 방법들이 

제시되었지만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  대표적인 HRA 방법 

구분 HRA 방법 참고문헌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NUREG/CR-1278 

[Swain, 1983] 

ASEP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Program) HRA 

NUREG/CR-4772 

[Swain, 1987] 

HCR (Human Cognitive Reliability)/ORE  

EPRI RP 2170-3, 

EPRI/NP-6560 

[Hannaman, 1986] 

CBDT (Cause-Based Decision Tree) 
EPRI/TR-100259 

[Parry, 1992]  

분석적 

방법 

HEART (Human Error Assessment and 

Reduction Technique) 

IEEE 4th Conference 

of HFs&PPs 

[Williams, 1988]  

SLIM (Success Likelihood Index 

Methodology) 

NUREG/CR-3518 

[Embrey, 1984] 

PC (Paired Comparison) 
NUREG/CR-2743 

[Sever, 1983] 

전문가 

판단 방법 

APJ (Absolute Probability Judgment) 
NUREG/CR-3688 

[Com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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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다양한 HRA 방법 중에서 국내에서는 THERP, 그리고 THERP을 기반으로한 

ASEP HRA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표 1 참조). 고리34호기 및 영광12호기 

PSA에서는 HCR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제 3 절  문헌에 나타난 기존 HRA 한계점 

기존 HRA 방법의 취약점과 그 적용 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다. Dougherty, Swain, Hollnagel, Parry, 

Jung 등 HRA 전문가에서부터 인지오류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존 HRA 방법의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Hirschberg, 1994].  

Dougherty[1992a]는 기존 HRA 방법이 다양한 인적오류를 고려하지 못하며, 실제 

오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오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 수행오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분석 결과의 검증 문제 등을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Swain[1992]은 주로 인적오류의 정량적 분석 관점에서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데이타의 부족과 부적절, 전문가 판단기법의 적용상 문제, 분석결과의 정확성과 

검증 문제, 인간행위의 이론적 근거 미흡 등을 주된 한계로 정리하였다. 

Hollnagel[1993]은 기존 HRA는 인적오류를 기계적 신뢰도분석 방법인 분해적 

기법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이며, 실제 작업 상황의 동적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류분석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Parry[1995]는 기존 방법이 수행오류(error of commission)를 다루지 못하고, 

정량화 과정 및 방법이 타당한 기술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점을 한계점으로 

적시하였다. Jung[2001]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이외에 HRA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미흡을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조직과 관리 및 안전문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도 기존 HRA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기존 HRA 방법의 한계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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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오류분석에 기계적 신뢰도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행위의 관찰 가능한 

외부적 특성만 고려하여 분석 

• 수행오류를 포함한 다양한 오류유형과 오류발생 영향인자를 반영하지 못 함  

• 오류확률의 정량적 평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오류확률의 정량 평가 방법 및 과정의 이론적 근거 미흡 

• 데이터 부족과 분석 결과의 검증 어려움 

국내 HRA에 대한 검토와 취약점 파악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정원대, 2000]. 이 

연구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된 것 외에 HRA를 위한 직무분석의 미흡, 오류유형의 

단순, 조직/관리 요인 미고려, 정량평가 규칙 불확실 등이 추가적인 취약점으로 

언급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 HRA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보다 신뢰성 높은 HRA 수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새로운 HRA 방법의 개발이 활발히 시도되었다. 차세대 HRA 방법 

또는 2세대 HRA 방법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방법들은 오류발생구조에 대해 최근에 

밝혀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차세대 HRA 방법으로는 CREAM [Hollnagel, 

1998], ATHEANA [USNRC, 2000], AGAPE-ET [Kim, 2004] 등이 있다.  

그러나 수행오류(EOC)를 포함한 인지오류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HRA 방법은 

아직 연구 개발 단계로서 실제 PSA의 HRA에 사용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오류발생 구조 및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 절차가 

복잡하여 인지공학 및 인적오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분석자가 필요하며,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PSA에 직접 사용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PSA에서는 당분간 기존 HRA의 취약점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 

개선된 HRA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PSA 정보를 원전의 규제 및 운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위험도 정보 

활용(Risk-Informaed Application) 업무가 활발해지면서 PSA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서 HRA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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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었다. HRA 불확실성 제거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는 HRA 절차 및 방법의 표준화가 있다. 

HRA 방법의 개선 및 표준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PSA 품질과 수준에 대한 

요건을 정리한 ASME PSA 요건과 NEI PSA 요건을 바탕으로 국내 HRA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표준화를 위한 개발 요건을 도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3장에 상세히 정리하였다. 



 

 - 16 -

제 3 장  HRA 표준 방법 개발 요건 
 

제 1 절  ASME HRA 요건   

1.  ASME 및 NEI PRA Standard의 HRA 요건 

발전소 운전 및 규제의 최적화를 위해 위험도 정보활용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위험도 정보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PSA의 품질이 중요한 선결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에 ASME PRA Standard(이하 ASME)[ASME, 2002]와 NEI PRA 

Peer Review Guideline(이하 NEI)[NEI, 2000]이 미국에서 발간되었다. ASME가 규제 

기관의 입장이 보다 반영된 것이라면, NEI는 사업자측의 입장이 강조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지침서에는 PSA 표준화와 더불어 위험도정보활용 적용 분야에 

따라 사용될 PSA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별로 데이터, 분석 방법, 그리고 문서화 

수준 등에 대해 만족해야 할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ASME와 NEI의 HRA 요건은 기본적으로 사고 전 인적오류(Pre-Initiator Human 

Failure Events), 사고 후 인적오류(Post-Initiator Human Failure Events), 

문서화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두 요건 모두 기본적으로 인적오류 사건의 

정의, 선별분석(Screening Analysis), 오류사건의 PSA 모델링, 정량 분석 및 

의존성 분석, 문서화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ASME HRA 요건은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모두 9개의 상위수준 요건과 34개의 

세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수준 요건 9개 중 4개가 사고 전 인적오류인 

일상직무 인적오류에 대한 것이고, 4개가 비상직무 인적오류 관련, 나머지 1개가 

문서화에 관한 요건이다. 반면 NEI HRA 요건은 모두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사항인 일반지침이 3개, 사고 전 인적오류 관련이 4개, 사고 후 인적오류 

관련이 18개, 의존성 평가 관련이 2개, 문서화 요건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두 요건 모두 HRA 분야에서 알려진 필수적인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고 

전 인적오류 부분은 요구하는 수준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SME 요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요건이 15개인데 반하여 NEI에서는 4개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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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가 NEI에 비해서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사고 전 인적오류가 PSA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단순하게 모델하고 분석하여 왔으나, 실제 사건 및 사고 분석 결과 사고 

전 인적오류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ASME에서는 이 부분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HRA 분석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행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된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ASME 및 NEA HRA 요건의 구성  

항목 
ASME HRA 요건(HLR) 및 

해당 상세요건 수 

요건

수 
NEI HRA 요건 구성 

요건

수 

일반지침  0 
- 일반지침 (3) (HR01 - 

HR03) 
3 

사고 전 

인적오류  

(pre-initiator 

HFEs) 

- HLR A. 오류파악(3) 

- HLR B. 선별분석(2) 

- HLR C. 오류사건 정의 

및 PSA 모델(3) 

- HLR D. 상세 정량화 및

의존성 분석(7) 

15 

- 오류파악 (2) (HR04 - 

HR05) 

- 선별분석 (1) (HR06) 

- 정량화 (1) (HR07) 

4 

사고 후 

인적오류 

(post-initiator 

HFEs) 

- HLR E. 오류파악(4) 

- HLR F. 오류사건 정의 

및 PSA 모델(2) 

- HLR G. 상세 정량화 및

의존성 분석(9) 

- HLR H. 회복행위(3) 

18 

- 오류파악 (2) (HR08 - 

HR09) 

- 오류사건 정의 및 PSA 

모델 (7) (HR10, HR14, 

HR16, HR22 - HR25) 

- 상세 정량화 (8) (HR11 - 

HR13, HR15, HR17-HR20) 

- 회복행위 (1) (HR21) 

18 

의존성  - 
- 의존성 평가 (2) (HR26 - 

HR27) 
2 

문서화 - HLR I. 문서화 (1) 1 
- 문서화 (3) (HR28 - 

HR30) 
3 

총 요건 수 
- HLR(상위요건) : 9 

- SR(세부요건) : 34 
34  HR01 - HR30  30 

2.  ASME PRA Standard의 HRA 요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SME와 NEI의 HRA 세부 요건이 거의 유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ASME 요건이 NEI에 비해 보다 세분화되고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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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필요한 기술적 항목들을 포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국내 표준 

방법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ASME 요건을 기준으로 현재의 국내 HRA 수준을 

평가하고, 표준 방법을 위한 개발 요건으로 결정하였다. 

ASME PRA Standard의 HRA 요건은 표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모두 9개의 상위수준 

요건과 34개의 상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9개의 상위수준 요건을 표 4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수준 요건 9개 중 4개가 사고 전 

인적오류인 일상직무 인적오류에 대한 것이고, 4개가 비상직무 인적오류 관련, 

나머지 1개가 문서화에 관한 요건이다.  

표 4. ASME PRA Standard의 HRA 상위수준 요건  

       요건 

번호 
상위수준 요건 (HLR : High Level Requirement) 

HLR-HR-A 
PSA에 모델된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직무의 파악에 

체계적인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HLR-HR-B 

모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없는 직무 행위에 대한 선별 

작업은 해당 발전소의 운전 방식이 어떻게 그런 직무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HLR-HR-C 

선별되지 않은 개별 행위는 적절한 인간실패사건(HFE)으로 

정의되어 PSA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기기, 계통 또는 안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HLR-HR-D 
Pre-initiator HFE의 평가는 인적수행도에 미치는 발전소와 직무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HLR-HR-E 
각 사고경위에서 관련된 운전원 대응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절차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HLR-HR-F 
필요한 반응행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HFEs는

사고경위의 구조 및 상세 수준과 일관성 있게 정의되어야 한다.  

HLR-HR-G 

Post-initiator HEFs의 정량 평가는 well-designed and self-

consistent process 를 사용해서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발전소 및 시나리오 특정 영향인자를 고려해야 하고, 동일 

사고경위 상에 있는 HFEs 간의 잠재적인 종속성을 고려한다. 

HLR-HR-H 

Recovery actions은 (cutset 혹은 시나리오 수준에서의) 그 

행위가 해당 시나리오에서 그럴듯하고 수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모델 되어야 한다. 오류확률의 추정은 시나리오 상의 이전 

인적오류 사건과의 종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HLR-HR-I 

HRA는 분석 과정을 기술하고 가정 사항과 그 근거를 상세히 

제공함 으로써 PSA 응용, 개정 및 독립검토에 적합한 형태로 

문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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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SME PRA Standard의 HRA 상세요건 예  

Table 4.4-5d  HLR-HR-D : pre-initiator HFE의 평가는 인적수행도에 미치는  

발전소 특성과 직무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Index 

No.HR-D 
CAPABILITY   

CATEGORY I 

CAPABILITY         

CATEGORY II 

CAPABILITY CATEGORY 

III 

HR-D1 체계적인 절차를 사용해서 HEP를 추정한다. 만족할만한 방법에는 THERP와

ASEP이 포함된다. 

HR-D2 pre-initiator의 

HEP 계산에 선별 

추정치 (screening 

estimates)를 

사용한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통에

대한 pre-initiator의 HEP는 

상세 평가를 한다. 

중요한 사고경위에 나타나지 

않는 계통의 pre-initiator의

HEP 계산에는 screening 

value를 사용할 수 있다. 

각 계통에 대한 pre-

initiator의 HEP는 

상세 평가를 한다. 

HR-D3   HEP 상세 평가에는, 평가과정에 다음과 같은 발전소

특정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a) 문서화된 절차서(for performing tasks)와 

관리체계(for independent review)의 수준(quality)

  (b) 계통 배치도(equipment configuration), I&C 

배치(layout)  등을 포함한 MMI 수준(quality) 

HR-D4 특정 HFE의 HEP 추정에 있어서, self-recovery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recovery를 고려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과 일관성 있는 pre-initiator 

recovery factor를 사용한다.  만일 pre-initiator errors에 recovery를 

고려한다면, 

  (a) 다수의 recovery를 제한하는 최대치를 만든다.  

  (b) pre-initiator의 recovery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한다. 

HR-D5 상호 종속성을 갖는 HFEs의 joint probability를 평가한다. (i.e., 같은 

시간대에 동일 작업자에 의해 수행된 것 같이, 오류 원인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HR-D6 HEPs의 불확실성 분석을 제공한다. HEPs로 점추정치를 사용할 경우, 

평균을 사용한다.  

HR-D7 발전소의 운전이력, 절차서, 운전상의 특성 및 경험에 비추어 HEPs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전체 계통 이용불능도에 영향을 주는 시험, 보수 및 보정 작업의 정량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운전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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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HRA 상위수준 요건 9개는 요건별로 다시 몇 개씩의 상세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상세요건은 분석 범위, 정보 분석 수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적 요건을 다루고 있다. 표 5에 HLR-HR-D(일상직무 인적오류의 정량분석에 

대한 요건)에 대한 상세 세부요건을 예로서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정량분석 방법의 

선택, 선별분석값, 발전소 특정정보 사용, 오류의 복구가능성 분석, 종속성 분석, 

불확실성 분석 등의 기준 및 수준을 category I, II, III 별로 제시하고 

있다.  Category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높은 품질 수준을 의미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도 정보 활용(Risk-Informed Application)에 사용할 수 있다. ASME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를 사용하여 평가한 표준 원전 PSA 등급 평가 결과는 

KAERI 기술보고서[양준언, 200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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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ASME PSA 요건에 따른 국내 PSA 수준 평가 

HRA 표준 방법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우선 ASME 요건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 

원전의 HRA의 등급 수준을 평가하였다. ASME와 NEI의 HRA 세부 요건이 상호 유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ASME 요건이 보다 체계화되어 있고 또한 

규제기관의 보수적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 표준 방법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를 평가의 기준 요건으로 선정하였다.  

표 6.  ASME 요건을 기준으로 표준 원전 HRA 수준 평가 예  

Table 4.4-5d  HLR-HR-D : pre-initiator HFE 의 평가는 인적수행도에 미치는  

발전소 특성과 직무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Index No. 

HR-D 

ASME 요건 만족에 

필요한 내용  

(II/III 기준) 

표준 원전 HRA 에 대한

검토 의견 
Category 

Category II 

만족을 위한 추가

업무 

HR-D1 
- 체계적인 절차 적용 

(ASEP/THERP 포함) 
- ASEP/THERP 적용 II - 만족 

HR-D2 

- 중요 계통 pre-

initiator HEP 상세 

평가 (II)  

- 특정 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 공히 사용

- 분석 수준은 단순 

screening 분석 

보다는 상세한 분석 

결과 사용 

II 

- 중요 계통 

선정기준 필요

- 상세 평가 수준

및 방법 필요 

HR-D3 
- 발전소 특정 관련 

정보 분석 및 정리  

- 일반적인 운전원 

직무 조직 및 관리 

수준 가정 

I 
- 상세 평가 수준

및 방법 필요 

HR-D4 

- pre-initiator 

recovery factor 를 

선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 

- pre-initiator HEP 

평가시 감독자에 

의한 recovery 고려 

- 일반적인 조직 관리 

수준 가정(확인못함)

I 

- 기술 근거 제시

- 상세 평가 수준

및 방법 필요 

 

표준 원전 HRA 수준 평가에는 국내 관련 기관의 HRA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높였다. 우선 각 요건의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요건별로 이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내용, 표준 원전 

HRA 수준 평가, 취약점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 등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6은 

표준 원전 HRA 수준 평가 및 개선점 정리의 간략한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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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ASME 요건을 기준으로 표준 원전의 HRA 등급을 평가한 결과, 전체 

34개 세부요건 중 45% 정도가 category II 이상이며, 55% 정도가 category I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표준 방법의 개발 관점에서 ASME 

요건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에서 등급의 판정이 전문가마다 

다를 경우 보수적인 판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표 7에 ASME 요건을 

기준으로 표준 원전의 HRA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사고 전과 후의 인적오류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일상직무 인적오류 분석인 경우, category II가 5건, 

category I이나 그 이하가 10건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상직무 인적오류 분석인 경우 

category II 또는 III가 10건, category I이나 그 이하가 9건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등급 II 이상을 필요로 하는 RIA(위험도정보활용)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급 I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의 품질 수준을 등급 II 이상으로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 분석 결과로 볼 때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이 사고 후 

인적오류 분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준 원전 

HRA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ASME HRA 요건이 기존 

HRA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표 7.  ASME 요건을 기준으로 한 표준 원전 HRA 수준  

항목 요건 수 
ASME 요건에 의한 표준 원전 HRA 

수준 

사고 전 인적오류 

(pre-initiator HFEs) 
15 

  - Category III : 0 

  - Category II : 5 

  - Category I : 8  

  - < Category I : 2 

사고 후 인적오류 

(pre-initiator HFEs) 
19 

  - Category III : 3 

  - Category II : 7 

  - Category I : 7  

  - < Category I : 2 

종합 34 

  - Category III : 3 

  - Category II : 12 

  - Category I : 15  

  - < Category I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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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HRA 표준 방법 개발 방향 및 요건 

ASME와 NEI HRA 요건 검토 결과와 이들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한 표준 원전 

HRA의 품질 등급 및 취약점 바탕으로 HRA 표준 방법 개발을 위한 방향과 요건을 

결정하였다. 표준 방법의 기본적인 개발 지침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HRA 방법 

및 절차를 기반으로 하며 현 기술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기 수행된 PSA와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RIA의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방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RIA을 지원하기 위해 ASME HRA 요건의 category II를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의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발 

방향과 요건도 국내 관련 기관(KAERI, KINS, KOPEC, KHNP, ACT)의 HRA 전문가들이 

모여 결정하였다.  

표 8.  HRA 표준 방법 개발 방향 및 요건  

구분 HRA 표준 방법 개발 방향 및 요건 

개발 방향 및 지침 

- 현 기술 수준을 반영한 방법  

- 분석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절차와 

  세부 규칙 제공 

- 설계, 운전 및 관리의 변경에 대한 민감도 분석 최대한 가능

- 적절한 수준의 인력과 시간으로 분석 가능 

- 분석 결과, 근거 및 과정 등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DB 화 

- 문서화 및 QA 기준 만족  

 기술적 세부 

요건 
- ASME HRA 세부 요건(34 항목)을 기본 요건으로 채택 

 

앞서 살펴보았듯이 ASME와 NEI의 HRA 세부 요건의 기술적 내용은 비슷하다. 

구체적인 세부 요건들의 표현 차이가 있는 점과 사고 전 인적오류의 경우 ASME가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요건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 기술적 항목을 상호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HRA 전문가 회의를 통해 ASME HRA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평가해 본 결과, ASME HRA 요건이 기술적으로 보다 체계화되어 있고 또한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규제기관의 강화된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ASME HRA 세부 요건을 표준 방법 개발에 그대로 적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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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ASME HRA의 category II에 해당하는 34개 

세부 요건을 표준 방법 개발의 기술적 요건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들 기술적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표준 방법의 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정리하였다. 표 8에 HRA 표준 방법 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정리하였으며, 34개 

기술적 세부 요건은 표 9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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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HRA 표준 방법 개발의 기술적 세부 요건 (1/3) 

HR-A HLR-HR-A : PSA에 모델된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직무의 파악에 체계적인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HR-A1
PSA에 모델된 기기는 절차서나 운전 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정상적인 운전이나 대기 상태의 변경을 초래하는
보수나 시험 직무를 파악한다.

HR-A2
절차서나 운전 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만일 잘못하면 대기 상태인 안전기기의 자동 작동에 악영향(adverse
effect)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보정 직무를 파악한다.

HR-A3 중복계통이나 다중계통의 다른 트레인의 기기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나 직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HR-B
HLR-HR-B : 모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없는 직무 행위에 대한 선별 작업은 해당 발전소의 운전 방식이
어떻게 그런 직무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HR-B1

개별 행위를 선별하는 규칙을 마련한다.

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보수 및 시험 오류를 선별한다.
  - 기기가 계통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 배열되는 경우
  - 보수작업 후 기능점검 test가 수행되는 경우
  - 기기 위치나 상태가 제어실에 표시되고, 상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며, 배열변경이 제어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기기 상태가 자주(적어도 교대주기에 1번) 점검되는 경우

HR-B2 중복이나 다중계통의 여러 트레인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선별할 수 없다.

HR-C
HLR-HR-C : 선별되지 않은 개별 행위는 적절한 인간실패사건(HFE)으로 정의되어 PSA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기기, 계통 또는 안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HR-C1 계통과 사고경위 모델과 일관성 있는 상세 수준으로 HFE를 정의해야 한다

HR-C2

선별 제외되지 않은 각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에 대하여 원위치 실패로 야기되는 이용불능 모드를 포함
해야 한다.

  - 기기를 원하는 대기나 운전 상태로 원위치
  - 기기의 기동이나 재배열을 위한 초기 신호 또는 설정치로 원위치
  - 자동 재배열 또는 전원공급 원위치

HR-C3 대기 계통의 기동 실패 모드로서 교정오류의 영향을 포함한다.

HR-D
HLR-HR-D : pre-initiator HFE의 평가는 인적수행도에 미치는 발전소 특성과 직무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는 체계
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HR-D1 체계적인 절차를 사용해서 HEP를 추정한다. 만족할만한 방법에는 THERP와 ASEP이 포함된다.

HR-D2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통에 대한 pre-initiator의 HEP는 상세 평가를 한다.
중요한 사고경위에 나타나지 않는 계통의 pre-initiator의 HEP 계산에는 screening value를 사용할 수 있다.

HR-D3
HEP 상세 평가에는, 평가과정에 다음과 같은 발전소 특정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a) 문서화된 절차서(for performing tasks)와 관리체계(for independent review)의 수준(quality)
  (b) 계통 배치도(equipment configuration), I&C 배치(layout) 등을 포함한 MMI 수준(quality)

HR-D4

특정 HFE의 HEP 추정에 있어서, self-recovery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recovery를 고려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
과 일관성 있는 pre-initiator recovery factor를 사용한다.  만일 pre-initiator errors에 recovery를 고려한다면,
  (a) 다수의 recovery를 제한하는 최대치를 만든다.
  (b) pre-initiator의 recovery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한다.
    -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post-maintenance 또는 post-calibration
    - 문서화된 점검표를 사용하여 보수/시험 후 기기상태를 독립적으로 확인
    - 작업자가 나중에 문서화된 점검표를 사용하여 보수/시험 후 기기상태를 다시 확인
    - 문서화된 점검표를 사용하여 기기상태를 교대조 혹은 매일 점검

HR-D5
상호 의존성을 갖는 HFEs의 joint probability를 평가한다. (i.e., 같은 시간대에 동일 작업자에 의해 수행된 것 같
이, 오류 원인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HR-D6 HEPs의 불확실성 분석을 제공한다. HEPs로 점추정치를 사용할 경우, 평균을 사용한다.

HR-D7
발전소의 운전이력, 절차서, 운전상의 특성 및 경험에 비추어 HEPs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전체 계통 이용불능도에 영향을 주는 시험, 보수 및 보정 작업의 정량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운전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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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HRA 표준 방법 개발의 기술적 세부 요건 (2/3) 

HR-E
HLR-HR-E : 각 사고경위에서 관련된 운전원 대응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절차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
다.

HR-E1

주요 대응 행위를 파악할 때에는
  (a)  해당 발전소의 비상운전절차서와 기타 해당 사고시나리오와 관련된 절차서(즉 AOPs, 경보대응절차서 등)
를 검토한다.
  (b)  어떻게 계통이 기능하며 인간이 어떻게 계통과의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시스템 운전
을 검토한다.

HR-E2

다음을 포함한다.
  (a) 노심손상을 방지하고 완화하는데 필요한 계통이나 기기의 기동(자동기동하지 않는 계통의), 운전, 조절, 차
단 및 정지에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 (I.e., 운전원이 RHR을 기동한다)
  (b) 주요 사고경위의 대응조치에 사용되는 고장난 기능, 계통 및 기기의 복구를 위해 절차서에 지시되거나 경
험적으로 제어실 운전원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 (e.g., 자동기동 실패 한 대기펌프를 수동 기동)

HR-E3
절차서 해석이 발전소 관찰 정보 및 훈련 절차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절차서 및 시나리오에 대하여
운전 및 훈련 강사와 TALK-THROUGH (즉 상세수준의 검토) 한다.

HR-E4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 모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뮬레이터 관찰이나 운전원과의 TALK-THROUGH를 이용한다.

HR-F
HLR-HR-F : 필요한 반응행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HFEs는 사고경위의 구조 및 상세 수준과
일관성 있게 정의되어야 한다.

HR-F1
기능, 계통 혹은 기기의 이용불능을 초래하는 일련의 HFEs는 사고경위 및 계통 모델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정의
한다. 몇 가지 반응 조치의 실패는, 만일 그 실패의 영향이 유사하거나 보수적 관점에서 묶일 수 있다면, 하나의
HFE로 정의할 수 있다.

HR-F2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시함으로써 HFE의 정의를 분명히 한다.
  - 해당 사고경위의 특징적인 cues의 시간 정보, 성공적인 종료를 위한 time window
  - 해당 사고경위에 대한 절차화된 지침 (e.g., AOPs, EOPs)
  - 오류를 감지하고 평가를 위해 필요한 cues 및 다른 표시의 가용성
  - 반응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상위 수준의 직무(e.g., 트레인 레벨)

HR-G
HLR-HR-G : post-initiator HEFs의 정량 평가는 well-designed and self-consistent process 를 사용해서 평가해
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발전소 및 시나리오 특정 영향인자를 고려해야 하고, 동일 사고경위 상에 있는 HFEs 간의
잠재적인 의존성을 고려한다.

HR-G1
모델에 포함된 HFEs의 HEP 추정을 위해 상세 분석을 수행한다.
중요하지 않은 사고경위에만 나타나는 HEP에는 선별치를 사용할 수 있다.

HR-G2 HEPs 추정을 위해서 수행단계의 실패는 물론 인지과정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HR-G3

HEPs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해당 발전소 및 시나리오 특성이 반영된 PSFs 영향을 평가한다.
  - 운전원 훈련 및 경험(강의실인지 시뮬레이터인지 여부와 훈련 빈도)의 수준
  - 문서화된 절차서와 행정관리의 수준
  - 시정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계기의 가용성
  - cues/indications의 명확성
  - human-machine interface
  - 직무 여유시간과 수행시간
  - 필요한 반응조치의 복잡성
  - 작업자의 작업

HR-G4
직무 여유시간은 적절하고 현실적인 generic plant의 T/H 분석 결과 혹은 유사 원전의 시뮬레이션에 근거한다.
운전원이 적절한 정보나 지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명시한다.

HR-G5
주요 시나리오에 모델된 직무의 수행시간은 walk-through나 절차에 대한 talk-through, 또는 시뮬레이터 관찰로
실제 측정한 시간을 근거로 한다.

HR-G6
post-initiator HEP 정량분석의 일관성을 점검한다. HFEs와 최종 HEPs가 주어진 시나리오 상황, 운전이력, 실
제 운전 관습 및 경험에 비추어 합당한지 다른 것과 상호 비교하며 검토한다.

HR-G7

동일 사고경위나 MCS에 있는 다수의 인적행위에 대하여 의존성 정도를 평가한다. 이전 인적행위나 계통의 성
공/실패가 해당 인간오류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데 가용한 여유시간과 관련해서 모든 행위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
  - 종속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 (e.g., 공동 사용하는 계기 및 절차서, 스트레스 증가 등)

HR-G8
(만일 어떤 의존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 수행인자간, 관리, HFEs간 의존성 고려안해
서 cusets이 부적절하게 truncate되지 않도록)하나의 MCS에 존재하는 다수의 인적오류에 대한 joint 확률을 위
해 사용하는 최소 확률값을 정의(define)하고 정당화(justify)한다.

HR-G9 HEPs 추정에 있어 불확실한 정도를 나타내고, PSA 정량분석을 위하여 평균값을 제공한다.  



 

 - 27 -

표 9.  HRA 표준 방법 개발의 기술적 세부 요건 (3/3) 

HR-H
HLR-HR-H : Recovery actions은 (cutset 혹은 시나리오 수준에서의) 그 행위가 해당 시나리오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모델되어야 한다. 오류확률의 추정은 시나리오 상의 이전 인적오류 사건과의 종속성을 고려해야 한
다.

HR-H1
주요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기능, 계통 또는 기기를 복구할 수 있는 recovery actions을 포함한다.
Recovery 대상은 HRA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계통 재배열이나 고장난 밸브의 수동 개방이나 잠금(수리는 아
님)과 같이 단순한 행위로 제한한다.

HR-H2

운전원의 recovery actions은 다음과 같은 해당 발전소의 기술 근거를 갖는 경우에 한해 모델한다.
  - 절차서가 제공되고 해당 직무에 대한 운전원 훈련이 이루어지며, 혹은 하나나 둘 모두 없는 경우에 대한 적
절한 근거가 제시된다.
  - 절차서와 훈련, 또는 작업기술이 있는 recovery action을 운전원에게 알려주는 cues (e.g., alarm)가 있다.
  - HR-G3에 언급된 관련되는 PSFs에 주의가 주어진다.

HR-H3 recovery되는 HFE와 recovery가 적용되는 사고경위나 MCS에 있는 다른 HFEs 사이의 의존성을 처리한다.

HR-I
HLR-HR-I : HRA는 분석 과정을 기술하고 가정 사항과 그 근거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PSA 응용, 개정 및 독립검
토에 적합한 형태로 문서화 되어야 한다.

HR-I1

HRA는 결과를 재생산하고 검토자가 모델, 가정 및 데이터 상의 한계점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문서화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pre- and post-initiator HFEs 파악에 사용된 HRA 방법과 절차
  - HRA에 사용된 일반적 그리고 해당 발전소 특정의 가정 사항
     * 가정의 근거
     * 가정이 CDF 및 LERF에 미치는 영향
  - 인적행위의 정량분석에 사용된 인자(factors)와 어떻게 그것들이 도출 되었는지(bases), 어떻게 그것들이 정
량화 과정에 포함되었는지
  - 인적행위의 정량분석에 사용된 data source(s). 다음과 같은 것 포함.
     * 선별값(screening value)과 그 근거
     * 불확실성 정보 및 근거를 포함한 최적 추정치(best estimates)
     * post-initiator 행위에 대한 의존성 처리 방법
     * 모델, 계통 및 초기사건과 기능에 의해 평가되는 모든 pre- and post-initiator 인적행위
     * 각 post-initiator 인적행위와 중요한 의존성 효과에 대한 모든 H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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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HRA 표준 방법 
 

제 1 절  인적오류모형 및 분류체계 

HRA란 정의된 인적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다. HRA는 오류의 발생과정이나 영향인자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정성적 오류분석과는 달리 오류확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오류확률을 평가하기 위해 오류 영향인자를 정의하고 평가하지만, 상용화된 

대부분의 HRA 방법에서는 단순화된 오류발생 구조나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단순한 오류모형이나 분류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자의 인지과정까지 고려한 보다 상세한 오류모형과 다양한 

오류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HRA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USNRC, 

2000; Hollnagel, 1998; Kim, 2004]. 하지만 이들 새로운 방법이 원자력 산업체의 

HRA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제안된 차세대 

HRA 방법들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소규모 사례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서 지금 당장 PSA의 HRA에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HRA 표준 방법(이하 표준 방법)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HRA 방법의 표준화로서, 배경이 되는 오류모형이나 분류체계는 기존 HRA 

방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표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류모형이나 

분류체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1.  표준 방법에서의 인적오류 모형  

인간의 작업처리 과정을 가장 분명하면서도 간단하게 표현한 모델이 SRO 

모형이다[Wickens, 2000]. SRO란 Stimulus, Organism, Response의 약자로서,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정보나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지각 단계(S),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의사결정과 반응결정 단계(O) 그리고 반응 실행 단계(R)로 구분한 

모형이다. SRO 모형이 인간의 행위과정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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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설명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인적오류(human error)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인적 직무와 같이 잘 정의된 직무(well-defined tasks)에서 

원하는 작업 수행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작업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인적오류라 정의한다. 

 

 

그림 2.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 및 관련 인적오류 

 

그림 2는 확장된 OAT(operator action tree)로서, 인간의 정보처리과정과 

관련된 인적오류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오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행위과정의 

각 단계마다 오류의 발생이 가능하다. 지각 단계에서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득에 실패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 반응결정 

단계에서는 외부 자극은 제대로 인식했으나,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앞의 두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결정된 반응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나 행위 수행에 

반응자극/정보 지각(감지) 의사결정 및 반응선택

성공

Success

Too Late

Detection Failure

Non-Response

Misdiagnosis

a

b

c

d

A

B

B1

B
2

b
1

b
2

b
3

C

D
Action Failure

실패

성공

실패

실패



 

 - 30 -

실패해도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오류 분석 관점에서는 이들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본적인 틀(framework)을 갖추어야 한다. 

지각단계에서 작업자가 외부 자극이나 정보를 감지하지 못하면 작업자는 필요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Non-Response’ 오류가 발생한다. 원전의 주제어실과 같은 

작업 환경에서는 경보나 지시계 등이 주요 외부 자극이 되는데, MMI 설계에 문제가 

있어 외부 자극이 작업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거나 혹은 TMI 사고의 초기와 같이 

너무 많은 경보가 일시에 발생하는 경보폭주 현상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사결정 및 반응선택 단계에서는 상황파악이나 진단을 잘못하는 경우 오진단 

(misdiagnosis) 오류가 발생하며, 적절한 반응이 필요한 제한 시간내에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too late) 역시 ‘Non-Response’ 오류가 일어난다.  

반응단계는 앞 단계에서 결정된 반응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누락오류(errors of omission; EOO)이나 부적절한 조치(errors of 

commission; EOC)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누락오류(EOO)는 필요한 행위를 

적절한 시간 내에 하지 못하는 오류이고, 부적절한 조치(EOC)는 필요치 않는 

행위를 수행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이제까지 기본적인 인적행위 모형과 그에 따른 오류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HRA에서는 그림 2에서 언급하는 오류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서 

분석하지는 못한다. 특히 오진단 등 의사결정 및 반응선택 단계에서의 인지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조치(EOC)는 보다 상세한 인지과정에 대한 분석과 오류발생 모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HRA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차세대 

HRA 방법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원전 HRA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표준 방법에서는 그림 2의 인적행위 단계를 더 단순화해서, 인간의 정보처리와 

직무 수행과정은 진단단계와 수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즉 

지각단계와 의사결정 및 반응선택 단계를 하나로 합쳐 진단단계로 통합했다.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전의 경우에 계통의 이상이나 비정상 상태 몇 가지 

중복적인 경보나 다양한 계기를 통해 신호가 전달되게 설계되어 있어서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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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원전의 직무(특히 비상직무) 

특성상 지각단계는 의사결정 및 반응 단계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준 방법 개발에서는 지각단계와 의사결정 및 반응단계를 하나의 진단단계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표준 방법에서 특정 직무의 오류확률은 진단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확률과 수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확률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합산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2.  표준 방법에서의 분류 체계 

인적오류 분석에는 여러 항목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오류요소, 오류원인, 

오류유형 또는 직무유형 등 여러 요인에 대한 분류 체계가 있으며, 이것은 

오류분석의 기본 모델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델에 의해 분류 

요인 및 수준이 결정되기도 하고 분류 체계에 의해 오류분석에 사용되는 모델의 

개발 요건이 정해지기도 한다. 개념적이고 기본적인 오류모델에 근거한 분류 

체계가 있는가 하면, 특정 응용분야에서 사용되는 오류 분류 체계에 맞게 오류 

모델이 개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분류 체계는 사용 목적과 분야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적용되는 분야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표준 

방법에서 사용하는 직무유형, 오류유형 및 오류영향인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간단히 

살펴본다.  

가. 직무유형  

 직무유형에 따라 관련되는 인간의 주된 인지과정이나 작업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된 오류발생 메카니즘 역시 직무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HRA 절차나 방법도 직무유형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원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직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상사태 발생 전과 발생 후의 직무의 

특성이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직무유형을 구분한다.  

 일상직무: 일상 운전 중 수행되는 직무로서, 정상운전, 시험/검사, 보수, 

계기보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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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직무: 이상사태에 대한 비상대응 및 복구조치와 관련된 직무 (원자로 

정지 후 개입되는 인적 직무) 

 

표준 방법은 진단단계와 수행단계로 구분하여 오류분석을 한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일상직무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직무가 계획되고 이에 따라 미리 

준비된 절차(서)에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발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요구되는 문제 진단이나 시스템의 상태 파악 과정(즉 진단단계)이 오류분석 

관점에서 중요치 않다. 따라서 표준 방법에서 정의한 진단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직무의 수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만을 평가한다. 반면 비상직무는 돌발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입되는 진단 

및 의사결정이 중요한 직무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오류는 물론 

수행단계에서의 오류도 모두 분석한다.   

나. 오류유형  

오류유형은 다양한 관점과 수준에서 구분될 수 있다.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데 우선적인 초점이 있는 정성적인 오류분석(human error 

analysis) 관점에서는 다양한 오류유형을 정의하고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류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HRA 관점에서는 공학적 평가 가능하고 PSA 

모델에 통합 가능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오류유형을 상세히 구분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HRA 관점에서 대표적인 오류유형 분류는 오류를 

누락오류(EOO)와 부적절한 조치(EOC)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행위의 관찰 

가능한 외부적 면에 초점을 맞추어 오류를 분류한 것으로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분류체계 중 하나이다. Swain은 THERP에서 이 오류분류 방식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단위작업의 누락오류와 부적절한 

조치를 정의하고 그 오류 확률값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일 개발자인 Swain이 

THERP을 개선한 ASEP HRA 방법에서는 오류유형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직무의 실패’라는 통합적인 오류사건으로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오류 확률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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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Reason[1992]은 그림 3과 같이 인적오류를 mistake과 slip으로 

구분하였다. Mistake은 상황판단이나 진단 등 의사결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인 

반면, Slip은 단순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Mistake이 rule-

based 혹은 knowledge-based 직무와 관련된 오류라면, slip은 단순 skill-based 

직무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오류의 특성으로 보면, mistake은 여러 상황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한번 발생하면 당사자가 잘못을 인지하여 

오류에서 복구하기 어려운 반면, slip은 작업자의 부주의나 착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쉽게 잘못을 인지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Reason은 인적오류와는 별개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조치를 하는 violations을 인적실패(human failure)의 하나로 정의하였다.  

 

  

Human Failure

Errors Violations

Slips Mistakes Routine Exceptional

Knowledge
BasedRule BasedSkill B ased

 

그림 3. 인적오류 분류체계 (J. Reason) 

 

인적오류 유형에도 이와 같이 다양한 분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HRA 

관점에서는 오류유형을 여러가지로 구분하지 못했다. 이는 오류유형을 상세히 

구분하는 것이나 상세히 구분된 오류를 평가하는 방법 모두가 기술적 근거를 갖고 

명확히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오류유형의 고려는 HRA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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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계통 모델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PSA 모델 전체의 개발 관점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존 HRA에서는 세부적인 

오류유형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것을 

뭉뚱그려 하나의 오류사건으로 정의하고 모델하여 왔다.  

따라서 HRA 표준 방법에서도 기존 HRA 기술 수준을 따라 오류유형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직무의 포괄적인 실패를 의미한다. 다만 분석의 필요에 

따라서 부적절한 조치(EOC)를 제한적으로 모델하고 평가할 수는 있다. 

다. 오류영향인자 

직무 수행도 또는 오류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회고적 오류분석 관점에서는 오류영향인자를 

매우 상세히 정의해 왔다. 이는 기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인자를 중복적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류를 

예측하고 오류확률의 정량적 평가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인자간의 영향이 

독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분석자가 인자의 영향을 가능한 상호 배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5‾10개 정도의 영향인자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THERP/ASEP HRA에서 사용하는 수행영향인자에 경험적으로 파악된 

직무특성을 일부 추가하여 수행영향인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진단 여유시간(직무허용시간, 직무인지시간, 작업소요시간) 

 주관심작업 유무 

 의사결정 부담감(goal conflict) 

 절차서 수준 

 교육/훈련 수준 

 단위작업의 복잡도 

 직무 친숙도 

 시간 긴급성 

 상황 심각성 

 단위작업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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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기계연계(Man-Machine Interface) 수준 

 감독 및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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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HRA 수행 체계 및 절차 

1.  HRA 수행 체계 

HRA 표준 방법의 수행 체계는 기존 HRA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분석 체계를 

사고 전 오류분석과 사고 후 오류분석으로 구분하고, 각 오류분석에 필요한 

오류영향인자와 분석 규칙을 표준화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하나의 오류사건은 

진단오류와 수행오류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수행오류는 일련의 단위작업의 

오류가능성을 분석하여 더함으로써 평가한다. 사고 전 인적오류의 경우에는 

진단과정의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수행오류만을 분석한다. 그림 

4는 HRA 표준 방법의 수행체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감독/확인 수준,
주기적상태확인

오류복구
가능성

일상직무
일상직무
수행오류

비상직무 

비상직무
진단오류

기본진단
오류확률

보정
Factor

비상직무
수행오류

주관심작업,
MMI (경보/계기),

절차서수준,
교육/훈련수준,
의사결정부담감

단위작업
유형

스트레스 
수준

기본수행
오류확률

단위작업복잡도,
MMI (스위치배열),

절차서수준,
직무 친숙도
(시간포함)

시간긴급성,
상황심각성,

단위작업위험성,
교육/훈련수준

절차서수준,
절차서관리수준,
MMI (feedback)

수행
오류확률

직무성공기준시간,
직무허용시간,
직무인지시간,
작업수행시간

시간긴급성,
감독/확인 수준,
MMI (feedback)

기본수행
오류확률
(0.005)

보정
Factor

*작업자
*작업위치

Sum(단위작업시간)

단위작업시간

진단여유시간

오류복구
가능성

 

그림 4. 직무유형별 HRA 입력 정보 및 분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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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인적오류분석의 대상인 비상직무인 경우는 진단오류와 수행오류를 

분석하는데, 진단오류는 진단여유시간을 입력으로 기본 진단오류확률을 구한 후, 

이에 여러 가지 오류영향인자를 고려한 보정값을 곱하여 최종 진단오류확률을 

계산한다. 수행오류는 해당 직무를 몇 개의 단위작업으로 구분한 후 각 단위작업의 

오류확률을 평가해서 전체 수행오류를 계산한다. 각 단위작업의 수행오류는 

단위작업의 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 기본 수행오류확률이 결정되고, 이를 

감독자나 본인의 복구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당 단위작업의 최종 수행오류확률을 

평가한다.  

사고 전 인적오류 대상인 일상직무에서는 수행오류만을 분석하는데, 관련 

오류영향인자가 다를 뿐 비상직무의 수행오류 평가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일상직무인 시험/보수/교정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인적오류로 인한 최종 기기 이용불능도를 

산출한다.  

2.  HRA 수행 절차 

HRA 표준 방법에서 적용하는 HRA 수행 절차는 THERP이나 SHARP1[EPRI, 

1992]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다. 참고로 SHARP1에서는 PSA 수행 과정 

속에서의 HRA 수행 절차를 다음과 같은 4개의 stage로 구분하고, 각 stage를 보다 

세분화한 HRA 수행 절차를 제시하였다. 

 Stage 1 : Human Interaction Event Definition and Integration into Plant 

Logic Model 

 Stage 2 : Human Interaction Event Quantification 

 Stage 3 : Recovery Analysis 

 Stage 4 : Internal Review 

위의 절차는 PSA 모델 개발 과정에서 관련되는 인적오류사건의 정의와 

정량분석, 최소단절집합 수준에서의 회복조치 분석(recovery analysis),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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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을 언급한 것이다. HRA의 주된 업무는 

stage 1과 stage 2에서 이루어진다.  

THERP 및 SHARP에서 제시한 절차를 바탕으로 HRA 표준 방법에서 정리한 HRA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 5 steps으로 구성된다.   

 Step 1 : 인적오류사건 정의 (Human Event Definition) 

 Step 2 : 선별분석 (Screening Analysis) 

 Step 3 : 직무분석 (Task Analysis) 

 Step 4 : 정량분석 (Quantification Analysis) 

 Step 5 : 문서화 (Documentation) 

Step 1은 인적오류사건의 정의로서, PSA 모델에서 관련된 인적직무를 파악하고 

해당 직무에 대한 오류사건을 정의하는 과정이다. HRA의 출발점이며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일정한 직무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오류사건이 정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step 1 

과정을 통해 계통의 운전이나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인적 직무를 파악해야 한다.  

Step 2는 step 1에서 정의된 오류사건 중 상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오류사건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선별분석에는 정성적 선별, 정량적 선별 분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tep 3은 상세 분석을 위한 직무분석 과정이다. 분석 대상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행특성인자(Performance Shaping Factors; PSFs)의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며, 직무를 기본 단위작업으로 수준으로 세분화(breakdown) 한다. 이 

직무분석에서는 정량분석에 사용되는 HRA 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 정보는 물론 

그 이외에 시나리오, 직무, 작업자, 작업환경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분석한다.  

Step 4는 정량분석 과정으로서, 표준 방법에서 제시한 평가 절차와 평가 규칙에 

따라 해당 오류사건의 오류확률을 평가한다.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부분으로 

구분해서 오류확률을 평가하는 절차와 규칙이 제공되며, 사고 전 인적오류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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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인적오류 분석에 따라 평가 절차가 달라진다. 복구실패 가능성 분석, 종속성 

분석, 불확실성 분석 등이 모두 정량분석 과정에 포함된다.  

Step 5는 문서화 과정으로서, step 1에서부터 4까지의 전 과정의 기술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3자의 독립검토나 재 분석이 가능하도록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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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 

사고 전 인적오류는 정기 시험이나 정비작업(연차 정비 또는 비정기 정비) 또는 

연차보수 기간 중의 교정작업 등 모든 일상직무의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말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사고 시 필요한 안전계통들이 인적오류에 의해 이용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TMI 사고 시 보조급수계통이 초기에 이용불가능했던 것도 정기시험 후 

펌프 후단 밸브를 닫힘 상태로 방치했던 작업자의 오류가 원인이었다. 이처럼 사고 

전 인적오류는 정상 운전 시 대기 중인 계통(안전계통이나 공정계통의 대기 

트레인)이 필요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 원전에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이와 같은 잠재오류가 다른 기기의 고장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들어 이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원전의 일상직무에는 일반적으로 시험/정비/교정 작업이 포함된다. 시험이나 

정비는 발전소 내 모든 기기에 대해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시험은 해당 기기가 

원하는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정비는 기기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든지 그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보수 

작업이다. 정비작업에는 대부분 정비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기능시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비는 시험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교정은 계측제어 시스템의 측정값이나 설정치(set point)가 원하는 결과를 갖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정을 하는 작업이다. 

시험이나 정비 작업으로 인해 발전소나 해당 기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동 중인 계통/기기에 대한 시험 

작업시 작업자의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 발전소 정지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대기 중인 계통/기기에 대한 시험/정비/교정 작업시 일어난 오류로 인해 해당 

계통/기기가 이용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이다. 이 중 첫번째 경우(즉 

운전 중인 발전소의 정지를 초래하는 인적오류)는 PSA의 초기사건분석에서 

초기사건 빈도 계산에 포함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HRA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또한 계통의 운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운전 기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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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중 발견되어 정상 상태로 복구될 수 있다. 안전성 평가 관점에서 대상이 

되는 사고 전 인적오류는 이렇게 사전에 발견되지 못하고 내재하여 있다가 기기나 

계통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기의 실패를 초래하고 나서야 확인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오류를 잠재오류(latent error)라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안전계통과 

같이 대기 중인 기기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에서는 대기 

중인 계통 및 기기의 시험이나 교정, 정비 작업시에 발생하는 인적오류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대기 중인 기기나 계통의 시험이나 교정, 정비 작업시에 발생하는 인적오류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오류유형이 있다. 첫째 안전계통에 있는 펌프의 전후단 

차단밸브를 시험이나 보수 후 원위치 시키지 못하는 오류가 있고, 둘째 기기나 

계통이 미리 정해진 운전 설정치에서 요구되는 동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측기 

교정오류가 있다.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PSA 모델에 

포함된 모든 기기와 관련된 일상직무(즉 시험/정비/교정 작업)를 파악하고, 작업 

내용 및 절차, 작업환경, 기능확인 및 검증, MCR에서의 기기상태 정보, 행정절차 

등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한다. 둘째 파악된 일상직무 중에서 구조적으로 

인적오류가 내재할 수 없는 경우나, 있더라도 다양한 방법이나 과정을 통해 해당 

오류가 발견될 수 있어 오류가 잠재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별하여 남는 것만 오류사건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된 

오류사건을 상세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 방법의 

구체적인 적용은 KAERI 기술보고서[강대일 2005b]에 자세히 정리하였다.  

1.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  

일상직무인 시험/정비/교정 작업은 원전의 모든 기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고 전 인적오류를 파악하고 모델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일이다. 

그러나 TMI 후속조치를 통해 이런 사고 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확인 

과정과 설계 개선이 이루어져서 잠재오류 가능성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 또는 보수작업 후의 기능시험이나 밸브의 위치 점검, MCR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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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기기 상태 확인, 주기적인 밸브상태 확인 등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인적오류를 발견하고 복구시킬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되었다. 따라서 사고 

전 인적오류은 일단 PSA 대상 계통의 기기에 대한 시험/정비/교정 작업을 파악한 

후, 오류 발생 가능성을 복구조치까지 포함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하나의 오류사건으로 정의한다.  

표준 방법에서는 일단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고 전 인적오류의 파악을 위해 표 

10과 같은 지침을 사용한다. 

표 10.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 및 모델링 지침 

기기 사고 전 인적오류 파악 지침 

밸브/펌프 시험/정비 절차서나 운전 방법 또는 운전이력을 검토하여 정상적인 

운전이나 대기상태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시험, 정비 등의 직무를 

파악한다. 

− 출력 운전 중 기기의 정/주기 시험 또는 정비시, 관련 밸브의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 정지운전 중 기기의 정비작업시 밸브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계측기 교정/시험/정비 절차서나 운전 방법 또는 운전이력을 검토하여 대기 

상태의 안전 기기를 필요시 작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계측/제어 기기의 교정이나 시험 직무를 파악한다. 

− 기기 모델에 계측/제어 관련 고장이 모델되어 있으면 

잠재적으로 계측/제어 기기에 교정오류를 고려한다(압력전송기, 

수위전송기, 유량전송기 등에 의해 구동되는 기기(인터록 

포함)). 

− 계기의 교정 작업 또는 계기의 시험시 교정 직무 

− 계기의 신호발생 설정치를 변동하는 시험/운전/정비 등의 직무 

공통영향 

직무 

2계열 이상의 기기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가 있는지를 

시험/ 정비/교정 작업과 운전경험을 검토하여 파악한다. 

− 펌프 등의 정기적인 시험 또는 정비 작업시 

교차(staggered)방법이 아닌 동시(simultaneous) 또는 

연속(sequential) 작업에 관련된 기기 

− 계측/제어 기기(transmitter, temperature/pressure switch, 

trip unit) 등의 교정 또는 시험 작업에 관련된 계측/제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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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 전 인적오류 사건의 공통원인고장 모델링 지침  

사고 전 인적오류 사건 파악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직무들은 단일사건으로 

모델하든지, 별개의 사건으로 모델할 시에는 종속성 분석으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상호 연관된 직무를 하나의 공통원인고장으로 모델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지침을 따른다.  

 계통내의 다중 계열상에 있는 동일 기기들에 대한 시험 또는 정비 작업이 

동일 작업자에 의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하나의 공통원인고장으로 

모델할 수 있다. 

 2계열 이상으로 이루어진 계통내의 기기들이 교차(staggered)방식으로 

시험되거나 정비 작업이 수행되면 이들은 공통원인고장으로 모델하지 않는다. 

 만일 시험 또는 교정 기기의 영점 조정이나 관리 잘못으로 교정오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교차방식으로 시험 또는 교정되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기기들 사이의 인적오류로 인한 공통 교정오류 가능성을 모델할 수 있다. 

2.  선별분석 

선별분석이란 대상이 되는 인적오류 중 상세분석이 필요한(또는 상세분석이 

필요없는) 것을 구분해 내는 과정으로서, 상세분석의 범위나 대상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이다. 선별분석에는 정성적, 정량적 방법이 있는데, 

정성적 방법은 정성적 선별지침을 적용하여 분석이 필요없는 직무를 가려내는 

것이고, 정량적 방법은 일단 모델된 모든 인적오류에 보수적인 오류확률값을 

할당하고 PSA 정량화를 통해 상세분석이 필요한 인적오류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EPRI 1992, Kirwan 1996]. 일반적으로 정성적 선별 분석을 통해 HRA 대상을 

선정한 후, 예비 PSA 단계에서 정량적 선별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오류사건에 대해 상세 분석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정성적으로 선별된 모든 

오류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상세 분석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상세 분석 대상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중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 오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선별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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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성적 선별 분석 

일상직무 중 작업 후의 기능시험이나 주기적인 독립 점검 등으로 인적오류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기계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판단하여 해당 오류를 선별하여 상세 

분석에서 제외한다. 

HRA 표준 방법에서는 사고 전 인적오류의 선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사용한다. 선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1. 사고 전 인적오류 정성적 선별 지침 

사고 전 인적오류의 정성적 선별 기준 

 기기 상태 변경이 주제어실(MCR)에 경보나 지시기로 나타나는 경우 

 기기상태가 교대운전조(shift)마다 점검되는 경우 또는 기기 상태가

주제어실에 표시되고 적어도 매일 점검되는 경우 

 계통 운전조건에 따라 기기가 자동 작동신호를 받는 경우 

 정비나 교정 작업후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점검 시험이 수행되는

경우 

 시험/정비/교정 작업 후에 기동절차서 등에 따라 계통 또는 기기가 재

배열되거나 운전되어 관련 인적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고 전 인적오류는 시험/정비/교정 작업 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운전모드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핵연료 재장전시에 수행된 시험/ 

정비/교정 작업이라도 위에서 언급된 선별지침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다면, 해당 

직무로 인한 잠재적 인적오류를 전출력 PSA에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고 전 

인적오류의 파악과 분석은 계통이나 기기 관련 절차서의 확인뿐만 아니라 

운전경험의 검토, 해당 계통 및 기기를 잘 알고 있는 발전소 직원과의 면담도 

필요하다.  

국내 원전의 경우, TMI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고 전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으며, 결과적으로 다중의 절차와 방법으로 오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있다. 거의 모든 펌프나 냉각기, 동력구동 밸브 같은 능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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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는 시험이나 보수 후 기능시험을 통해 해당 기기의 운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어, 오류로 인해 이들 기기가 이용불능인 상태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주요 안전기기의 모드 선택 스위치 역시 MCR에서 상태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고 전 인적오류에 의해 이들 기기가 이용불능 상태에 

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따라서 이런 기기들의 사고 전 인적오류는 앞에서 

제시한 정성적 선별기준에 의해 상세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평상시 대기 중인 계통인 경우, 시험이나 보수 후 해당 트레인의 

수동차단 밸브를 원위치 시키지 않는 인적오류가 있을 수 있다. TMI 사고 시 

보조급수계통이 초기에 이용불가능했던 것도 바로 시험 후 수동차단밸브를 원위치 

시켜놓지 않았던 인적오류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TMI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험 시 

수동차단밸브를 닫지 않고 시험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도 많기 때문에 인적오류 

파악 시 이러한 계통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펌프 보수를 위해 전후단 

수동차단밸브를 닫는 경우는 여전히 보수 후 원위치 실패 오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사고 전 인적오류로는 계기의 교정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I&C 부분을 단순화하여 모델했기 때문에 계기의 교정오류 역시 아주 

간단하게 평가하였으나, 점차 상세하게 모델하는 추세에 따라 원자로 

정지신호(RPS) 및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ESFAS)의 계기에 대한 관련 교정오류를 

평가해야 한다. 교정오류에서도 교정작업 후 계기의 원위치 실패 등이 주요 

오류유형으로 나타난다. 교정오류 역시 검증 및 확인 작업 또는 연차정비 후 

출력운전 단계에서의 확인 등을 통해 잠재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작업 방식이나 추후 확인 및 점검 절차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전 인적오류의 파악 및 정성적인 선별분석 과정을 표 12와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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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고 전(시험/교정/정비 관련) 인적오류 파악 및 선별분석 정리 표 

시험/정비/교정/기타 

인적오류 잠재적 

대상작업 및 주기 
계통 기기 관련 절차서

종류 방법 주기 

잠재적 인적오류 
선별여부 

및 기준

기본사건 

이름 

CVCS

펌프 전단 차단 

밸브(중력급수유로)

CH755/CH756, 

CH757/CH754, 

정기-발-40 

(개정5), 

계통-7 

(개정7) 

시험/ 

정비 

기능 

시험

N/A 펌프 정비 후 전단 

차단밸브(중력급수라인)

를 원위치 하지 않는 오류
CVCS 

펌프 전단 차단 

밸브(중력급수유로) 

CH755/CH756, 

CH757/CH754, 

CVCS

펌프 전후단 차단 

밸브 (정상유로) 

CH316/CH339, 

CH319/CH337, 

CH322/CH335, 

CH313/CH338 

정기-발-40 

(개정5) 

시험/ 

정비 

기능 

시험

시험 

(3개월)

시험/정비 후 펌프 전 

후단 밸브를 원위치(개방) 

하지 않는 오류 

CVCS 

펌프 전후단 차단 

밸브 (정상유로) 

CH316/CH339, 

CH319/CH337, 

CH322/CH335, 

CH313/CH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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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적 선별 분석 

정성적 선별 분석을 거쳐 오류사건으로 정의된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해 

보수적인 오류확률을 할당하여 예비 PSA를 수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오류사건이 

상세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없도록 선별값은 보수적으로 결정한다. 표준 

방법에서는 사고 전 인적오류의 정량적 선별 분석을 위해 표 13와 같은 지침을 

사용한다.  

표 13. 사고 전 인적오류 정량적 선별 지침 

사고 전 인적오류의 정량적 선별 기준 

 사고 전 인적오류의 선별 오류확률값으로 일반적인 기본 오류 

확률값의 10배인 0.05를 사용한다.  

 선별값을 사용해 예비 정량화를 수행 한 후, 계통 이용불능도의 

1% 이상 또는 내부사건 노심손상빈도(CDF)의 0.1% 이상 중요도를 

갖는 오류 사건은 상세 분석을 수행한다. 

 

3.  직무분석 

직무분석이란 선별분석을 통해 상세 분석이 필요한 대상으로 구별된 오류사건에 

대해 HRA 수행에 필요한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사고 전 인적오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직무의 전반적인 작업 상황 정보와 오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가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직무분석을 통해 조사되는 정보는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해당 작업이 수행되는 직무 빈도이다. 즉 상세 분석이 필요한 기기에 대하여 

시험이나 정비 또는 교정 작업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파악한다. 이 과정에는 

기기 신뢰도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제공되는 기기별 시험 및 정비이력에 대한 

자료가 사용된다. 둘째, 해당 직무의 작업 환경과 직무 자체에 대한 정보이다.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행절차, 작업자, 작업 위치 및 환경, 절차서 기술수준 

및 복잡도, 절차서 관리 및 준수 수준, MMI 수준, 감독자 확인 여부 등 해당 

직무의 수행에 관련된 구체적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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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인 정보이다. 즉 작업자의 오류 때문에 이용불능 상태에 있는 기기가 

주기적인 상태 점검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당 기기의 상태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 파악한다. 

표준 방법에서 적용하는 직무분석의 결과는 HRA 입력의 한 형태로 정리된다. 표 

14는 표준 방법에서 사용하는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입력 및 결과 양식이다. 

문서 작성 관점에서 양식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표 14는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을 위해 직무분석을 통해 정리되는 정보 항목과 기술 수준을 보여준다. 

4.  상세 정량분석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일상직무는 비상직무와는 그 특성이 

다르다. 갑작스럽고 스트레스가 큰 상태에서 직무 상황을 판단하고 친숙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비상직무와는 달리, 일상직무는 작업자가 무슨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행 경험이 많거나 친숙한 작업이다.  

표준 방법에서 인적오류 평가는 기본적으로 진단오류 및 수행오류 분석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일상직무는 사전에 미리 

계획된 작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조치를 

결정하는 진단 및 의사결정 과정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 전 

인적오류 평가에서는 진단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오류는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수행오류 부분만 분석한다. 또한 절차서 미 준수, 관리규정 위배 등과 

같이 조직관리 및 안전문화 측면 등의 요인으로 인한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고 전 인적오류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유형(시험이나 보수 후 펌프 전후단 

차단밸브의 원위치 실패 오류, 계측기 교정오류)이 있다. 두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정량분석 과정이 달라지나, 사고 전 인적오류 평가에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수행오류에 대한 확률 평가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표준 방법에서 수행오류는 기본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 중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수행 절차를 파악한 후, 각 수행절차의 오류확률을 평가한 후 

이를 더해서 전체 수행오류 확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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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 입력 및 결과 worksheet 

과제명

과제 수행기간

사건명과 사건설명

모델링 위치  POS: FT:

동일 또는 유사상황하
에 평가될 사건 명

관련 작업

관련 절차서

관련 작업자
잠재적 오류 발생             원

인과 유형

잠재적 오류 발생 주기(T)(hr) 근거

 절차서 복잡성 판단근거

 절차서 관리 정도 판단근거

 MMI 수준 판단근거

없음 1  근거

경보/지시등 깜박  인적오류 무시가능   근거

위치 지시계  인적오류 무시가능   근거

정비/교정 작업후 오류 확인
위한 기능시험(functional

testing)

 인적오류 무시가능

(1.61E-2, EF:5)
  근거

어깨너머 점검-동일기관 동
일부서  5.8E-1, EF:5   근거

어깨너머 점검-다른기관 유
사부서

 2.8E-1, EF:5   근거

어깨너머 점검-다른부서  2.03E-1, EF:5  근거

작업후 점검(독립 또는 다른
시간

 1.61E-1, EF:5  근거

교대조 또는 일일점검  1.61E-1, EF:5  근거

기타  

 확인 안함   근거

확인작업 주기  근거

확인작업 유형  근거

기본 P 계산  근거

보정인자 알파 계산  근거

회복인자 R 계산  근거

HER(/hr) 근거

확인사이 시간(Hi,hr)

기기조작사이 확인수
(T/H)

 근거

확인 실패확률 근거

MDT(hr)  근거

최종확률 계산 HER*MDT 오차인자

분석일 및 분석자

검토일 및 검토자

기
타

비고

분석자의 특기사항

검토자의 특기사항  

분석자/
검토자

 
상
세
 
정
량
화

인적오류 발
생율(Human
Error Rate:
HER) 계산

평균 정지시
간(Mean
Down
Time:

MDT) 계산

H1=H2=H3=……=

기본 인적
오류에
대한

회복인자
정보

 

 인적오류
확인 정보

 

상
세
평
가
 
위
한
 
입
력
정
보

인적오류 발
생        원
인과    주

기

PSFs 판단
정보(알파

계산)

사
건
명

HFE 개요 Component:

과
제

Sheet No. :

과제명과
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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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오류의 대상인 일상직무의 수행오류 평가시에는 관련된 수행절차 전체를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수행오류 확률을 평가한다. 일상직무의 수행오류 

확률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가. 수행오류 확률 평가  

원래 수행오류에는 절차의 누락이나 잘못된 조작 등 다양한 오류모드가 있을 수 

있으나 일상직무의 수행오류는 현 기술 수준에 따라 오류모드를 구분하지 않고 

절차의 누락 또는 포괄적으로 해당 절차의 실패로 가정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 방법에서는 사고 전 인적오류 대상인 ‘차단밸브 원위치 실패’나 

‘교정오류’는 해당 직무의 결정적인(critical) 수행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라고 

가정했다. 이는 분석의 편의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 수행절차를 살펴봐도 

상기 오류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절차는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대표적인 일상직무의 수행오류 확률은 기본 오류확률(BHEP; basic 

human error probaibility)을 할당한 후, 이에 오류영향인자를 반영하고 보정하고, 

최종적으로 감독자 확인, 기능점검 시험, 또는 주기적 확인 과정을 통한 오류의 

복구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오류확률을 계산한다. 일상직무의 기본 

수행오류확률은 5.0E-3 (EF = 3)을 사용한다. 이는 HRA 표준 방법에서 step-by-

step유형의 직무이고 최적 스트레스 상태인 경우의 기본 오류확률값이다(본장 4절 

사고 후 인적오류 평가 방법 참조). 오류영향인자를 고려한 보정 오류확률은 기본 

수행오류영향확률에 보정값 α를 곱해서 얻는데, α는 직무의 복잡도, 절차서 기술 

및 관리 수준, MMI 수준 등 세가지 오류영향인자에 의해 결정된다[ASME 2002].  

일상직무 수행오류 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Swain 1983] 

HEP= HER * MDT  ……………………………………………(1)  

여기서, HEP(human error probability): 인적오류 확률,  

HER(human error rate): 인적오류 발생율(/시간),  

MDT(mean down time due to human error): 인적오류로 인해 기기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는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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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과 MDT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ER = P * R / T = (α* BHEP) * R / T ……………(2)  

여기서, BHEP (기본 수행오류확률) = 0.005 (EF = 3)  

α: 오류영향인자를 고려한 기본 수행오류확률 보정값(그림 5 규칙에 

의해 결정, α = α복잡도 * α관리체계수준 * αMMI수준) 

R: 복구실패확률. 즉 즉 처음 발생된 인적오류가 다른 작업자나 품질 

부서 등의 확인 또는 점검 과정에 발견되지 못할 오류 확률  

T: 기기 상태 변경 조작 시간. 인적오류 발생 기준이 되는 시험, 정비 

또는 교정 작업 주기(시간, 월, 년) 

 

새로운 시험, 정비, 또는 교정 작업이 시작되면 기존 인적오류는 없어지거나 

인적오류 확률 값이 낮아진다. 만일 새로운 시험, 정비, 또는 교정작업 이전에 

기존에 발생 가능성있는 인적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시행된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 확인작업이 수행되지않는다면 평균정지시간은 기기조작시간과 

같아진다. 만일 확인작업이 수행된다면 평균정지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Swain 1983]. 

MDT= H1 + C1*H2 + C1*C2*H3 +………+ C1*C2*..Cm-1*Hm-1 ……………(3)  

m: 조작 사이의 확인 수,   

H: 확인 사이 시간,  

C: 주기적(일, 주, 월별 등) 점검시 확인 실패확률 

 

(1) 보정 수행오류 확률 (α * BHEP) 

사고 전 인적오류의 기본 수행오류확률의 보정값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오류영향 인자를 크게 3가지(직무의 복잡도, 절차서의 유지 관리 및 준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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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MI 수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각 인자가 오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정도이며 상호 독립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림 5. 사고 전 인적오류 기본 

수행오류확률 보정값 결정 규칙의 보정값 결정 규칙을 만들었다. 이 보정값 

결정규칙은 ASME PRA 요건의 HR-D3과 THERP의 표 20-7을 근거로 하였으며, 기술적 

기준은 표 15와 같다. 

직무
복잡도

절차서 수준과
관리수준

MMI 수준 보정  인자

상(1/2) 0.125

상(1/2) 중 0.250

하(2) 0.5

상(1/2) 0.25

상(1/2,단순) 중 중 0.5

하(2) 1

상 (1/2) 0.5

하(2) 중 1

하(2) 2

상(1/2) 0.25

상(1/2) 중 0.5

하(2) 1

상(1/2) 0.5

중 중 중 1

 하(2) 2

상(1/2) 1

하(2) 중 2

하(2) 4

상(1/2) 0.5

상(1/2) 중 1

하(2) 2

상(1/2) 1

하(2,복잡 ) 중 중 2

하(2) 4

상 (1/2) 2

하(2) 중 4

하(2) 8  

그림 5. 사고 전 인적오류 기본 수행오류확률 보정값 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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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밸브 원위치 실패’ 기본 오류확률 보정을 위한 오류영향인자 수준별 정의 

 

* 관리체계(admistrative control)의 수준 판단 기준: 

- 상(잘 되어 있음): 한수원의 관리체계는 비교적 잘되어 있지만 QA부서에서 작업에 직접 

입회할 정도로 중요한 기기에 적용.  

- 중(보통): 한수원의 Q, T, R, S 분류체계에서 Q 등급(안전관련 기기) 기기에 적용. Q 등급 

기기는 일반적으로 행정관리가 비교적 잘되어 있음. 하지만 보통으로 평가.  

- 하(잘 안되어 있음): 비안전관련 기기. 정비관련 작업을 위한 기기 배치작업은 대부분 임시 

절차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행정관리가 잘 안되어 있다고 기본적으로 판단.  

임시절차서는 또한 점검항목도 없는 것으로 판단. 

** MMI 수준 판단 기준 (기기 배열 또는 기기 I&C 배치의 잘되어 있느냐 여부는 직접 확인 또는 

관련 작업자와 면담하여 평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평가):  

- 상(잘 되어 있음): 다른 기기와 식별이 잘되어 있고(표시(label)와 꼬리표(tag) 부착) 

기기가 잘 배열되어 있어(다른 기기와의 크기, 형태 등에 비해) 다른 기기와의 식별이 

용이함. 또는 MCR에서의 인적오류 확인 용이 

- 중(보통): 일반적인 경우 보통으로 평가. 한수원의 원전 현장에 있는 기기들 대부분은 

표시(label)와 꼬리표(tag), 자물쇠 잠금 표시 등이 비교적 잘되어 있음. 하지만 다른 

기기들과의 구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 방문하여 평가해야 

함. 현장 방문하여 확인 안 할 경우 기본적으로 중으로 평가    

- 하(잘 안되어 있음): 평가 대상 기기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라벨 식별이 잘 안되어 있음) 

배열이 잘 못되어 있음  

 

수준

오류영향인자  
상 중 하 

직무 복잡도 

(수행 절차의 

많음 여부)  

해당 기기와 직접 

관련된 직무의 

절차서의 중요 행위 

(critical action)에 

대한 단계가 5 step 

미만인 경우 

해당 기기와 직접 

관련된 직무의 

절차서의 중요 행위 

(critical action)에 

대한 단계가 5 ‾ 10 

step 인 경우  

해당 기기와 직접 

관련된 직무의 

절차서의 중요 행위 

(critical action)에 

대한 단계가 10step 

이상인 경우  

절차서 관리 및

준수 수준 

(문서화된 

절차서 유지 

관리 체계와 

준수 수준)* 

점검 항목 있는 

절차서 사용하고 AND 

작업에 대한 행정관리

및 준수가 잘되고 

있음. 

점검항목이 있는 

절차서 사용하거나 OR 

작업에 대한 행정관리

및 준수가 보통임 

점검항목이 없는 

절차서 사용하고 AND 

작업에 대한 행정관리

및 준수가 잘 안되고 

있음. 

MMI 수준 (기기

배열과 I&C 

배치 수준)** 

해당 기기의 배열과 

I&C 배치가 잘되어 

있음 OR 기기 상태 

확인이 MCR 에서 용이

해당 기기의 배열 

또는 I&C 배치가 

보통임  

해당 기기의 배열이 

잘못되어 있거나 I&C 

배치가 잘 안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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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보정값 결정을 위해 고려한 각 오류영향인자의 수준별 가중치는 표 

16와 같다. 

 표 16. 보정값 결정을 위한 각 오류영향인자의 수준별 가중치 

오류영향인자 상 중 하 

직무의 복잡성(step 많음 여부) 1/2 1 2 

절차서 관리 및 준수 수준 1/2 1 2 

MMI 수준(기기 배열과 I&C 배치 수준) 1/2 1 2 

 

표 17. 복구실패 확률 평가 기준 및 확률값 

번호 항목 Table of THERP[Swain 1983] 비고 

(A) T20-22, #1 의 중앙 값을 

평균으로 변환하고 High 

Depdency 가정시   

Mean:5.8E-1, EF:5 

작업자와 검사자는

동일기관이며 동일

부서 

(B) T20-22, #1 의 중앙 

값을 평균으로 변환하고 

Medium Depdency 가정시  

Mean:2.8E-1, EF:5 

작업자와 검사자는

다른기관이지만 

유사 부서 

(1) Over-the-shoulder-insepction 

(항시 독립수준이상의 종속성을 

고려해 평가) 

(C) T20-22, #1 의 중앙 

값을 평균으로 변환하고 Low 

Depdency 가정시  

Mean:2.03E-1, EF:5 

작업자와 검사자는

다른 부서 

(2) Post-maintenance or 

postcalibration tests required 

and performed by procedure  

T20-6, #1 의 중앙 값을 

평균으로 변환시  

Mean:1.61E-2, EF:5 

선별가능, CCF 

가능성 있을 경우

적용 

(3) Independent verification, using 

a written check-off list, which 

verify component status 

following maintenance/testing  

T20-22, #1 의 중앙 값을 

평균으로 변환시 

Mean:1.61E-1, EF:5 

 

(4) Original performer, using a 

written check-off list, makes a 

separate check of component 

status at a later time 

T20-22, #1 의 중앙 값을 

평균으로 변환시 

Mean:1.61E-1, EF:5 

 

(5) Work shift or daily checks of 

component status, using a 

written check-off list 

T20-22, #1 의 중앙 값을 

평균으로 변환시 

Mean:1.61E-1, EF:5 

 

(6) Other     



 

 - 55 -

(2) 복구실패 확률 R  

일상직무의 최종 수행오류확률은 오류영향인자를 고려한 보정 수행오류확률에 

감독자의 복구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선행 작업자의 오류를 감독자가 

발견하여 복구시키지 못할 확률은 표 17과 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복구실패 

확률을 평가할 때에는 현장의 작업 관리 상태나 해당 절차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작업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복구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복구실패 확률은 여러 관련 요인을 평가하여 한 번만 고려하며 

중복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ASME HR-D41[ASME, 2002](다수의 recovery를 

제한하는 최대치를 만든다)에 특별한 기술적 이유가 없는 한 복구실패 확률이 

1.0E-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문서화하고 타당한 근거에 따라 이 보다 낮은 복구실패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  

(3) 평균정지시간 계산   

식 (3)에서 주기적 점검시 실패확률(C)은 일반적으로 THERP [Swain 1983]의 표 

20-6의 항목 1을 적용해 평균 1.61E-2, 오차인자 5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안전계통의 펌프 성능시험은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한번씩 수행된다. 

펌프 수행시마다 수동밸브가 닫혀 인적오류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이 수동밸브의 

사고 전 인적오류에 대한 기기 조작 시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통상의 안전기기에 

대해 1개월마다 1번씩 기기 상태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 확인 사이 

시간(H)은 1개월이고 조작 시간 사이의 기기 상태 확인 수(m)는 2이다. 이 경우 

평균정지시간은 1.01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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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고 후 인적오류 분석  

사고 후 인적오류란 PSA에서 정의하는 초기사건 발생(원자로 정지) 후 개입되는 

모든 인적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사건을 말한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운전원은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라 대응을 한다. 여기에는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통의 운전이나 조작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자동 

작동하는 기기나 계통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동으로 조치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원자로 정지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적행위가 기본적으로 사고 후 

인적오류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제까지 HRA에서 사고 후 인적오류는 사고 전 인적오류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분석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원자로 정지 후에는 운전원이 비상운전절차서에 

근거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류 파악이 쉽다. 또한 PSA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인적오류가 사고 후 인적오류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HRA 

수행시 비상직무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왔다.  

표준 방법에서 사고 후 인적오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PSA의 모든 사고 시나리오에 관련된 비상직무를 파악한다. 둘째, 파악된 비상직무 

중에서 선별분석을 통해 상세 분석이 필요한 오류사건을 구분한다. 셋째, 

직무분석을 통해 분석에 상세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직무분석을 

통해 관련 직무의 작업 내용 및 절차, 작업환경, 작업자 관련 정보, 절차서 수준, 

교육 및 훈련 정보, MMI 관련 정보, 행정절차 등 직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공된 정량분석 규칙을 따라 오류확률을 계산한다.  

1.  오류의 파악 및 오류사건의 정의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고 후 인적오류에는 원자로 정지 후 사고 시나리오 

전개별로 필요한 운전원 대응조치, 자동 작동에 실패한 기기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조치, 그리고 고장난 기기(MOV)를 현장에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오류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상운전절차서는 물론 

비상시 운전원 대응 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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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운전원의 비상 대응조치는 PSA 사고 시나리오 정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건수목 분석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사건수목 분석 

시 HRA 분석자가 함께 참여하여 시나리오별로 관련된 인적오류를 파악하고 

오류사건을 정의한다. 이 과정에는 해당 원전의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운전 경험이 많은 발전 전문가와의 면담도 수행해야 

한다.  

두번째 자동 작동에 실패한 기기의 수동 복구조치에는 자동 신호(auto 

signal)의 수동발생 조치와 운전 중이던 트레인이 기능 상실하면 대기 중인 

트레인을 수동으로 운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신호의 수동발생과 관련된 

오류사건은 주로 RPS/ESFAS와 같이 신호발생 계통에서 모델되고, 대기 중인 

트레인의 수동 운전에 관련된 오류사건은 해당 계통의 고장수목에 직접 모델된다. 

마지막으로 주요 고장난 MOV에 대한 현장 복구조치는 최종 정량화 단계에서 

모든 주요 최소단절집합에 대한 검토 후에 복구 가능한 대상 MOV를 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복구조치 실패에 대한 오류사건을 정의한다. 이 과정에는 사고경위 

정량분석 담당자와 HRA 분석자가 함께 참여하며, 고장난 MOV에 대한 물리적 접근 

가능성과 시간적 여유를 기준으로 복구실패 오류사건이 결정된다. 

첫번째 유형의 직무인 경우, 동일한 비상대응 직무가 여러 다른 사고 

시나리오에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일한 

직무라도 사고 시나리오 별로 직무의 가용시간 또는 오류영향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류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직무라도 시나리오별로 별도의 

오류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최종 정량분석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오류사건 중에서 시나리오별로 시간 정보나 오류영향 인자의 차이가 큰 

경우에 보다 사실적인 분석을 위해서 별도의 오류사건으로 정의한다.  

2.  선별분석 

분석에 효율성을 관점에서 상세분석을 수행할 대상을 결정하는 선별분석이 

이루어진다. 선별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은 대상 직무에서 발생할 오류 발생 

가능성이 극히 적어 무시할 수 있다고 판정되거나, 또는 해당 오류확률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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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으로 할당하더라도 최종 결과(계통신뢰도 또는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이들을 상세 정량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사고 전 인적오류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별분석에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있다. 정성적 방법은 정성적 선별지침을 적용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이 극히 적어서 분석이 필요없는 직무를 가려내는 것이고, 정량적 방법은 

일단 모델된 인적오류에 보수적 오류확률값을 할당하고 PSA 정량화를 통해 상세 

분석이 필요한 인적오류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성적 선별 분석을 

통해 HRA 대상을 선정 최종적으로 선정된 오류사건에 대해 상세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정량적 한 후, 예비 PSA 단계에서 정량적 선별분석을 하고, 선별분석은 

생략하고, 선별된 모든 오류사건에 대하여 곧바로 상세 HRA를 수행할 수도 있다.  

사고 후 인적오류에는 절차서 수행상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자동 작동에 실패한 기기를 수동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고장난 

기기(MOV)를 현장에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인적오류는 안전성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비 평가 

단계에서의 선별분석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상세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선별분석 

단계에서는 고장난 기기의 현장 조작은 고려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최종 정량화 

시 최소단절집합에 대한 복구분석 (recovery analysis) 과정에서 평가한다. 

예비 평가 단계에서 사용하는 사고 후 인적오류의 보수적인 선별값은 다음 

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오류 확률값으로 1.0을 사용한다.  

−  주제어실 밖에서 수행되는 작업  

−  수행절차서가 없는 작업 

 나머지의 경우, 오류 확률값은 다음과 같이 사고 발생 후 직무 여유시간에 

따라 결정한다.  

− 원자로 정지 후 15 분 이내인 경우 :  HEP = 1.0  

− 원자로 정지 후 30 분 이내인 경우 :  HE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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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정지 후 30분 이상 60 분 이내인 경우 :  HEP = 0.2  

− 원자로 정지 후 60 분 이상인 경우 :  HEP = 0.1 

 

3.  직무분석 

직무분석이란 선별분석을 통해 상세 분석이 필요한 오류사건에 대해 HRA 수행에 

필요한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직무의 전반적인 

상황 정보와 오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여 직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HRA에 필요한 직무분석에는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다른 직무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수행절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계층적 직무분석 (Hierarchical Task Analysis, HTA)이, 관련된 시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분석(Time Line Analysis, TLA) 등이 

사용된다[Kirwan, 1992]. 직무분석의 결과는 HRA 정량분석 단계에서 직접적인 

입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입력의 기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입력 정보가 아니더라도 직무분석 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기술 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직무분석을 통해 조사되는 정보는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거시적인 상황(contex) 정보, 즉 직무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상황 정보를 분석한다. 

직무가 요구되는 시점의 전체 시스템이나 관련 계통의 상태와 사고 시나리오 전개 

상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시간 정보로서 직무의 허용시간, 직무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작업자가 인지하는 cue 시점, 진단여유시간, 작업수행시간 등이 

분석된다. 셋째, 직무 자체에 대한 정보로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수행절차, 절차서 기술수준, 교육 및 훈련 수준, 각 세부 수행절차의 유형이나 

복잡도, 직무 담당자, 직무 수행 위치 및 환경 등 해당 직무의 수행에 관련된 

구체적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자에 대한 정보로서, 직무 

경력이나 숙련도, 스트레스 수준 등이 포함된다[Kim, 1999; Jung, 2000]. 

표준 방법에서 적용하는 직무분석의 결과는 HRA 입력의 한 형태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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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표 24는 표준방법에서 사용하는 HRA 입력 양식이다. 문서화 관점에서 포멧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표24는 전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정리되는 정보 항목과 

기술 수준은 보여주고 있다. 

4.  정량분석 

비상직무에 대한 인적오류 평가는 크게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분석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비상 운전 중의 작업자 행위는 사건/사고 상황 및 시스템 

상태를 진단하고 대응 직무를 결정하거나 계획하는 진단 및 의사결정(diagnosis & 

decision) 과정과, 결정된 대응 직무를 절차서 혹은 기억에 따라 조치하는 작업 

수행(execution)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직무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 및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분석 방법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단오류 및 수행오류는 각각 기본오류확률을 산출한 후, 여러 가지 

오류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산출한 보정값을 곱하여서 진단오류 및 수행오류의 

최종확률을 계산한다. 진단오류의 기본오류확률은 진단여유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주관심작업 유무’, ‘경보유무’, ‘교육/훈련 수준’, ‘절차서 수준’ 등의 

오류영향인자를 고려하여 보정값을 산출한다.  

수행오류의 기본오류확률은 작업성격과 스트레스 수준의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수행오류의 기본오류확률에 감독자나 타 작업자에 의한 복구 실패 확률이 곱해져서 

최종오류확률이 산출된다. 기본 수행오류확률 계산 시 고려하는 작업성격에는 

‘dynamic’, ‘step-by-step’이 있으며, 스트레스는 ‘very low’, ‘optimum’, 

‘moderately high’, ‘extremely high’ 가 있다. 수행오류는 작업에 필요한 수행 

절차별로 오류확률을 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수행 절차의 최종오류확률을 

더하여 수행오류확률을 얻는다. 

비상직무 오류확률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진단오류평가 

−  기본 진단오류확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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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진단오류확률 평가 

  수행오류평가 

−  수행 단위작업 구분 

−  기본 수행오류확률 평가 

−  최종 수행오류확률 평가 

 

가. 진단오류 평가   

진단오류 가능성은 무수히 많은 인자의 영향을 받으나, 원전 비상직무와 같이 

표준화된 절차와 교육/훈련을 통해 잘 정형화된 직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영향 인자를 선별할 수 있다. 표준 방법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와 HRA 수행 경험을 

근거로 진단오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영향 인자를 표 18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18. 사고 후 인적오류 진단직무 및 관련 영향인자 

항목 

번호 
 진단 직무 및 관련 영향인자   대표 PSFs 

1  진단 여유시간은 충분한가? 

진단여유시간 

(직무허용시간, 직무

인지시간, 작업소요

시간으로 산출 )  

2  해당 직무(의 필요성)를 감지하기 쉬운가? MMI(경보/계기)   

3 

 절차서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 시간적으로 적절하게 해당 절차가 제시되는가? 

  - 회복절차서에 있는 절차인가? 

  - 절차서 기술 수준 (이해의 용의성, 절차의 상세성)  

  - 문서화된 절차서와 행정관리의 수준  

절차서 수준 

4 

 만약 절차서에 없는 작업일 경우 1) 

  - 작업 경험 및 친숙도  

  - 작업자(운전원) 경력  

직무친숙도 (시간여유

포함)   

5  해당 절차(직무)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수준(빈도 포함)? 교육/ 훈련 수준 

6 

 직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goal-conflict effect) 

- 의사결정 부담감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어려움 또는 행위 결과에 따른 심리적 부담) 

의사결정 부담감 

1) : 전출력 HRA 일 경우 절차서 없는 작업 거의 없음. 따라서 직무친숙도 PSF 는 고려치 않음. 

절차서가 없다면 HEP=1.0 로 평가. 그러나 만일 절차서에 없는 특별한 조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자가 타당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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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진단오류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또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HRA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가설 중 하나는 진단오류 가능성이 진단 여유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TRC, HCR, THERP/ASEP 방법 등 대표적인 HRA 방법이 이에 근거해서 

진단오류확률을 계산하고 있다.  

표준 방법에서도 진단오류확률이 기본적으로 진단여유시간에 의해 좌우되며, 

다른 영향 인자에 의해 보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표준 

방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단여유시간의 함수로 기본 진단오류확률을 구한 후, 

이에 다른 영향 인자를 고려한 보정 값을 곱하여 진단오류확률을 계산한다.  

 Pr(진단오류) = Pr(기본 진단오류) * 보정값  

  여기서,  Pr(기본 진단오류) = ƒ(진단 여유시간 = 허용시간 - 수행시간), 

보정값 = ƒ(주관심작업, MMI(경보), 절차서, 교육/훈련, 의사결정  

부담감) 

 

(1) 기본 진단오류확률 계산 

진단 여유시간에 따른 기본 진단오류확률은 그림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THERP 

또는 ASEP에서 제공한 진단오류확률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기본 진단오류 

확률은 진단 및 의사결정에 허용된 진단여유시간의 함수로 표현된다.  

 

그림 6. 기본진단오류 확률 함수 [NUREG/CR-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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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여유시간이란 대상 직무에 진단에 순수하게 허용된 시간을 의미한다. 진단 

여유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하여 최대로 허용된 시간(즉 직무의 

성공기준시간)과 해당 직무에 대한 진단과 의사결정이 끝난 후 그에 따라 해당 

기기들을 물리적으로 조작하는데 필요한 수행시간을 알아야 한다.  

 직무허용시간 (= 직무성공기준 시간 - Cue 인지 시점 ) : 직무허용시간이란 

해당 직무를 위해 허용된 최대 시간을 의미한다. 즉 진단 및 의사결정, 

그리고 결정된 작업의 수행에 허용된 최대 시간을 말하며, 이는 작업의 

필요성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작업이 가능한 최종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 직무성공기준 시간 : 원자로 정지(Reactor Trip) 시점을 기준으로 직무가 

시작되거나 완료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 직무의 시작이냐 또는 완료냐는 

직무의 정의에 따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이차측 급속냉각운전인 경우에는 

직무의 정의가 ‘원자로 정지 후 30분 이내에 100°F 냉각율로 RCS 

냉각운전을 시작함’으로서, 직무성공기준 시간이 30분이 

된다.  직무성공기준 시간은 열수력 분석이나 운전 전문가를 통해 얻는다.  

− Cue 발생 시점 : 원자로 정지 시점으로부터 해당 직무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알리는 '경보/계기/절차서' 등 cue 발생 시점을 말한다. 여기서 

cue는 해당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무엇을 cue로 볼 

것인가는 작업자나 분석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운전원이나 

작업자의 대표적 의견을 바탕으로 cue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F&B 

운전’의 경우, cue를 SG 저저수위로 AFAS가 발생하는 시점(3분 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고 진단(우선-02)이 끝나서 비상-05(완전급수상실)를 

시작하는 시점(7‾10분 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최종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운전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표적인 cue의 

확인이 필요하다.   

− Cue 인지 시점 (= Cue 발생 시점 + 1분) : 원자로 정지 시점으로부터 해당 

직무의 필요성을 운전원이 처음으로 인지하는 시점을 말한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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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서는 cue 발생 시점 후 약 1분 정도의 인지 지연시간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기술적 근거는 비상 운전 초기의 정보 폭주와 이로 인한 인지 

부하의 증가,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주의 집중력의 저하 등으로 운전원이 

cue를 인지하는데는 약간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작업수행시간 : 진단 및 의사결정이 완료된 후 실제 기기를 물리적(혹은 

육체적)으로 조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서, 단위작업별로 산출한다. 

작업수행시간은 발전소 walkdown을 통한 실측 자료나 시뮬레이터 실습 자료를 

사용하면 좋으나, 만일 이런 자료를 얻기 어렵다면 운전원 면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단위작업별 수행시간 산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MCR/EER에서의 기기조작    

 단위작업으로 구분된 한 항목마다 기본적으로 1분  

 밸브 조작인 경우는 조작 밸브의 수에 따라 : 1-2 개(1분), 3-5개(2분), 

6개 이상(5분)  

−  Local의 기기 조작  

 단위작업 행위시간 : Local 이동시간 (10분) +  기기조작 시간 (실측시

간, 대형수동밸브의 경우 예상보다 긴 시간 요구)  

 진단 여유시간 (= 직무허용시간 - 단위작업수행시간의 합) : 진단여유시간은 

순수하게 진단 및 의사 결정을 위해 허용된 여유시간으로서, 앞에서 구한 

직무허용시간에서 모든 작업수행시간을 뺀 값이다.  

 

THERP에서 제공하는 기본 진단오류확률은 중앙(median) 값이기 때문에, 이를 

PSA에서 기본사건의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평균(mean) 값으로 변환해서 사용한다. 

진단오류확률은 lognorm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오차인자(error factor)는 

THERP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한다. 기본 진단오류의 평균값을 구하는 변환식은 

아래와 같다.  

평균(mean) = 중앙값(median) * Exp [(ln EF/1.645)2/2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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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진단오류확률 계산 

앞에서 구한 기본 진단오류확률에 시간요인 이외의 다른 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최종 진단오류확률을 구한다. 즉 기본 진단오류확률에 다른 영향 인자들이 

오류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보정값을 곱하여 최종 진단오류확률을 계산한다. 

진단오류 가능성은 진단여유시간 이외에 해당 직무의 필요성을 얼마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느냐와 해당 직무에 대한 평소 교육/훈련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직무의 필요성을 얼마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느냐는 해당 

직무가 운전원의 주관심 대상 직무인가 여부와, MMI나 절차서가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느냐에 의해 결정한다. 표 18에 언급된 관련 영향인자를 반영하여, 

진단여유시간 이외에 진단오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관심 작업 

유무’, ‘경보/MMI 수준’, ‘절차서 수준’, ‘교육/훈련 수준’을 최종 선정하였다. 각 

인자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주관심 작업 여부 : 사고 후에 개입되는 인적직무는 기본적으로 

비상운전절차서 (EOP)를 따라 수행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비상이나 

비정상 직무, 계통운전 등은 절차서화 되어 있으며, 원자로 정지 후의 비상 

직무는 기본적으로는 EOP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대응한다. 따라서 운전원이 

직무의 필요성을 얼마나 쉽게 감지하는가는, 절차서를 따라가면 인지하게 

되는 명시된 직무인가 또는 분명하고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경보가 

제시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고 후 인적직무는 

‘주관심 작업’이라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운전 시 서비스 중이던 

보조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운전원이 수동으로 대체운전이나 복구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만일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경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보나 정보의 과부하로 운전원이 쉽게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주관심 작업’이 아니라고 판정해야 한다.    

  MMI 수준 (경보/계기)[진단관점] : 해당 직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관련 계통의 경보나 계기가 있다. 경보를 포함한 MMI 설계 수준에 

따라 진단오류 확률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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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서 수준 [진단관점] : 직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으로 절차서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비상운전 시 운전원은 EOP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는데, EOP에 해당 직무의 목적, 진입조건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침과 주의사항 등이 얼마나 잘 기술되어 있는가에 따라 진단오류 

확률을 보정한다.   

  교육/훈련 수준 [진단관점] : 진단오류 가능성은 해당 직무의 경험이나 

친숙도에 영향을 받는다. 사고 후 직무는 직접 경험하는 경우가 극히 적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의 수준에 따라 진단오류 확률을 

보정한다. 만일 직접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의사결정부담 : 의사결정 부담감이란 상황 파악과 대응 조치에 대한 판정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해당 조치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경제적/사회적) 

때문에 직무 수행이 늦어지거나 실패하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정의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일방관류냉각운전과 같이 인위적으로 LOCA를 유발하는 

행위나, 수동 안전주입 조치 같은 경우는 운전원이 이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고장난 계통의 복구 등에 매달리다 시간 내에 대응을 못할 가능성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부담감의 수준에 따라 진단오류 확률을 보정한다.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선정된 각 영향 인자의 수준을 

구분하고 오류 가능성에 미치는 가중치(weighting)를 결정하였다. 인자별로 취할 

수 있는 수준과 가중치 (괄호안의 값)는 다음과 같다.  

 주관심작업 : 예(1), 아니오(20)   

 MMI/경보(진단관점) : 상(1/2), 중(1), 하(2)  

 절차서(진단관점) : 상(1/3), 중(1), 하(5), 없음(HEP =1.0 가정)  

 교육/훈련(진단관점) : 상(1/3), 중(1), 하(5)  

 의사결정부담 : 상(2), 중(1.5), 하(1) (그림 7의 보정값과는 별도로 고려)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보정값 결정규칙은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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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진단오류확률 보정값 결정 규칙 

 

원전의 경우 전출력 운전 중의 거의 모든 인적 직무는 절차서화 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절차서는 있다는 가정 하에 위의 보정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만일 평가해야 하는 직무에 대한 절차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전출력 HRA에서 절차서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HEP를 1.0으로 평가한다 

(절차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교육/훈련도 안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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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당 직무가 절차서화 되진 않았지만, 실제 운전 중 경험이 있거나, 

중간 경력의 운전자/작업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작업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타당한 기술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한 후 보정 값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수행오류 평가  

진단오류 평가 방법에 비하여 수행오류 평가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차는 

상대적으로 크다. THERP 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행절차를 세분화하여 오류 

가능성을 평가하는 분해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수행오류 관점에서 보면 직무를 위해 많은 수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것은 틀림없다. 또한 분해적 방법에 대하여 오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뒷받침을 가지고 이를 뛰어넘을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실제로 HRA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수행 절차를 일정한 

단위작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THERP/ASEP 방식이 아직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 방법에서도 수행오류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 절차를 

단위작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분해적 방법을 따랐다.  

문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지 단위작업을 구분하는데 분석자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HERP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분석자마다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단위작업 구분 방법이나 수준이 같지 않다. 어떤 분석자가 상세하게 

10개의 단위작업으로 구분하는 직무를 다른 분석자는 단순하게 해당 직무의 절차서 

수행 누락(ommission) 하나로 단위작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단위작업의 

구분 차이는 결과적으로 수행오류 확률의 차이로 연결되어 동일한 분석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표준 방법에서는 분석자들이 통일된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단위작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단위작업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작업자의 인지적 단위 그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적인 예를 

덫붙인 규칙을 제공하여 단위작업 구분 시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표준 방법에서는 단위작업이 THERP 방법처럼 너무 미세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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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P 방법처럼 너무 단순하지도 않게, 기기 수준의 능동적 조치행위 수준으로 

단위작업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수행오류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의 수행 내용을 단위작업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작업별로 오류확률을 평가한 후 이를 더하여 수행오류 확률을 

계산한다. 따라서 수행오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단위작업의 

오류확률을 평가해야 한다. 각 단위작업의 수행오류 가능성 역시 많은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으나, 직무가 잘 정형화된 원전의 작업에서의 수행오류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영향 인자를 선별할 수 있다. 

표준 방법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와 HRA 수행 경험을 근거로 수행오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19에 수행오류와 관련된 

영향인자를 정리하였다.   

 표 19. 사고 후 인적오류 수행오류 관련 영향인자(PSFs)  

No 세부 단위작업 수행 영향인자 대표 PSFs 관련요인 

1 세부 단위작업이 얼마나 복잡한가? 

단위작업복잡도, 

MMI(스위치배열), 

절차서 수준, 

직무 친숙도 

(시간포함) 

작업유형 

2 단위작업이 얼마나 긴급하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시간긴급성 

3 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상황심각성 

4 단위작업이 얼마나 친숙한가?   교육/훈련 수준 

5 단위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가? 

작업 위험성 

(작업환경, 

장치 접근성, 

특별장비/의복) 

스트레스 

6 오류복구가 가능한 시간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 시간긴급성 

7 단위작업 결과를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 MMI(feedback) 

8 단위작업 결과를 제3자가 독립 확인하는가? 감독확인 수준 

오류복구 

 

 

표 19에 선별된 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수행오류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또한 여러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표준 방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인자(작업유형, 

스트레스 수준, 오류복구 가능성)에 의해 수행오류 확률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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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단위작업이 얼마나 복잡한지, 작업수행 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작업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의 복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단위작업의 수행오류 확률이 결정된다. 세 가지 인자는 표 19에 정리된 관련 

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수행오류의 정량분석 관점에서 원전의 정형화된 

비상직무를 3가지 작업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스트레스 수준은 4가지로 

구분하였다. 모두 12가지 작업유형과 스트레스 조합에 대하여 기본 수행오류확률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 오류복구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위작업에 대한 

수행오류확률을 구한다.  

정리하면 표준 방법에서는 단위작업별로 작업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여 

우선 기본 수행오류확률을 계산한 후, 오류복구 가능성을 평가하여 각 

단위작업별로 보정된 수행오류확률을 구한다. 다음으로 모든 단위작업의 보정된 

수행오류확률을 합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수행오류확률을 계산한다. 이제까지 

설명한 수행오류확률의 계산 절차와 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r(수행오류) = ∑[Pr(단위작업오류)] * Pr(복구실패)]  

   여기서, Pr(단위작업오류) = ƒ(작업유형, 스트레스수준),  

− 작업유형 = ƒ(작업복잡도, 절차서, 교육/훈련, 동시작업 유무),  

− 스트레스 수준 = ƒ(시간긴급성, 상황심각성, 작업위험성),  

     Pr(복구실패) = ƒ(시간긴급성, MMI, 감독자)  

 

(1) 단위작업 구분 규칙  

단위작업의 구분은 수행오류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행절차를 

얼마나 세분화 하느냐는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나, 분석자에 따라 

세분화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표준 방법에서는 수행절차 세분화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위작업 구분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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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작업 구분 기본 원칙 : 동일 작업자가 동일 위치(or 판넬)에서 하나의 

목적(goal)을 가지고 동일한 계통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수행하는 

능동적 조치 행위(active action)를 하나의 독립 단위작업으로 구분한다.  

 계통/기기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는 능동적 조치 행위만을 단위작업으로 

구분하면서, 능동적 행위를 하기 위한 조건 확인 등 사전 절차는 능동적 

행위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능동적 행위일지라도 

누락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즉 기기보호 차원이나 자동기동이 안 되었을 때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위작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유로 형성이나 변경을 위해 2개 이상의 밸브를 조작할 때, 절차서에 동일 

step에 기술되어 있으며 동일 계통인 경우에는, 밸브의 조작 사이의 시간 

간격(이전 밸브 조작 종료 시점과 후속 밸브 조작 시작 시점 간의 간격)이 

일정 시간 이내(5분)에 이내이면 하나의 독립 단위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 조작하는 밸브 수에 따라 HEP 값을 보정한다 

 위의 기본 원칙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될 때 별도의 

단위작업으로 구분한다.  

−  작업자가 다를 경우  

−  작업하는 대상 계통이나 기기의 유형(펌프, 밸브, 냉각기 등)이 다를 경우  

−  작업의 목적(goal)이나 관련 안전기능(safety function)이 다를 경우  

−  작업하는 장소(위치 또는 해당 판넬)가 다를 경우 

−  작업 간에 시간 간격이 6분 이상인 경우 

     단위작업 구분 예 

−  종류가 다른 기기(밸브, 펌프, 냉각기 등)의 조작은 별개의 단위작업으로 

구분한다.  

− 다수의 밸브를 조작하는 경우, 절차서에 동일 step에 기술되어 있으며 

동일한 계통에 포함된 2개 이상의 밸브를 연속적으로 조작(line up)하는 

행위는 하나의 단위작업으로 정의한다. 밸브 line up이라도 다른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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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하거나, 복수의 작업자가 개입되거나, 밸브 조작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6분 이상)에는 별도의 단위작업으로 구분해야 한다. 

하나로 정의된 단위작업이라도 조작하는 밸브 수를 고려하여 HEP를 

계산하도록 보정규칙을 제공한다.  

　  밸브 수 1‾2개 : 기본 HEP의 1배,  

　  밸브 수 3‾5개 : 기본 HEP의 1.5배  

　  밸브 수 6개 이상 : 기본 HEP의 2배  

−  수행조치 중 조건 확인(기기조작을 위한 정보 확인)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확인이 진단오류 분석에 포함되는 부분인지 확인한다. 해당 

조건확인이 후속 단위작업의 수행오류에 직접적인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단위작업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수행오류확률 계산 

단위작업별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기본 수행오류확률을 계산한다. 

(a) 작업유형 구분  

단위작업의 작업유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 단위작업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단위작업 자체의 복잡도’, ‘절차서 수준’, ‘시간여유 

및 친숙도’ 인자에 의해 정해진다. 단위작업 자체의 복잡도에 의해 기본적으로 

작업유형이 결정되나, ‘절차서 수준’이나 ‘시간여유 및 친숙도’에 의해 작업유형이 

변할 수 있다. 작업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간략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위작업 복잡도 : 단위작업 자체의 특성이나 복잡도를 ‘단순’, ‘if-then’, 

‘복잡’으로 구분한다. 절차서화된 비상직무는 대부분 ‘if-then’ 형태이거나, 

연속적인 조절 또는 많은 정보를 비교/취합하는 ‘복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단위작업의 경우에는 ‘if-then’ 형태보다 대응이 단순하고 

간단한 직무가 있다. 이런 작업유형을 구별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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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란 작업유형을 정의하였다. Simple Response는 단순작업이고, MMI 

수준이 평균이상이어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한 직무에만 적용한다. 

 절차서 수준 [수행관점]  : 단위작업의 물리적/행위적 수행관점에서의 절차서 

기술 수준 

 시간여유 및 친숙도 : 단위작업의 물리적/행위적 수행관점에서 시간적 여유와 

작업에 친숙한 정도를 의미한다. 만일 단위작업의 성격이 ‘복잡’하더라도 

절차서 수준이 ‘상’ 또는 ‘중’인 경우에 대응 시간이 충분하고 친숙한 

작업이라면 ‘Step-by-Step’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위작업의 유형은 Simple-Response, Step-by-Step, Dynamic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의 특성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Simple Response : 상시 운전되는 계통에서 운전 중이던 기기가 고장나서 

대기 중인 기기가 자동 기동해야 할 때, auto 신호가 실패하여 운전원이 

수동으로 신호를 발생시키는 작업. 조작이 단순하고, MMI(스위치배열) 수준이 

높으며,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 없이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한 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Step-by-Step : ‘if-then-’ 과 같이 수행조치가 잘 구분되어 절차화된 작업  

 Dynamic : 연속적인 조절작업이나, 많은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취합해야 하는 

작업  

단위작업의 작업유형 결정 규칙은 그림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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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작업복잡도 절차서 수준
시간 충분하고, 친
숙한 작업인가?

단위작업 유형

Simple Response *

Step-by-Step

Dynamic

Step-by-Step

Dynamic

Dynamic

* 'simple response'는 상시 운전되는 계통의 운전 중이던 기기가 고장나서 

   대기 중인 기기가 자동 기동해야 할 때, auto 신호가 실패하여 운전원이 
   수동으로 신호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국한해서 적용

단순 (단순 조작이고, MMI배열이 '상/중'이어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한 경우)

if-then (절차화된

if-then 작업)

복잡 (연속적인 조절

작업 OR 많은 입력정
보를 확인, 취합해야
하는 경우)

상, 중

하

하

상, 중

예

아니오

 
그림 8.  단위작업의 작업유형 결정 규칙 

 

(b) 스트레스 수준 결정   

단위작업의 스트레스 수준은 ‘시간긴급성’, ‘상황심각성’, ‘작업환경’, 

‘교육/훈련’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스트레스 수준은 Extremely High, Very High, 

Moderately High, Optimum, Low 등 5개로 구분하는데, 비상직무에서는 Low를 

제외한 4개 스트레스 수준만 사용된다.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시간긴급성 : IE(초기사건) 발생 시점부터 계산한 해당 직무의 성공기준 

시간으로 구분  

 상황심각성 : 해당직무가 마지막 수단인 경우, 또는 LOCA, 안전계통 고장, 

auto 작동 실패 등 상황이 심각한 경우  

 작업 위험성 : 작업환경, 장치 접근성 수준, 특별장비/의복 필요성 등  

 교육/훈련 수준 [수행관점] : 해당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 빈도, 또는 평소 

경험으로 친숙한 정도   

단위작업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결정 규칙은 그림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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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단위작업의 기본 수행오류확률  

표준 방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작업의 수행오류확률을 단위작업 

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결정한다. 표준 방법에서는 작업성격과 스트레스 

수준 조합에 대하여 단위작업의 기본 수행오류확률을 표 2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0의 수행오류확률은 THERP 및 ASEP HRA의 오류확률에 대한 검토와 작업유형 및 

스트레스 수준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단위작업에 대한 수행오류확률 데이터는 HRA 전체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단위작업의 구분 규칙과 연계되어 있다. 즉 표준 

방법에서 제시하는 단위작업 구분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오류확률을 사용할 경우, 일관성 있는 수행오류확률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본 수행오류확률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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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긴급성 상황심각성
단위작업
위험성

교육/훈련
수준

스트레스 수준

Extremely High

Extremely High

Moderately High

Extremely High

Very High

Extremely High

Extremely High

Moderately High

Very High

Very High

Optimum

Moderately High

Moderately High

IE후 <= 29분

IE후 30~59
분

IE후 >=60분

MCR

상, 중

하

LOCAL

예 (LOCA,
안전계통 고장,
Auto작동 실패)

아니오 (상태
안정후 정지냉
각운전인 경우
포함)

해당직무가 마지막 수단일 경우(2시간 이내)

Local의 위험환경/특수의복

MCR

상, 중

하

LOCAL

해당직무가 마지막 수단일 경우(2시간 이상)

MCR

상, 중

하

LOCAL

 

 ‘상황심각성’의 ‘안전계통 고장’이란 평상시는 사용하고 대기 중인 ‘safety system’
을 의미함. 또한 ‘Auto작동 실패’란 ‘해당 운전변수가 미리 정의된 설정치에 도달하

면 자동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자동 작동에 실패한 것’을 의미함.   

 ‘상황심각성’의 ‘마지막 수단’은 기본적으로 ET 표제에서 해당 표제의 실패 시 노심

손상이 초래되는 경우의 관련된 직무를 의미하나, 최소단절집합(MCS) 에 나오는 

HFEs를 검토해서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서 평가함. 

그림 9.  단위작업의 스트레스 수준 결정 규칙 

 

  

표 20. 단위작업의 수행오류확률  

작업성격 스트레스 수준 
기본 오류  

확률(mean) 
오차인자

THERP 단위 직무 

HEP 분포 (median) 

Simple Low 0.0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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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um / 

Moderately High 
0.001 

3 
 

Response 

Very high / 

Extremely High 
0.003 

3 
 

Low 0.01 3 0.001 ‾ 0.01 

Optimum 0.005 3 0.0005 ‾ 0.005 

Moderately High 0.01 3 0.001 ‾ 0.01 

Very high 0.02 3   

Step-by-Step 

Extremely High 0.05 5 0.0025 ‾ 0.025 

Low - 5 0.001 ‾ 0.01 

Optimum 0.01 5 0.0005 ‾ 0.005 

Moderately High 0.03 5 0.0025 ‾ 0.025 

Very high 0.08 5   

Dynamic 

Extremely High 0.25 3 0.25 

 

 

(3) 최종 수행오류확률 계산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수행오류확률은, 단위작업별로 수행오류에 대한 

복구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정된 수행오류확률을 구한 후, 모든 단위작업의 보정된 

수행오류확률을 합함으로써 얻어진다.  

 

(a) 단위작업 수행오류의 복구실패확률  

단위작업의 수행자에 의해 발생된 오류는 작업자 자신이나 감독자를 포함한 타 

작업자에 의해 발견되어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단위작업 수행시 발생한 

수행오류를 발견하여 회복시킬 가능성은 여러 인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작업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MMI와 

작업자의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타 작업자(감독자)가 있다. 또한 

수행오류의 복구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표준 방법에서는 ‘시간긴급성’, ‘MMI’, ‘감독/확인’ 세 인자를 고려하여 

복구실패확률 결정 규칙을 정하였다. 세 인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시간긴급성 : 직무성공기준시간으로 시간긴급성을 평가한다. 정확하게는 오류 

복구 관점에서의 가능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시간긴급성을 평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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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무에 있어서 오류 복구관점에서의 여유시간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 방법에서는 해당 직무의 직무성공기준시간으로 시간긴급성을 

평가한다. 만일 대략적으로 추정한 오류복구 여유시간이 복구조치에 필요한 

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복구실패 확률을 ‘1’로 본다.   

 MMI(feedback) 수준 [오류복구관점] : 수행결과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의 유무와 설계 수준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펌프나 밸브 

조작 시, 후단의 유량, 압력 계기 등이 있는 경우 그 수준을 평가하여 

고려한다. 

 감독/확인 수준 : 작업자가 아닌 동료나 감독자가 명시적인 절차서, check 

list를 가지고 기기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 고려한다. EOP의 경우 이전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독립적인 절차가 있는 경우에 감독자 복구 가능성을 

고려한다.  

 

 단위작업의 수행오류에 대한 복구실패확률 결정 규칙은 그림 10과 같다. 

 

위 결정 규칙에 포함되지 못한 예외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대략적으로 추정한 오류복구 여유시간이 복구조치에 필요한 시간보다 적을 

경우, 복구실패확률은 ‘1’로 평가한다.  

 단위작업 유형이 ‘simple response’인 경우에는, 시간이 30분 이상이고, 

MMI가 ‘상 또는 중’인 조건에 한하여 복구실패확률 ‘0.5’를 적용한다.  

해당 직무가 ‘주관심작업’이 아닌 경우, 복구실패확률은 ‘1’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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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긴급성 MMI 수준 감독/확인 복구 실패 HEP

0.05

0.2

0.2

0.4

0.1

0.2

0.2

0.3

0.3

0.6

0.2

0.3

0.4

0.5

0.6

1

1

IE후 >= 120

IE후 60~119분

상

중

예

아니오

예

아니오

IE후 30~59분

하
예

아니오

상

중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하
예

아니오

상, 중

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IE후 <= 29분

 

그림 10. 수행오류 복구실패확률 결정 규칙 

 

(b) 최종 수행오류확률 계산  

최종 수행오류확률은 모든 단위작업의 수행오류확률을 합함으로써 구한다.  

 

이제까지 정리한대로 대상 직무의 수행오류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작업자 

수행조치를 단위작업으로 구분한 후 단위작업별로 작업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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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기본 수행오류를 얻었다. 다음으로 단위작업별로 수행오류에 대한 

복구실패확률을 산출하여 기본 수행오류확률에 곱함으로써 복구실패까지 고려한 

수행오류확률을 구했다. 이렇게 구한 모든 단위작업의 수행오류확률을 더함으로써, 

대상 인적오류사건에 대한 최종 수행오류확률을 계산한다.  

다. 최종 오류확률 계산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표준 방법에서 사고 후 인적오류 사건에 대한 오류확률은 

진단오류와 수행오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정의된 사고 후 인적오류 

사건의 최종 오류확률은 진단오류확률과 수행오류확률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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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종속성 분석 

인적오류의 종속성(dependency) 분석에는 두 가지 대상이 있다. 첫째는 한 

직무를 수행하는 세부 조치행위들 사이의 종속성으로서, THERP와 같이 인간의 

행위를 미세한 단위작업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할 때 단위작업들 사이의 종속성을 

말한다. 둘째는 보다 상위수준의 종속성으로 직무들 사이의 종속성을 말한다. 즉, 

사고 전개과정에서 이전 직무의 성공, 실패가 후속 직무의 수행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종속성을 인적오류간 종속성이라 한다.  

첫번째 대상인 세부 단위작업 간의 종속성은 그 이론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분석의 주관성이 크게 개입되는 대표적인 분석 과정이다. 세부 단위작업 

간의 종속성 파악이나 종속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전적으로 분석자에게 일임되어 

있어서 분석의 일관성을 얻기 어렵다. 또한 인간의 목적 지향적 직무 수행 행태를 

고려할 때, 세부 단위작업간의 종속성을 기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분석 과정과 평가 규칙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HRA 표준 

방법에서는 세부 단위작업 간의 종속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두번째인 인적오류들 사이의 종속성이란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사건조합(즉 

최소단절 집합)에 두 가지 이상의 인적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이들 인적오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상호 연관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인적오류가 하나의 

최소단절집합에 나타나는 경우, 첫번째 인적오류가 발생한 상황에서 두번째 

인적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들간의 종속성을 평가하여 두번째 

인적오류의 확률값을 보정해야 한다. 만일 이런 종속성 영향 평가가 누락되면 

실제보다 인적오류의 영향을 낮게 평가 할 수 있다.  

종속성 분석은 사고 전 인적오류와 사고 후 인적오류가 다르다. 사고 전 

인적오류는 수행오류만이 종속성 분석 대상이지만 사고 후 인적오류는 진단오류와 

수행오류가 모두 대상이다.  

오류사건간의 종속성 평가는 THERP[Swain 1983]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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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적오류 종속성 평가 식  

종속성 수준 
종속성을 고려한 B 오류확률 계산 식

[A:선행 오류사건, B:후속 오류사건]

B의 최소(혹은

근사) 조건부 

확률 

완전 (complete) P(B/A) = 1.0 1.0 

고 (high) P(B/A) = [1 + P(A)]/2 0.5 

중간 (moderate) P(B/A) = [1 + 6*P(A)]/7 0.14 

저 (low) P(B/A) = [1 + 19*P(B)]/20 0.05 

독립 (zero) P(B/A) = P(B) P(B) 

P(A) : 오류사건 A가 발생할 확률 

P(B/A) : 오류사건 A가 발생한 조건 하에서 오류사건 B가 발생할 확률 

두 인적오류 사건 HE1과 HE2가 하나의 최소단절집합에 나타났다면, 두 인적오류 

사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HE1 * HE2) = Pr(HE1) * Pr(HE2 ∣ HE1)  

      = Pr(HE1) * Pr(HE2-DEP)   

위와 같이 HE1과 HE2가 최소단절집합에 동시에 있고, 두 오류사건 간에 

종속성이 존재한다면, 후속 인적오류 사건의 오류확률 Pr(HE2)는 종속성 수준을 

반영하여 재 계산된 값인 Pr(HE2-DEP)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행 오류사건 

HE1과 후속 오류사건 HE2의 오류확률이 각각 P(HE1) = P(HE2) = 0.01 이라 하자. 

만일 HE1과 HE2 사이에 고 종속성이 있다면, HE1이 발생한 조건 하에서 HE2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P(HE2/HE1) = (1 + 0.01)/2 ≈ 0.5 가 된다. 따라서 HE1과 

HE2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P(HE1∩HE2) = P(HE1) * P(HE2/HE1) = 0.01 * 0.5 

= 0.005 이다. 결국 종속성을 고려한 HE2의 확률 P(HE2-DEP)는 0.5가 된다. 그런데 

만일 HE1와 HE2가 상호 독립이라면 P(HE1∩HE2) = P(HE1) * P(HE2) = 0.0001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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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전 인적오류 종속성 분석 

사고 전 인적오류 사건은 계통 고장수목 논리 속에 모델된다. 시험/보수/교정과 

같은 일상직무 중에서 종속성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동일한 직무가 같은 계통 

내의 병렬 트레인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이다. 고장수목 상에서 보면, 

직렬계통 즉 고장수목에서 ‘OR’ 논리로 결합된 인적오류 사이에는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병렬계통 즉 고장수목상에서 ‘AND’ 논리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인적오류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종속성 수준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오류영향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Mark 2002, Swain 1983, 1987]. 종속성 수준을 결정하는 오류영향인자인 

‘동시 또는 연속작업’, ‘기기의 근접성’, ‘정보기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동시 또는 연속작업: 시험/교정/정비 등의 작업 등이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대부분 동일 작업자가 동일 절차서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업무는 대부분 두 채널의 동시 

교정작업이거나 펌프를 동시 또는 연속 시험하는 것과 관련된 밸브들이다.  

 기기 근접성: 기기가 이웃해 있으면 종속성이 증가한다. 이웃에 대한 판단 

여부는 4미터(12피트이내) 거리 이내 또는 같은 구역(동일 방 등)내 

여부이다. 

 정보기록 요구: 기기에 대해 작업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기록이 필요한 

경우에 종속성 수준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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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또는 연속
작업

기기 근접성 정보기록 요구 종속성 수준

yes high

동일작업자가 동일  yes

절차서 사용하여 작업 no complete

yes

yes low

no

A*B no medium 

no zero

동일 절차서 사용하여 작업 

 

그림 11. 사고 전 인적오류 종속성 수준 평가 규칙 

 

2.  사고 후 인적오류 종속성 분석 

사고 후 인적오류 사이의 종속성을 고려하는 방법에는 인적오류 전체를 

대상으로 종속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인적오류를 진단오류와 수행오류로 나누고 

이들 간의 종속성을 분리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분석이 

간단하지만, 일부 사건 간의 종속성은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 방법은 사건 간 종속성을 상세히 표현할 수 있지만 분석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HRA 표준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적오류 전체를 대상으로 

종속성을 평가하나, 필요에 따라 오류사건 간의 종속성을 보다 정확한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오류와 수행오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종속성을 분석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사고 후 인적오류의 종속성 분석을 위해서는 첫째 종속성 분석 대상 오류사건을 

파악하고, 그들 사건 사이의 종속성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종속성 분석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전개 과정에서 ‘AND’ 논리로 연결되는 사고 시나리오 

상에 존재하는 오류사건들을 파악하고, 그들 사이에 종속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종속성 판별 규칙이 필요하다.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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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을 파악한 후에는 그들 사이의 종속성 수준을 평가해서 종속성을 고려한 

오류확률을 계산하여 최종 정량분석에 반영한다.  

 

가. 종속성 분석 대상 파악  

종속성 분석의 대상 인적오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인자가 두 인간 

행위 사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는 모든 사건수목 

표제에 모델된 인적오류를 비교 검토해야 하며, 추가로 정량화 결과로 얻은 

최소단절집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종속성 분석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HRA 참고문헌 

[Dougherty, 1992b; Gertman, 2005; Mark, 2002; Swain, 1983, 1987]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선정하였다.  

 직무 단서(cue)의 유사성 : 동일 혹은 유사한 단서(cue)를 사용하는 직무들  

 시간적 연속성 : 동일 시간대 혹은 짧은 시간(10분) 범위 내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직무들 

 동일 절차서 : EOP 내의 한 절차서에서 동일한 안전기능(safety function)에 

관련된 직무들 

 작업자 및 작업 위치의 동일성 : 동일한 방이나 판넬에서 동일 작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직무들 

 

나. 종속성 수준 결정 및 분석  

종속성 분석 대상이 파악되면 인적오류 간의 종속성 수준을 결정한다. 종속성 

수준에는 THERP[Swain 1983]에서 제시하는대로 완전(complete), 고(High), 

중(midium), 저(low) 및 무(zero) 종속성으로 구분한다. 표준 방법에서는 표 22의 

종속성 평가 일반규칙[Dougherty 1992b, Gertman 2005, NEI 2000]과 함께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종속성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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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1: 선별분석이나 예비 PSA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수준의 종속성 

분석으로서, 동일 단서(cue)일 경우 완전 종속성, 다른 단서(cue)일 경우 고 

종속으로 가정한다.  

 단계 2: 단계 1의 결과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면 동일 단서이외에 시간과 

절차서를 고려하여 종속성을 평가한다. 이 경우 진단오류와 수행오류를 

구분하지 않고 인적오류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종속성 분석을 수행한다. 

종속성 수준은 그림 12의 진단오류 종속성 수준 결정수목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단계 3: 단계 2의 평가 보다 상세한 종속성 분석이 필요할 경우, 진단오류와 

수행오류를 분리하여 종속성을 평가한다. 진단오류 종속성 수준은 그림 12을 

수행오류 종속성 수준은 그림 13의 결정수목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표 22. 종속성 평가 일반 규칙 

 항목  내용 

A 

단절집합내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3번째 운전원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원의 증가된 stress를 고려하여 적어도 medium dependency 

이상으로 평가한다.  
G1 

B 

단절집합내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4번째 운전원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원의 증가된 stress를 고려하여 적어도 high dependency 이상으로

평가한다. 

G2 
동일 계통내의 운전원 행위는 예를 들면 계열별 SIAS-train A, SIAS-

train B 작동 행위는 동일 행위로 처리하여 완전종속으로 평가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독립 종속성으로 평가한다 

A 
암기화된 행위(예 SIAS, RAS 등 수동 신호발생)와 같이 운전원이

평상시 그 발생조건을 알 수 있는 행위와 다른 행위들 사이 G3 

B 
현재 평가 대상 행위 이전의 행위가 성공하거나 비록 실패할지라도

후속으로 다른 hardware의 작동뒤에 수행되는 행위   

G4 

사고경위나 단절집합에 나타나는 결합 인적오류 확률(jointed human 

error probability)은 1.0E-6 보다 작을 수 없다. 이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려면 타당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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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또는
동일 단서

동일
시간대

동일
절차서

종속성
수준

complete  D1

complete  D2

high  D3

high  D4

medium  D5

low  D6

zero  D7  

 유사 또는 동일 단서: 필요행위의 진단에 대한 단서(cue)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동일시간대: 두 행위에 대한 단서가 10분이내 발생 경우.  

 동일 절차서: 비상운전 절차서의 경우 동일 사건기반 EOP(예, 동일 EOP-5) 또는 

동일 회복절차서(예, 동일 HR-3). 현재 절차서는 없고 운전원 일부만 알고 있다면 

동일 절차서 간주.   

그림 12. 사고 후 인적오류 진단오류간 종속성 수준 결정 규칙 

 

 동일
작업자

동일
시간대

동일
절차서

동일
위치

종속성
수준

complete  E1

high  E2

high  E3

medium  E4

medium  E5

 low  E6

zero  E7

medium  E8

low  E9

zero  E10  

 동일 작업자: 제어실 운전원 또는 현장 운전원 등 작업자가 동일할 경우.    

 동일시간대: 절차서 수행시간(기기 작동시간 포함)이 5분이상이냐의 여부.   

 동일 절차서: 절차서의 특정 항목(step)이 동일. 현재 절차서는 없고 운전원 

일부만 알고 있다면 동일 절차서 간주.   

 동일 위치: 제어실의 동일 패널 또는 동일계통내의 기기   

그림 13. 사고 후 인적오류 수행오류간 종속성 수준 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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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속성 인적오류 사건 정량화와 표시   

종속성 인적오류 사건을 단계 3의 상세한 종속성 분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단계 3에서 언급하는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각각에 대한 종속성 인적오류 사건 

정량화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사고 후 인적오류는 아래와 같이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HE = HEd + HEe  

여기서, HE : 인적오류 사건  

HEd : 인적오류 사건 HE의 진단오류 

HEe : 인적오류 사건 HE의 수행오류 

두 인적오류 사건 HE1과 HE2가 하나의 최소단절집합에 나타났다면, 두 인적오류 

사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E1 * HE2 = (HE1d + HE1e) * (HE2d + HE2e) 

= HE1d * HE2d + HE1e * HE2d + HE1d * HE2e + HE1e * HE2e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사이는 그 오류 특성상 서로 

독립으로 평가하면 종속성을 고려한 두 오류사건의 최종 결합오류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r(HE1 * HE2) = Pr(HE1) * Pr(HE2-DEP) 

= Pr(HE1d) * Pr(HE2d ∣ HE1d) + Pr(HE1e) * Pr(HE2d) + Pr(HE1d) * 

Pr(HE2e) + Pr(HE1e) * Pr(HE2e ∣ HE1e) 

종속성 분석에서 종속성 있는 인간행위 확률 즉, Pr(HE2-DEP)는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r(HE2-DEP) = {Pr(HE1d) * Pr(HE1d∣ HE2d) + Pr(HE1e) * Pr(HE2d) + Pr(HE1d) * 

Pr(HE2e) + Pr(HE1e) * Pr(HE2e∣ HE1e)} / Pr(H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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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HE2d ∣ HE1d)는 진단오류 사이의 종속성을, Pr(HE2e ∣ HE1e)는 수행오류 

사이의 종속성을 평가하는 식이다. 이들 종속성 정량화는 표 21과 그림 12과 그림 

13를 이용하여 종속성 수준을 평가하고 표 21를 이용하여 종속성 수준에 따른 

정량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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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불확실성 분석  

인적오류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분석 (uncertainty analysis)은 인적오류확률 

계산시 사용되는 입력변수들만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표준화 방법에서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들이 THERP와 ASEP[Swain 1983/1987]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근거로 

했기때문에 인적오류 정량화에 사용한 데이터들을 모두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로 가정한다. 인적오류 확률이 0.1보다 클경우 오차인자가 크면 

대수정규분포 특성상 인적오류 확률 값이 1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HRA 실무적인 

측면에서 대수정규분포만을 사용하는 것은 단점이다. 최근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대수정규분포 대신 베타분포나 엔트로피(entropy) 방법 등을 

사용한다[Gertman 2005]. 다른 분포의 사용은 PSA 정량화 코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인적오류 확률이 대수정규분포를 한다는 가정 하에 기술하였다.    

평균 값은 단순 계산(곱이나 덧셈등)을 통해 구하고, 오차인자는 각 입력 

변수들의 입력 값에 대한 오차인자를 고려한 몬테칼로 모의실험을 통해 오차인자를 

구한다. 본래 모수들의 불확실성분석을 통해 얻어진 평균 값을 사용해야 하지만 

불확실성 분석 수행시마다 평균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통해 구해진 

평균 값을 사용한다. 인적오류로인한 공통원인고장(human induced CCF)과 1.0E-

2미만으로 평가된 인적오류 중 오차인자가 10미만으로 계산된 인적오류에 대해서는 

HRA 고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오차인자 10을 부여한다. 

사고 전 인적오류확률의 불확실성 분석은 사고전 인적오류 확률 계산에 

사용되는 모든 모수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기본 인적오류확률(BHEP)과 복구실패확률(R)만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공학적 판단 측면에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인적오류 확률을 보정하는 알파 값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알파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2) 일반적으로 기기 조작시간과 점검확인시간은 일정하다.  

3) 평균정지시간 계산시에 점검실패확률이 고려되는데 점검실패 확률 값이 작아 

평균정지시간 결과에 그 영향이 크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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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인적오류 확률의 불확실성 분석은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각각의 

오차인자를 고려하여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한다. 진단오류 확률과 수행오류 확률 

평가에 사용되는 보정인자들의 값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불확실성 분석시 

진단오류의 오차인자는 THERP를 참고하여 진단을 위한 운전원 여유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5, 10분 이상 20분 미만인 경우에는 10, 20분 이상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오차인자가 20,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30으로 추정한다. 수행오류 

오차인자는 표 20에 제시된 값을 사용한다. 대수정규분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인자로 인해 인적오류확률 값이 1을 넘지않기 위해 0.1보다 큰 HEP에 대해서는 

오차인자를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 

 HEP < 0.15 인 경우 : 오차인자 5 

 0.15 ≤ HEP < 0.25 인 경우 : 오차인자 4 

 0.25 ≤ HEP <0.3인 경우 : 오차인자  3 

 0.3 ≤ HEP <0.5 인 경우 : 오차인자 2 

 HEP ≥ 0.5인 경우 : 오차인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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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HRA 입력 상수 정의 및 결정 규칙 (1/3) 

No 정의 입력자료 입력값 입력값 결정 규칙

직무성공기준
시간 (a)

직무성공기준 시간 (Rx trip 시점을 기준으로 직
무가 시작되거나 완료되어야 하는 시간)

직무성공기준
시간

Cue 발생 시간
(b)

직무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경보/계
기/절차서' 등 cue 발생 시간(Rx trip후 시간)

alarm/cue 명
칭 및 제공시각

Cue 인지 시간
(c )

운전원이 cue (경보/계기/절차서)를 인지한 시
간(= Cue 발생 시간 + 1분)

직무허용시간
(d)

해당 직무수행에 허용된 절대 시간 (d = a - c)

수행시간 (d)
직무에 대한 진단과 의사결정이 된 후, 순수하게
직무의 물리적/행위적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

[단위작업] 수
행시간 합

- MCR/EER 의 기기조작
 * 단위작업으로 구분된 한 항목마다 기본적으로 1분
 * 밸브 조작인 경우는 조작 밸브의 수에 따라 : 1-2 개(1분), 3-5개(2분), 6개 이상(5분)
- Local의 기기 조작
 * 단위작업 행위시간 : Local 이동시간 (10분) +  기기조작 시간 (실측시간, 대형수동밸브의 경우 예
상보다 긴 시간 요구)

복구관점의 여
유시간

* 의미상으로는 타당하나 실제 이 시간을 구하
기 힘들기 때문에 '직무성공기준 시간(a)'값 사
용

예 절차서, 경보/계기 등을 통해 운전원이 해당 직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주 관심 작업이 되는 경우

아니오
작업자의 주 관심 대상에서 벗어난 작업인 경우 (직접적인 경보가 없는 계통의 고장을 인지하는 작
업. 구체적인 예로는 보조계통의 자동 backup이 실패했을때 운전원이 이를 감지하고 수동 backup
하는 직무)

상
적절한 시간대에 해당 직무의 필요를 인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보/지시계'가 있고  AND  절차서에
해당 직무에 대한 지시가 제시되는 경우

중
적절한 시간대에 해당 직무의 필요를 인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보/지시계'가 있거나  OR  절차서
에 해당 직무에 대한 지시가 제시되는 경우

하
적절한 시간대에 해당 직무의 필요를 인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보/지시계'가 없고, 절차서에도 해
당 직무에 대한 지시가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

상
작업 수행(기기조작)에 필요한 스위치/버튼의 배치가, 주변에 유사한 것이 없이 mimic 형태로 설계
되어 선택이 쉽고, 스위치 조작도 간편하게 설계된 경우

중 작업 수행(기기조작)에 필요한 스위치/버튼의 배치나 스위치 조작이 일반적인 경우

하
작업 수행(기기조작)에 필요한 스위치/버튼의 배치가 유사한 것이 주변에 많아 혼동 가능성이 있고,
스위치 조작도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
조치(기기조작) 결과를 피드백 해주는 한 개의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 직무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는 경우

중
조치(기기조작) 결과를 한 개의 계기는 아니지만, 두 개의 계기 정보를 통합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경우

하
조치(기기조작) 결과를 피드백 해주는 직접적인 계기가 없고, 다른 여러 정보를 통합하거나 유추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절차서 및
step 번호

alarm/cue 명
칭 및 MMI 수
준

[단위작업] 대
상기기 MMI 수
준

직무수행 결과
를 확인하는 계
기명 및 MMI
수준

HRA 입력

1 시간

3 MMI

2 주관심 작업 진단관점
해당 직무가 운전자/작업자의 주된 관심 작업인
지 여부(절차서, 경보/계기 등을 통해 운전원이
직무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진단관점
(Cue/경보 제
공 수준)

직무의 진단/의사결정 관점에서 필요한 '경보/
계기' 제공 수준

수행조치 관점
(MMI 배열/조
작 수준)

작업 수행(기기조작) 관점에서 '조작 기기의 배
열 및 조작 방식'의 수준

복구관점 (정보
피드백 수준) 

작업 수행(기기조작)의 결과 확인 관점에서의 '
계기' 제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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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HRA 입력 상수 정의 및 결정 규칙 (2/3) 

No 정의 입력자료 입력값 입력값 결정 규칙

상
직무의 목적, 진입조건 및 의사결정에 관련된 지침이나 주의사항 등 자세히 잘 기술된 경우. 또한 해
당 직무에 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경우

중 직무 필요성 및 진입조건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침이나 주의사항이 간략하게 나마 제시된 경우

하 직무 필요성이나 진입조건이 제대로 기술되지 못했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기술한 경우

상
HF 작성지침을 준수하고, 직무 조건과 필요성을 명시하며, 수행 조치를 조작기기 수준까지 구체적으
로 기술한 경우. 또한 필요한 모든 수행절차가 한 절차서 내에 기술된 경우

중 직무 조건을 간략히 기술하고, 수행 조치를 계통 단위로 기술한 경우

하 직무 조건과 수행 조치를 너무 복잡 또는 단순하게 기술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없음 해당 직무를 기술한 절차서가 없는 경우

상
정상 운전 중에 경험하는 작업이거나, 해당 직무에 친숙할 정도의 교육/훈련 빈도와 수준(해당 직무
를 1년에 1회 이상 수행하거나 훈련하는 경우)

중
직무의 목적은 알지만, 구체적인 직무 조건이나 상황은 해당 절차서를 보아야 하는 정도의 교육/훈련
빈도와 수준(EOP의 최적운전절차서에 기술된 직무와 같이 해당 직무를 2년에 1회 정도 교육/훈련하
는 경우)

하
직무가 어떤 경우에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지 들어보았거나, 해당 절차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
우(EOP의 회복운전절차서에 기술된 직무와 같이 해당 직무를 2년에 1회 미만 교육/훈련하는 경우)

상
작업의 내용과 순서를 알고 있는 정도의 실제 경험 또는 교육/훈련 빈도와 수준(해당 직무를 1년에 1
회 이상 수행하거나 훈련하는 경우)

중
작업의 내용은 알지만, 구체적인 수행 절차는 해당 절차서를 보아야 하는 정도의 교육/훈련 빈도와
수준(EOP의 최적운전절차서에 기술된 직무와 같이 해당 직무를 2년에 1회 정도 교육/훈련하는 경
우)

하
작업이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지 겨우 들어보았거나 해당 절차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EOP
의 회복운전절차서에 기술된 직무와 같이 해당 직무를 2년에 1회 미만 교육/훈련하는 경우)

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결과로 인한 영향(경제적)이 아주 심각한 경우. 또는 운전자가 체감하는
경영목표(경제성/안전성)가 서로 심각히 상충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운 경우

중 해당 직무 수행 결과로 인한 영향이 부담되거나, 여러 대안 중 하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

하 직무 수행을 결정하는데 부담감이 없는 경우

단순
수행 조건이 아주 단순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한 경우. 이 유형은 'simple response'로 구분되는
데, 이것은 상시 운전 중인 기기가 고장나서 대기 중 기기가 자동 기동해야 할 때 auto 신호가 실패하
여 운전원이 수동으로 신호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국한해서 사용

보통 (if-
then)

두 가지 이상의 수행조건을 확인하거나, 수행 조치가 일반적인 펌프나 밸브 조작 수준인 경우 AND
주요 운전변수 추이가 안정적인 경우

복잡
여러 작업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유량/압력/수위 등을 연속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작업인 경우 OR
주요 안전변수의 추이가 급격한 경우 OR 다수 인원이 작업에 개입되는 경우

해당 절차서 및
step 번호, 절
차 기술 수준

해당 직무의 조
치작업에 대한
교육/훈련 빈
도, 또는 실제
작업 경험 빈도

작업으로 인한
경제적, 방사
능 피폭, 기타
심리적 압박 수
준

[단위작업] 단
위작업복잡도

해당 절차서 및
step 번호, 절
차 기술 수준

해당 직무의 조
건 및 상황 판
단, 의사결정
에 대한 교육/
훈련 빈도, 실
제 직무 경험
빈도

HRA 입력

수행조치 관점 수행조치 관점에서의 절차서 기술 수준

절차서 수준4

진단관점
진단 관점에서의 절차서 기술 수준
(해당 직무의 목적, 진입조건 및 의사결정에 관
련된 지침, 주의사항 등의 기술 수준)

6
직무(의사결정)
부담감

진단관점
직무(의사결정) 결과에 대하여 운전자가 갖는 심
리적 부담감

7
행위유형(MMI
영향포함 단위
작업복잡도)

수행조치 관점
수행작업(기기조작)의 복잡도. 조건이 간단하고
일회성의 단순 조작, 조건이 복잡하고 일회성의
단순조작, 연속제어 등으로 구분

진단 관점에서의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 여부,
빈도 및 수준

진단관점

교육/훈련 수준5

수행조치 관점
수행조치 관점에서의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 여
부, 빈도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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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HRA 입력 상수 정의 및 결정 규칙 (3/3) 

No 정의 입력자료 입력값 입력값 결정 규칙

예 해당 작업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평소 자주 경험하는 친숙한 작업인 경우

아니오 해당 작업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평소 자주 경험하는 않는 작업인 경우

상 Rx trip 후 30분 이내에 직무가 성공해야 하는 경우

중 Rx trip 후 30분~60분 이내에 직무가 성공해야 하는 경우

하 Rx trip 후 60분 이후에 직무가 성공하면 되는 경우

상 해당 직무가 실패하면 노심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지냉각운전 진입 이전 상황)

중 LOCA 사건의 재순환운전 이전, 안전계통이 고장난 경우, auto 작동이 실패한 경우

하 위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경우

MCR 주제어반 및 부속 룸 (MCR & EER)

Local MCR을 제외한 부속건물 및 현장

Local * 위

험환경
Local 작업 중에서, 방사능/열/조명/소음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인 경우

예 작업수행 대상 기기에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아니오 작업수행 대상 기기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 작업수행을 위해 특별한 장비/공구가 필요하거나 방호의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아니오 작업수행에 별다는 장비/공구/의복이 필요치 않은 경우

예
절차서나 관리/감독 규정상 작업자의 작업 절차나 결과를 감독자나 타 작업자가 독립적이고 명시적
으로(절차서/check list) 확인하는 경우

아니오
위와 같은 독립적이고 명시적인 확인 과정이 없는 경우. 또한 초기사건 발생 후 20분 이내에는 타인
에 의한 복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단위작업] 접
근성

[단위작업] 특
수장비, 의복

절차서 확인
step

[단위작업] 시
간 여유, 친숙
도

[단위작업] Rx
trip 직무성공
시간

[단위작업] 사
고 시나리오,
실패 계통명

[단위작업] 작
업 장소, 작업
환경

HRA 입력

8
시간여유, 친숙
함

수행조치 관점

단위작업의 시간적 여유와 친숙한 정도 (행위유
형이 복잡해도 절차서 수준이 중이상인 경우 시
간이 충분하고 친숙하면 작업유형을 SBS으로
조정)

9 시간긴급성 수행조치 관점
해당 직무의 시간적 촉박성 및 심리적 압박감.
의미상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워, 직무성
공기준시간(a)를 가지고 판정

10 상황심각성 수행조치 관점
해당 직무가 요구되는 상황의 심각성, 또는 직무
가 실패할 경우의 심각성

11
작업 장소 및 환
경

수행조치 관점 직무(의사결정, 기기조작 포함) 수행 장소

12 장치 접근성 수행조치 관점
작업수행(기기조작) 시 해당 기기의 접근성 문제
여부

13 특별장비/의복 수행조치 관점
작업수행(기기조작) 시 특별장비나 의복의 필요
성 여부

14 감독자 수행조치 관점
감독자 및 타 작업자에 의한 주 작업자의 작업수
행 결과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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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HRA 입력 workshee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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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HRA 입력 workshee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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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HRA 계산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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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 분석 
 

제 1 절  사고 전 인적오류 사례 분석 

대표적인 사고 전 인적오류는 대기 중인 안전계통 펌프의 정기시험이나 보수 후 

해당 펌프 전후단의 차단밸브를 원위치 시키지 못할 오류이다. TMI 사고에 이 사고 

전 인적오류가 개입 된 이후, 원자력계의 많은 노력으로 이와 같은 사고 전 

인적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대표적인 사고 전 

인적오류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1.  ‘차단밸브 원위치 실패 오류’확률 계산  

시험이나 보수 후 해당 펌프 전후단의 차단밸브를 원위치 시키지 못할 오류는  

주기적인 밸브 상태 확인 과정을 통해 기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고 복구할 수 있다. 

따라서 차단밸브 원위치 실패 오류확률은 최초 작업시 발생하는 오류확률을 구한 

후, 주기적인 확인 과정에서 복구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된다.  

표준 방법에서 시험이나 보수 후 펌프 전후단 수동 차단밸브의 원위치 실패 

오류확률은 THERP 보고서 chaper 9[Swain 1983]에 나오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류확률(HEP)은 정확히 말하면 밸브를 원위치하지 

못하는 인적오류로 인해 해당 밸브가 닫혀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HEP = HER * MDT  ……………………… (5) 

 여기서,  HEP(human error probability): 인적오류 확률, 

    HER(human error rate): 인적오류 발생율(발생횟수/단위시간),  

    MDT(mean down time due to human error): 인적오류로 인해 기기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는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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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과 MDT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ER = (P * R)/ T ……………………… (6) 

여기서,  P: 인적오류 발생 확률. 표준 방법에서는 밸브 원위치 

          절차의 누락 오류만을 고려한다.   

R: 복구실패확률. 즉 처음 발생된 인적오류가 다른  

작업자나 품질 부서 등의 확인 또는 점검 과정에 발견되지 못할  

오류 확률    

T: 밸브의 상태변경이 요구되는 시간 간격. 즉 관련 계통/기기의  

    시험/정비/교정 작업의 발생 주기(시간/일/주/월/년 등) 

 

 MDT= H1 + C1*H2 + C1*C2*H3 +………+ C1*C2*..Cm-1*Hm-1 ……………… (7) 

여기서,  m: 밸브 조작 시간 사이의 밸브 상태 점검 확인 수  

H: 밸브의 상태 점검 확인 사이의 시간 간격(시간/일/주/월). 

C: 밸브의 상태 점검 확인시 초기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확률 

** 새로운 시험/정비/교정 작업이 시작되면 기존 인적오류는 100% 

확인되고 복구된다고 가정한다. 

 

만일 밸브의 평균정지시간 MDT를 알 수 없으면, 즉 밸브 상태 점검 확인이 

없거나 주기를 모를 경우, MDT와 밸브의 조작시간 T는 같다고 보고 평가한다. 그럴 

경우 인적오류 확률은 단순히 처음 인적오류 발생확률과 초기 복구실패확률의 

곱으로 표시된다. 

가. 차단밸브 원위치 실패 인적오류 확률 계산  

P란 인적오류 발생 확률을 의미하지만, HRA 표준 방법에서는 차단밸브를 

원위치하는 절차의 누락 오류확률(P)만을 고려한다. 일상직무에서의 절차의 

누락오류 확률은 기본 오류확률(BHEP; basic human error probaibility)에 해당 

직무의 오류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한다. 일상직무에서의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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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오류는 식(1)에서 제시한대로 5.0E-3을 사용한다. 이 값은 HRA 표준 방법에서 

제시하는 기본 오류확률값을 사용한 것이다. HRA 표준 방법에서는 단위작업의 기본 

오류확률을 직무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상직무의 절차 누락은 

step-by-step 유형의 직무이고 최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평가하여 5.0E-3 (EF = 3)을 확률값으로 사용한다(본장 4절 사고 후 인적오류 평가 

방법 참조). 절차 누락오류의 최종확률 P는 기본 오류확률(BHEP)에 오류영향인자를 

고려한 보정값 α를 곱해서 얻는데, α는 절차의 복잡도, 절차서 기술 및 관리 

수준, MMI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인적오류 발생율(HER)은 위의 식 (6)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HER = (P * R)/ T = ((α * BHEP) * R)/ T   ……… (6’) 

예를 들어 보조급수계통의 펌프 후단 차단밸브가 ‘보수나 시험 후 원위치 

실패’로 이용불가능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강대일 2005b/2005d].  

차단밸브를 닫는 요구가 발생하는 주기 T는 보조급수계통의 정비 빈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 = 1 / Mf = 1 / (8.42E-5/hr) = 1.187E+4hr (여기서 Mf는 

보조급수펌프 고장 정비 빈도로서, 울진3,4호기 PSA 보고서[KEPCO, 1997] 참조). 

보정값 α 은 보조급수계통의 장비 작업 현황을 조사한 후, 그림 5과 표 15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참조 원전에서 보조급수계통의 정비 작업시 절차 복잡성은 

정비작업을 위한 절차서 step이 5미만이기 때문에 ‘상’, 절차서 관리 및 준수 

수준은 보수관련 절차서가 대부분 임시 절차서이기 때문에 ‘하’, MMI 수준은 

‘중’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면 보정값 α 는 1로 평가된다.  

복구실패 오류확률(R)은, 정비작업 후의 성능시험시 주 작업자 외에 별도의 

작업자가 참여할지 여부가 절차서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 

가능성 없다고 가정하여 1로 평가한다.  

따라서 식 (6’)에 따라 인적오류 발생율은 다음과 같이 4.21E-7/hr이 된다. 

HER = ((1 * 5.0E-3) * 1) / 1.187E+4 hr = 4.21E-7/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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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오류로 인해 해당 밸브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는 평균 시간 

보조급수펌프 후단의 차단밸브는 안전관련 계통으로서 참조원전의 경우에 1달에 

한번씩 밸브의 상태점검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잠재하고 있던 ‘차단밸브 

원위치 실패’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구 가능성까지를 

고려해야만 해당 차단밸브가 인적오류로 인해 원위치에 있지 않을 이용불능도를 

계산할 수 있다. 차단밸브가 원위치(열림 위치)에 있지 않을 평균 시간 MDT는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밸브 상태확인 사이의 시간(H)는 1달이고(H1 = H2 = H3 =……= 1달 = 720hr), 

조작사이 확인 수(T/H = 16.486)는 약 16회가 된다. 또한 매달 수행되는 밸브 상태 

확인 시 상태확인에 실패할 확률(C)는 1.61E-2 (THERP Table20-6, item 1)이라 

가정하면, 작업자의 오류로 인해 차단밸브가 원위치(열림 위치)에 있지 않을 평균 

시간 MDT는 식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 732시간으로 계산된다.   

 MDT  = H1 + C1*H2 + C1*C2*H3 + ………+ C1*C2*…C15*H16 

      = 720 + 0.0161 * 720 + 0.0161 * 0.0161 * 720 + ………　≈ 731.7 hr  

이상과 같이 ‘차단밸브 원위치 실패 오류’ 사건으로 인한 밸브 이용불능도(mean 

value)는 식 (2)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EP = 4.21E-7/hr * 732 hr = 3.08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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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보조급수계통 수동밸브의 사고전 인적오류 분석 예 

 

과제명

과제 수행기간

사건명과 사건설명 AFOPUV1005AA

모델링 위치  POS: 전출력 FT: AF

동일 또는 유사상황하
에 평가될 사건 명

관련 작업
관련 절차서

관련 작업자
발생가능 오류 발생 원인과

유형
발생가능 오류 발생 작업  주

기(T)(hr)
1.19E+04 근거

 절차서 복잡성 상(1/2) 판단근거

 절차서 관리 정도 하(2) 판단근거

 MMI 수준 중(1) 판단근거

없음 1  o  근거 임시 절차서라 점검항목 없음

경보/지시등 깜박  인적오류 무시가능   근거

위치 지시계  인적오류 무시가능   근거
정비/교정 작업후 오류 확인

위한 기능시험(functional

testing)

 인적오류 무시가능

(1.61E-2, EF:5)
  근거

어깨너머 점검-동일기관 동

일부서
 5.8E-1, EF:5   근거

어깨너머 점검-다른기관 유

사부서
 2.8E-1, EF:5   근거

어깨너머 점검-다른부서  2.03E-1, EF:5  근거
작업후 점검(독립 또는 다른

시간
 1.61E-1, EF:5  근거

교대조 또는 일일점검  1.61E-1, EF:5  근거

기타  

 확인 안함   근거

확인작업 주기 1달  근거

확인작업 유형   육안 점검  근거

기본 P 계산 5.00E-03  근거

보정인자°알파°계산 1  근거

회복인자 R 계산 1  근거

HER(/hr) 4.21E-07  근거
확인사이 시간(Hi,hr)

기기조작사이 확인수
(T/H)

17  근거

확인 실패확률 1.61E-02  근거

MDT(hr) 731.7  근거

최종확률 계산 HER*MDT 3.08E-04 오차인자

분석일 및 분석자

검토일 및 검토자

 정비직원/ 운전원

한 step 누락시 오류발생

 MCR 밖의 비교적 단순작업

정비시 임시절차서 사용

 정비전 열렸던 수동밸브 원위치 회복하는 누락오류

울진 3&4 PSA 보고서

정기-발-52,안전기기 점검 절차서

error propagation 문제- 10으로 할당

기본 인적
오류에
대한

회복인자
정보

 인적오류
확인 정보

 

정기-발-52,안전기기 점검 절차서

 

 1/2*2*1

 고려할 회복인자 없음

a*P*R/T=0.005*1*1*0.000084

Sheet No. : 1/ 20

평균 정지
시간(Mean

Down
Time:

MDT) 계산

H1=H2=H3=……=1달=720hr

T/H= 11876/720

H1+C1*H2+C2*H3………...=

720+0.0161*720+0.0161*0.01*720+….

THERP T20-6, item 1

PSFs 판단
정보(알파

계산)

인적오류
발생

원인과
주기

인적오류 발
생율(Human
Error Rate:
HER) 계산

표준 HRA 방법,기본 HEP

분석자/
검토자  2004. 12. 20              정원대

 2004. 12. 13              강대일

분석자의 특기사항

비고
검토자의 특기사항  

 불시정비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오류이기에 다른 계열과의
CCF 가능성 없음

HFE 개요

VV 1005A is not restored after
maintenance of MDP01A

Component: V1005A

AFOPUV1005BB, AFOPUV1006BA, AFOPUV1006AB

기
타

과제명과
수행기간

표준 원전 RM 모델 개발

2002.3.1 ~2005.2.28

 
상
세
 

정
량
화

상
세
평
가
 

위
한
 

입
력
정
보

과
제

사
건
명

AFWS 펌프 불시 정비작업
 임시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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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고 후 인적오류 사례 분석 

1.  ‘일방관류냉각운전 실패’확률 계산  

일명 ‘방출 및 주입 운전’ 또는 ‘Feed and Bleed’ 이라 불리는 일방관류냉각 

운전은 원자로 불시정지를 유발하는 초기사건 발생 후 이차측 열제거 기능이 

완전하게 상실되는 경우에 필요한 비상 운전이다. 다시 말하면, 이차측 

급수공급계통 또는 증기제거계통이 실패하여 이차측의 열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노심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기 안전밸브를 열어 인위적으로 LOCA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안전주입이 노심으로 들어가 노심 잔열을 제거하게 된다.  

표준 원전의 EOP에 따르면, 이차측 급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 운전원은 

회복운전절차서(FRP)에 명시된대로 가압기 안전밸브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안전감압계통(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의 밸브 개방을 통해 

일방관류냉각 운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본 사례분석에서는 주급수 상실로 원자로가 정지 된 후 보조급수 계통이 

상실되어 완전급수상실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일방관류냉각운전 실패 확률을 표준 

방법을 통해 계산해 본다. 

가. 직무분석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표준 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수행한다. HRA를 위한 직무분석은 표 24의 

입력정보 worksheet을 이용하여 해당 사고 상황과 직무, 작업자 및 환경 정보를 

조사, 분석한다.  

진단오류 분석에 필요한 시간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에 따라 T/H 분석, 

시뮬레이터 관찰이나 운전원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며, 수행오류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절차서를 상세히 분석해서 세부 단위작업을 파악하고 이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직무분석을 통해 얻은 일방관류냉각운전 실패의 오류 확률 

계산을 위한 입력 정보가 표 27에 정리되어 있다 [강대일 2005c/2005e].  



 

 - 99 -

표 27. 일방관류냉각운전 실패 사건 분석을 위한 HRA 입력 정보(1/2) 

 

과제명

대상호기

사건명

사건설명

관련 IE

가정 IE

시나리오 설명

직무 성공기준

시나리오상의 가능한 선행행위

기타 (상황 특성 또는 직무 제한 조
건 등)

관련 절차서 및 해당 절차 번호

관련 작업자

직무빈도 (실제 또는 교육/훈련)

작업자 근무연수/보직 경력 (참조)

조직 관리 수준 (참조)

HRA worksheet  (입력)

No : 2 page :  1 / 3

과제 개요

표준 원전 RM 모델 개발 과제기간 2002.4.1 - 2005.2.28

울진3,4호기 운전모드 전출력 L1 PSA

HFE 개요

SDOPHE-LOFW 사건유형 (H, U, V) H (사고후 절차서 대응 직무)

사고 초기에 이차측 열제거 완전 상실시, SDS 밸브를 통한 일방관류냉각운전 실패 사건 (초기 F&B 운전 실패)

LOFW 관련 표제(heading)  BDE

시나리오 및
상황 정보

LOFW 시나리오 전개 (표제 eq.) LOFW* /RT * AFW

별도 보고서(KAERI/TR-2950/2005) 기술

 원자로 정지 후 23분 이내(PSV open 확인후) SDS 밸브(1/2 train)를 통한 일방관류냉각운전

AFAS 수동 조작, 보조급수계통 복구
상황심각성 (LOCA, 안전계통고장,
Auto 실패 등)

심각

직무 일반
정보

비상05, 회복 06, HR03 Step 1 ~ 9 관련 계통/기기 SDS (안전감압계통)

SRO/RO 작업장소 MCR

1번/2년 기술근거(강의실/시뮬레이터) 모두 (LOAF 교육시, 시뮬레이터 실습)

6월이상 기술근거 운전원 면담과 기본가정사항

 기술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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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일방관류냉각운전 실패 사건 분석을 위한 HRA 입력 정보(2/2) 

직무 성공기준시간(trip부터)

Cue/Alarm

Cue/Alarm 제공 시각 (trip부터)

Cue/Alarm 인지 시각 (+1분)

주관심작업 여부

MMI 수준 (진단관점)

절차서 수준 (진단관점)

교육/훈련 수준 (진단관점)

직무(의사결정) 부담감

절차서 수준 (수행관점)

교육/훈련 수준 (수행관점)

단위작업(세부수행절차) 관련 기기 작업자 작업장소 수행시간 작업유형
MMI 배열/

조작 편의성
장치 접근성

특별장비/
의복

계기 수준
(정보 피드백)

SDS 제어전원 복구 if-then RO
MCR옆 전산

실
2분

431 J HS
0103B, 0104B

쉬움 쉬움 No 상

HPSI 펌프 수동 기동 if-then RO MCR HPSI 펌프 SW 쉬움 쉬움 No 상

SDS 차단 및 제어밸브 개방 if-then RO MCR 1분
차단, 제어밸브

SW
쉬움 쉬움 No 상

특기사항

분석자 최종분석일 검토자 검토일

HRA worksheet  (입력)

No : 2 page :  2 / 3

진단 정보

23분 기술근거 KAERI/TR-673/96

MFWP/AFWS 이용불능 경보, AFAS 신호, SG low level 기술근거 운전원 면담

1분이내 기술근거 KAERI/TR-673/96

2분 기술근거 표준방법 가정 사항

예 기술근거 절차서에 명시된 직무

상 기술근거
이차측 급수상실이나 증기덤프 상실은 명
확한 alarm/계기 제공

상 기술근거   비상05  사용

중 기술근거 1번/2년

상 기술근거 인위적 LOCA 유발

수행 정보

상 기술근거
회복06, HR03에 기기명과 절차 상세히
기술함

중 기술근거 1번/2년

비고

* HPSI 펌프 수동기동 행위는 최종 평가에 포함 불필요

강대일 2004.12.21 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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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단오류 확률 계산 

기본 진단오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진단여유시간을 알아야 한다. 4장에서 

설명한대로 진단여유시간은 직무 성공시간, 작업수행시간 등 몇 가지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MAAP에 의한 T/H 분석결과 주급수상실 초기사건에서 보조급수 공급이 실패할 

경우, 원자로 정지 후 약 23분 이면 가압기 안전밸브가 열리는 압력까지 RCS 

압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직무 성공시간은 23분이다. 작업자가 일방관류냉각운전의 

필요성을, 다시말해 cue를 인지하는 시점은 보조급수 공급의 실패를 확인하는 

시각인데, 주급수상실 초기사건 시 보조급수 작동신호는 원자로 정지 후 1분이내 

발생한다. 표준 방법에서 운전원이 cue를 인지하는 시점은 cue 발생 시간에 1분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운전원이 최종적으로 

일방관류냉각운전의 cue를 인지하는 시점은 원자로 정지 후 약 2분 후다. 따라서 

직무 허용시간은 직무 성공시간 23분에서 인지시각 2분을 뺀 21분이다.  

최종적으로 진단 여유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일방관류냉각운전에 필요한 

작업수행시간을 빼야 하는데, 수행오류확률 계산 시 각 단위작업의 수행시간을 

추정해서 전체 작업수행시간을 계산한다. 일방관류냉각 운전은 “안전감압밸브 

전원복구”와 “안전감압밸브 개방”이라는 2개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며, 이의 

수행시간은 총 3분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인 진단 여유시간은 직무 

허용시간 21분에서 작업수행시간 3분을 뺀 18분이 된다. 진단 여유시간이 18분 일 

때, 그림 6을 이용하여 중앙 값 2.37E-2(median)을 얻게된다. 이 중앙 값을 

오차인자를 고려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면 진단오류 확률은 6.31E-02(mean)이 된다.  

기본 진단오류 확률은 그림 7의 다양한 진단오류 영향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진단오류 보정값에 의해 보정된다. 표준 원전에서 일방관류냉각운전의 경우, EOP에 

명시된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 직무이므로 ‘주관심작업’이고, MMI(경보/계기) 

수준은 이차측 급수상실 상태가 경보로 분명히 제공되므로 ‘상’이고, 

절차서(진단관점) 수준도 비상05 step6의 불만족시 조치사항에 이차측 급수 완전 

상실이 확인되면 회복절차서로 전이를 명기하고 있으므로 ‘상’으로 평가, 

교육/훈련(진단관점) 수준은 2년에 1회 정도 교육 및 훈련을 받으므로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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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따라서 진단 기본 보정 값은 그림 8에 따라 0.165가 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졍부담감은 일방관류냉각 운전이 인위적인 LOCA 사건 유발로서 절차서에 

있다고 할지라도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여 ‘상’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진단오류 보정값은 0.33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종 진단오류 확률(평균)은 2.08E-

02로 계산된다.  

일방관류냉각운전 실패의 오류 확률 계산을 위한 입력 정보 및 오류 확률 계산 

결과가 표 27과 표 28에 정리되어 있다.  

 

다. 수행오류 확률 계산 

직무분석을 통해 파악된 단위직무의 작업유형과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복구 

유무를 평가한다. 평가 대상 단위 직무는 “안전감압밸브 전원복구”와 

“안전감압밸브 개방”이다. 첫번째 단위직무는 주제어실 바로 옆에서 수행되고 

2번째 단위 행위는 주제어실에서 수행된다. 이들 단위 직무 모두는 “If-then” 

형태이고, 절차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8에 따라 “step-by-step” 직무이다.  

운전원 전체 여유시간이 30분 미만이기 때문에 운전원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림 9에 

따라 ‘Extreme high’이다. 따라서 기본 수행오류 확률 값은 표 20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면 5.0E-2이다. 운전원 전체 여유시간이 너무 짧으므로 그림 10에 따라 

수행오류 복구실패확률은 1이다. 따라서 전체 수행오류 확률은 1.0E-1이 된다. 

라. 전체오류 확류 계산  

앞에서 계산된 진단오류 확률과 수행오류 확률을 더하여 최종 확률을 구한다. 

최종확률의 오차인자는 몬테카롤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얻는다. 진단오류 확률의 

오차인자는 10, 수행오류 확률의 오차인자는 5보다 작지만(두 수행오류를 

더하므로) 5라고 가정하면 몬테칼로 모의실험을 통해 최종 오차인자 3.26를 얻었다 

[강대일 2005c/200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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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일방관류냉각운전 실패 사건 HRA worksheet 

No : 2

과제 개요

진단여유시간 (분)

기본진단오류확률(mean)

주관심작업 여부

절차서 수준

진단 기본 보정값

진단 HEP 최종 보정값

기본 수행
HEP

최종 수행
HEP

단위작
업복잡

도

절차서
수준

시간충
분, 친
숙한
직무

단위작
업유형

시간긴
급성

상황심
각성

단위작
업 위
험성

교육/
훈련
수준

스트레
스 수
준

기본 수행
오류확률

시간긴
급성

MMI 제
공수준
(피드
백)

감독자
유무

복구실패
HEP

최종 수행오
류 확률

if-then 상 SBS <29 EH 0.05 <29 1 0.05

if-then 상 SBS <29 EH 0.05 <29 1 0.05

0.1

EF Distn

과제명 표준 원전 RM 모델 개발 대상 호기 및 운전모드 울진3,4호기, 전출력

HFE 개요

사건명

                                                                            HRA worksheet  (출력)
page: 3/3

SDOPHE-LOFW

사건설명 초기 F&B 운전실패

비고 start up feedwater 사용못하는 사고 경위,LOAF에 적용

진단오류
확률

기본진
단오류

18분 기술근거

진단오
류 보정
값

예 MMI 수준(Alarm/Cue)

0.165 직무부담감 보정값

비고

Ta=23-1-1=21분, Td=21-3=18분

6.31E-02 기술근거 THERP의 평균(표값을 평균 전환)

상 

상 교육/훈련 수준 중 (FRG에 기술되었지만 잘 알려진 시나리오)

2

0.33

최종 진단오류 확률(mean) 2.08E-02

* 직무성공기준 시간을 PSV 최초 open 시점으로 가정한 것이 타당한가?  혹시 PSV open 후 10분, 20분 후 SDS 밸브를 개방했을 때
노심손상이 일어나는지 추가 분석 필요

수행오류
확률

작업유형 스트레스 수준 오류복구 가능성

단위작업(세부수행절차)

SDS 제어전원 복구

HPSI 펌프 수동 기동

SDS 차단 및 제어밸브 개방

단위직무 수행오류 HEP 합계

Remark
* HPSI 펌프 기동 실패 고려 여부
* 단위직무 구분 원칙

최종 결과

HEP 1.21E-01 3.26

특기사항  기동급수펌프가 사용못하는 것에 적용

2004.12.28분석자 강대일 최종분석일 2004.12.21 검토자 정원대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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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고 후 인적오류 종속성 사례분석 

본 절에서는 보조급수 상실시 수행되는 ‘기동급수 펌프 운전(MFOPHSTUP)’와  

‘충전 및 방출운전(SDOPHEARLY)’ 인적오류에 대한 종속성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강대일 2005c/2005f]. 일반 과도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차측 급수 공급이 

보조급수계통의 고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동급수 펌프를 이용하여 이차측 

급수공급을 할 수 있다. 기동급수 펌프마저 고장이면 운전원은 충전 및 방출 

운전을 수행한다. 기동급수 펌프 운전과 충전 및 방출 운전에 대한 cue는 

기본적으로 보조급수계통 이용불능이다. 두 행위의 cue가 동일하고 cue의 시간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림 12에 따라 진단오류 종속성 수준은 완전 종속 (complete 

dependency)으로 평가한다. 기동급수펌프 운전은 일반적으로 터빈운전원(TO)이 

수행하고 충전 및 방출운전은 원자로운전원(RO)이 수행한다. 기동급수 펌프를 

운전하는 시간이 5분 이내이고 기동급수 펌프 운전과 충전 및 방출 운전 절차서는 

서로 다르므로 수행오류 사이에는 낮은 종속성(low dependency)으로 평가된다.  표 

29에는 이들 행위에 대한 종속성 평가 결과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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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사고 후 인적오류 종속성 분석 결과 예 

과제명  표준원전 RM 모델 개발  과제기간 2002.4.1 - 2005.2.28 
과제개요 

대상호기 울진 3&4 호기 운전모드 전출력 운전  

관련 표제  급수운전실패*초기 충전 및 방출운전 –  일반  사건수목  

결합인적오류들 

조합  
 MFOPHSTUP*SDOPHEARLY 

  MFOPHSTUP SDOPHEARLY   

진단 HEP 수행 HEP 전체 HEP 진단 HEP 
수행 

HEP 
전체 HEP

2.05E-4 2.5E-3 2.71E-3 1.76E-1 2.0E-2 1.96E-1 

    

진단 HEP 수행 HEP 전체 HEP 진단 HEP 수행 HEP 
전체 

HEP 

종속성 

평가대상 

인적오류 

기본 정보  

개별 인적오류 

확률  

            

연속행위 종속성 
3 번째행위 종속성 

여부(중간종속) 
no 

4 번째행위 종속성 

여부(높은종속) 
no 

평가대상 

인적오류 
  MFOPHSTUP 와 SDOPHEARLY 

유사 또는 동일단서 
동일시간대

-10 분내 

동일 

절차서 
판정 

             Yes  Yes  N/A  D1 진단오류 종속성 

판정과 근거    
 Low  S/G Level or AFAS 

신호  
     완전 종속  

동일운전원
동일시간대

-5 분내 
동일 절차서 동일 위치 판정  

 No  Yes No  N/A  E9 수행오류 종속성 

판정과 근거 
MFWS: TO 

F&B: RO 

MF 조치 

시간 기준  
     낮은 종속  

종속성 평가전 결합 HEP > 1.0E-4 
제한치 적용 

여부(<1.0E-6) 
 No 

종속성 

수준  

상세 평가  

결합인적오류 

정량화  
종속성 평가후 결합 HEP > 1.0E-4 

제한치 적용 

여부(<1.0E-6) 
  No 

표시 SDOPHEARLY-DEP < =SDOPHEARLY 
종속성 행위 

1 표시와 정량화  정량화
 [8.86e-5*1 +  2.5e-3*1.76e-1+ 2.05e-4*0.02 + 2.5e-

3*(1+19*0.02)/20]/ 2.71e-3=2.60e-1 

표시  

종속성 

행위 

정량화  종속성 행위 

2 표시와 정량화  정량화  

비고  
 F&B 운전의 경우 PSV 개방을 단서로 볼수 있으나, 이 경우 F&B 운전의 개별 

HEP 는 고려 불가  

분석자 분석일  검토자 검토일  
 비고 

분석자 및 검토자 
강대일 2005.1.10 정원대  2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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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원전의 규제와 운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위험도 정보가 활용되면서 이의 기반이 

되는 PSA의 품질 및 신뢰성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ASME이나 NEI PRA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한 표준 원전 PSA의 품질 등급에 의하면, 여러 분야 중 HRA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개선할 항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양준언, 2003a, 2003b]. 

따라서 RIA의 본격적인 국내 도입을 위한 PSA 품질 향상의 일환으로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HRA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HRA 표준 방법을 개발하였다. 

HRA 표준 방법은 원전의 PSA를 위해 현 시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HRA 

방법과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표준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HRA 방법 

중의 하나이며 국내에서도 계속 사용되어 온 THERP과 ASEP 방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두 방법 모두 분석의 세부적인 절차나 수준, 평가 규칙 및 기준이 명시화 

되지 못한 관계로 분석자에 따른 차이가 컸으나, HRA 표준 방법에서는 분석 절차, 

평가 규칙 및 기준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면서 표준화 함으로써 분석자 간의 

차이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분석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체적인 

체계는 ASEP을 따르고 있지만, ASEP의 보수적 경향성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개발하였다.  

HRA 표준 방법은 개발 전 단계에 걸쳐서 국내 관련 기관의 HRA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국내 HRA 기술 수준의 평가 단계에서부터 요건의 개발, 표준 

방법의 구체적인 기술적 절차 및 방법 개발, 적용 분석 및 유효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관의 HRA 분석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기술적 내용은 

PSA 수행 경험이 많은 KOPEC의 HRA 분석 전문가들과의 기술실무회의를 통해 방법을 

검토하고 사례분석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서 결정되었으며, KINS PSA 

전문가가 현행 HRA 표준 요건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  

개발된 표준 방법을 사용해서 KAERI에서 중장기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PSA 표준 모델의 HRA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적용 분석을 통해 개발된 HRA 표준 

방법을 사용하면 ASME PRA Standard 요건의 Category II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 107 -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석자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오류사건 간의 변별력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HRA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한 표준 원전 PSA의 HRA 결과는 별도의 

기술보고서로 발간하였다[강대일, 2005b, 2005c].  

HRA 표준 방법은 향후 국내 PSA의 HRA 수행이나 독립 검토에 직접 사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HRA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HRA 표준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HRA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HRA 수행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HRA 수행을 

보다 쉽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모든 입력 정보 

및 분석 결과가 DB화 되고 분석 과정 및 결과의 체계적인 문서화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 HRA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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