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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numbers and operation time of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KHNP(Korea Hydro
& Nuclear Power) has many operating experiences. These show that most of the accidents repeatedly occurred not 
by the new sources or mechanism like the Fukushima Accident, but by the human and equipment errors from normal
habits, process, design, maintenance etc.. These lessons show that the well-established systematic approach is 
requested to take lessons from past experiences. For this reason, developed countries established INPO, WANO, 
COG as a non-profit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actively share their operating experiences. KHNP is also trying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operating experiences. As part of this effort, KHNP is developing the KHNP-JIT, reflecting
the overseas JIT and the domestic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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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PO(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ons)은 미국 원자력
발전협회, WANO(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ion)
는 민간차원의 원자력 국제협력기구, COG는 CANDU 사업
자 그룹임.

1. 서 론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

은 운전경험을 보유하게 되었다. 최근 발전소 불시정

지 등 원전의 이상상태를 유발한 사례의 분석결과, 후
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새로운 원인 및 메커니즘으

로 인한 경우보다 대부분은 과거의 습관, 절차, 설계, 
정비 등 인적/물적 오류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3).
이러한 교훈은 더 나은 원전운영을 하기 위해 반드

시 과거 운전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은 

INPO/WANO/COG1 등과 같은 비영리 전문기관을 설

립하여 운전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수원도 운전경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INPO/ 
WANO/COG 등에서 개발한 운전경험보고서(JIT,Just- 
In-Time)에 국내운전경험을 반영한 KHNP-JIT를 개

발중에 있으며 본 논문에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1).

2. 운전경험 관리 현황 및 개선안

2.1 현황 및 필요성

최근 5년간('07～'11)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대상 

사건은 71건 발생했으며 기계, 전기, 계측 및 인적오

류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다2). 이를 다시 분류

하면 정비분야 75%, 인적오류 18%, 기타 7%로 집계



32 허남용 ․이상훈 ․김제헌

Transaction of the KPVP, Vol. 9, No. 1

2 KHNP Nuclear Information System을 줄여 KONIS라 부르며
국내 ․외 운전정보, 해외자료, 기술지원 등 정보 검색 및 활
용으로 발전소 운전에 지원하는 시스템.

Table 2 Report types issued by WANO
보고서종류 내용

SOER (Significant Operating 
Experience Reports)

최근 다양한 원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건을 다루며, 권고사항 준수는 회원사의 의무임. 
후쿠시마 원전 연료손상 등이 해당됨

Hot Topics 발전소의 열화 성능경향 탐지 및 중요사건 강조위해 18개 Topic 개발함

JIT (Just-In-Time) SOER, SER의 발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역할함. 발전소 역무수행에 대한 사전 교육자료를 
지원

SER (Significant Event Report) 중요한 교훈을 주는 단일의 매우 심각한 사건발생시 발행, 통상적으로 연 4～6건 발행됨

Good Practice & Guidelines 회원사들의 프로그램 및 성능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간

Table 1 Cause of major events over past five years
원인별 기계 전기 계측 인적 외부 소계

발생(건) 15 21 17 13 5  71
점유(%) 21 30 24 18 7 100

되었다. WANO의 2009년 분석보고서에서는 1,140건
중 139건이 인적오류로 12%를 차지해 국내원전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적오류는 과거 사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교육하면 상당부분

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취약한 설비는 

미리 발굴하여 보강할 필요도 있음을 시사해준다.

2.2 운전경험 관리 체계 및 연구개발 현황

한수원은 종합적인 기술정보를 운영하는 KONIS2시

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KONIS에는 EPRI, COG, INPO 
등에서 발행되는 해외기술정보, 연구결과보고서, 기
술동향, 해외 운전경험, 국내 운전경험, 기술지원 관리

시스템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규제

기관은 IT기반 운전경험 반영체계(OEF : Operational 

Fig. 1 KONIS Home Page

Experience Framework) 구축을 추진하며 원전시설의 

사고 및 고장경험, 주요안전성 현안, 국내외 원전사고 

등의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기 위해 R-TRAVCER를 

개발중에 있다.
WANO에서는 사건의 심각정도 및 목적에 따라 Table 

2와 같은 종류의 보고서를 발행하여 정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4). 이러한 보고서는 KONIS를 통해 

입수, 검토 및 적용되고 있다.

2.3 KHNP-JIT 구성

해외에서 발행된 JIT는 작업전회의 또는 교육, 훈
련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ANO, INPO, COG에서 발행한 JIT를 입수하여 활

용하려 하였으며 구성은 “임시 점퍼”와 같은 주제와 “임
시점퍼를 사용시 정확한 점퍼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

치 및 제거의 기록 및 관련자 인지가 중요하다”는 핵

심교훈, 임시점퍼를 사용하여 문제가 된 사례들을 예

시 및 향후 검토자가 참고해야 할 착안사항 및 고려사

항들로 구성하였다. 
KHNP-JIT은 해외 뿐 아니라 우리회사에서 최근 6

년간 발행된 운전경험 2,298건을 포함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반영한 KHNP-JIT의 Table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구성하였다. 즉, 해외 JIT의 사건과 

국내사건을 반영하고, 또 해외 JIT에서는 고려사항으

로 되어있는 것을 주의사항, 일반사항, 특별사항 등으

Fig. 2 Operating Experiences over past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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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part of the KHNP-JIT list
번호 제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내경험 해외정보

1 계통/기기작업시 오염관리 방사선방호 작업관리 　 87,88,1070,2054,2155 COG-081

2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통제 방사선방호 방사선관리 　 395, 407 COG-083, OPEX-083 

3 중성자속 감시계측기 설정치 조정 
중 인적오류

정비 계측 계측기 　 WANO-074 

4 전파 및 전기적 잡음 영향 정비 공통 작업주의 146,403,1107,1133,1697 WANO-055 
5 격납건물Airlock 정비 기계 기기 　 COG-068, WANO-118
6 공기구동밸브 정비(계측) 정비 계측 밸브 105,113,454,527,535,1588 INPO-035 

7 부주의로 인한 인적오류 공통 안전문화 인적오류 42,128,707,725,749,773 COG-075
8 보조급수계통시험 정기시험 발전 　 252,712,732,901,1965 INPO-066, WANO-046

Table 3 Contents of the KHNP-JIT 
해외JIT KHNP-JIT

번호
제목

핵심교훈
사건 1
사건 2
․
․

고려사항(교훈사례)

번호
제목

핵심교훈
국내사례
해외사례
고려사항
일반사항
특별사항
참고자료

로 구분하여 본 자료를 통해 발전소 유사업무 수행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1).

2.4 KHNP-JIT 분류체계 개선

현재 운영중인 해외 JIT의 분야는 조직, 행정, 운전, 
정비, 화재, 노심, 방사, 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비작업인 경우 유사작업을 찾으려면 일일이 관련 내

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운전경험 447건 및 국내운전 2,298
건을 분석해 다음과 같이 6개 대분류, 중분류 및 세분

Fig. 3 KHNP-JIT Classification Structure

류로 구분하였다(Fig. 3).
한 예로, 이렇게 개선을 하면 변압기 작업자가 6개 

대분류 중 정비를 선택하고 중분류의 전기작업을 선

택하여 해당기기를 검색하면 쉽게 원하는 JIT를 검색

할 수 있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관련 파일을 열어

볼 수 있다.

3. KHNP-JIT 개발

4. 결 론

국내원전에 운전정보 활용 제고를 위해 KHNP-JIT
를 개발중에 있다. 이 보고서는 과거 대비 주제별로 

다양한 운전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발전소 주요 시험 

및 작업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생각한다. 관련 

업무 수행전 작업전 회의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주제별 국내원전 경험과 해외운전경험 447건
을 바탕으로 307건의 KHNP-JIT를 개발중에 있다. 최
근 발행된 국내원전경험의 요약과 해외JIT 번역분의 

검토를 통해 주제별로 유사한 국/내외 운전경험을 분

류하고 유사 보고서별로 묵어 주제별 교훈 및 적용사

항을 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개발한다. 다음은 개발중

인 KHNP-JIT 407건중의 일부 목록을 보여준다. 주제

별 제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내운전경험, 해외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KHNP-JIT 보고서가 완료되면 과거대비 훨씬 쉽게 

유사 주제의 기술정보 검색이 용이하게 되고 관련 사

건들의 검토로 유사한 문제점 발생 예방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KHNP-JIT를 통한 운전경험 활용 증대

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 Periodic Safety Review)
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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