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의 80%는 2기 이상의 다수기 

부지에 위치한다. 이중 6기 이상의 다수기 부지는 한국

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에 위치한다. 원

전의 부지 선정 및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논

의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원전이 건설된 부지

에, 수용 가능한 다수의 원전을 건설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전력수요처가 지역적으로 편

중되어 있어, 모든 원전 부지에서 다수기가 운영되고 

있다1). 

기본적으로 원전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2)”에 따라 단일 원전을 기준으로 규제하며, 다수

기인 경우, 제10조(다수기 건설) 다수 원전의 위치에 관

한 요건과 제16조(설비의 공유) 다수 원전 간의 설비공유

에 대한 요건을 통하여, 각 원전의 안전성이 독립적으로 

확보되며, 다수기로 인하여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단일부지에 있는 다수 원전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SSC,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등의 설비는 원칙적으로 공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정상운전 및 사고시 원전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요건에 의하여, 사고 발생시 다수기 사

이에 상호 영향을 설계단계에서 제거함으로써, 다수기 

부지 내 각 원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사고결말을 분

석할 수 있다.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단일 부지 내 

다수기에 의한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은 규제관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왔다3).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다수기 중대사고

가 발생하여, 단일 원전에 대한 안전성 뿐 아니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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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 다수 원전이 운영되는 경우, 다수기의 안전성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극한 외부재해에 의

한 다수기 리스크 뿐 아니라, 원전 간 다수의 공유설비

에 의한 리스크, 원전 밀집 부지의 리스크 및 소형모듈

형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 등의 다양한 

현안에 의하여, 다수기 리스크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현재 다수기 리스크 평가 기술은 단일 원전 

리스크 평가 기술에 비하여 기술 현안을 파악하는 기

초 연구단계이며, 평가기술 정립을 위한 심층적인 연

구가 요구되고 있다4,5). 

국내 원전부지의 다수기 리스크에 대한 규제는 최

근 논의가 시작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행한 

다수기 리스크 평가를 위한 기술현황 분석에서는 다

수기 리스크 평가의 핵심 요소로 다수기간 종속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종속성은 초기사건, 사고경위, 다수

기간 공통원인고장, 지진상관성, 인적종속성, 사고비

상대응 등 폭넓은 범위에 존재하며, 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다수기 리스크 평가의 주요한 기술적 현안으

로 파악하였다1).

다수기 사이의 종속성은 다수의 원전에 존재하는 공

통성(commonality)에 원인을 두고 있다. 다수기 리스크 

분석대상의 범위에 따라 공통성은 부지, 원자력발전사

업자, 국가, 또는 동일 노형(예, APR1400) 등의 범위에

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6). 예를 들면, 단일 원전사

업자가 운영하는 다수의 원전에 공통적인 원전 운영 

조직체계와 조직문화가 적용된다면, 이들 원전 사이에

는 조직체계와 조직문화라는 공통성이 있으며, 이러한 

공통성은 다수 원전의 운전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전 간 종속성을 유발한다. 

단일 원전 리스크와 비교하여, 다수기 리스크의 특

성은 다수기에 존재하는 공통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수기 사이에 공통성이 없다면, 다수기 간 종속

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여타 원전의 사건과 독립적이므로, 이러한 개

념에서 다수기 리스크는 단일 원전 리스크의 합으로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 다수기 공통성에 대한 연구는 원전의 

불시정지와 관련된 다수기 초기사건과 다수기 간 공통

설비를 파악하고 이를 다수기 리스크 평가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1,7).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수행

된 연구에 의하면 다수기 초기사건 이외에 다양한 공

통성에 기인하여 다수의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이하 

다수기 사건)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다수기 

리스크 평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6,8). 

다수기 공통성에 대한 이해는 다수기 리스크 평가

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다수기 리스크의 특성 파

악을 통하여, 다수기 리스크 평가 대상 범위선정 및 

평가 방법 개발 뿐 아니라 다수기 고유사건의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

구는 국내 고유 다수기 리스크 평가기술 개발을 위하

여, 국내 원전 사건이력에 포함된 다수기 공통성을 조

사⋅분석하여, 국내 고유 다수기 공통성의 특징을 파

악하였다.

2. 다수기 공통성

다수기 공통성은 다수기 리스크 평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기 리스크

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 부지 내 다수기 리

스크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다수기 공통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미국에서 원전의 

부지 리스크 평가를 위한 다수기 공통성에 대한 

Schroer의 연구6)가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도 다수기 리스크 관련 현안이 부지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Schroer의 공통성 정

의 등을 참조하여 국내 고유 분석을 수행하였다. 

Schroer6)은 부지 리스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수기 

간의 공통성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

였다. 

•초기사건 (initiating events)

•공유설비 (shared connections)

•동일기기 (identical components)

•근접종속성 (proximity dependencies)

•인적종속성 (human dependencies)

•조직종속성 (organizational dependencies)

첫 번째 범주는 다수 원전에서 동시에 과도상태를 

유발하는 다수기 초기사건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

진 지진, 송전망이상, 최종열침원상실과 같이 부지 전

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해당된다. 

두 번째 범주는 다수 원전 사이에 물리적으로 연결

된 설비로 인한 공통성이다. 이 범주에는 화재방호계

통과 같이 공유 설비가 다수 원전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 공유설비가 단일 원전을 순차적으로 지원

하는 경우, 그리고 대체교류발전기와 같이 정상운전 

중에는 대기상태이며 필요시 단일 원전에만 연결할 수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세분된다. 

세 번째 범주는 단일 원전 PSA의 공통원인고장

(common cause failure)에서 “공통”의 범위가 다수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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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된 개념이다. 단일 원전 PSA의 공통원인고장

과 마찬가지로 다수 원전이 동일한 설계, 절차 및 운전 

환경 등을 갖는 경우, 이들 동일한 요소는 다수기 간 

공통원인고장의 원인이 된다. 

네 번째 범주는 단일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

발된 환경이 인접한 원전의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특정 원전의 설비에서 발

생한 폭발이 인근 원전의 설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다수 원전에 적용된 동일한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HMI, Human-Machine Interface)로 인

하여, 단일 원전의 인적오류 유발 환경이 다수 원전에

도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적인 인간신뢰도분

석(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의 인적오류와 같

이 다수기 인적종속성도 초기사건 이전과 이후로 세분

된다. 초기사건 이전 인적종속성의 예는, 짧은 기간 동

안 다수 원전에 동일한 정비팀이 동일한 정비업무를 

수행하여 다수 원전에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이

다. 초기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인적종속성의 예는 동

일한 운전원이 여러 원자로를 제어하는 SMR에서 특정 

원자로모듈의 사고에 대응하는 동안, 여타 원자로의 

상황을 인식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범주인 조직종속성은 조직에 존재하는 잠재

적 문제점이 조직에 연계된 다수의 원전에 확산되는 

경우이다. 인적종속성 및 조직종속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오류의 근본 원인으로 볼 때 인적종

속성은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는 종속성이

며, 조직종속성은 조직 문화에 의해 야기되는 인적오

류이다. 이 경우 조직은 발전사업자의 조직 뿐 아니라 

공급자의 조직, 정비업체의 조직 등 원전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해당된다. 조직 종속성의 예는 엔지니어

링부서의 분석오류가 포함된 절차가 여러 원전에 적용

되는 경우이다. 또한 동일한 공급자가 여러 원전에 장

비 및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조직종속성에 의한 

다수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Schroer6)은 이러한 범주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에 보고된 4207건의 LER(Licensee Event Reports) 중 다

수기가 관여된 사건으로 보고된 391건의 사건을 검토

하여 공통성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 참고로 미국의 

LER 작성규정은 보고 대상 사건과 연관된 여타 원전 

및 이들의 연관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다수기가 관여된 사건, 즉 다수기 사건은 전체 

LER 중 9%에 해당하며, 이를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Schroer의 연구는 다수기 공

Table 1. Multi-unit LER classifications by Schroer6) 

Classifications Percentage of total multi-unit LERs

Initiating events 7% 

Shared connection 34% 

Identical component 10% 

Proximity dependencies 5% 

Human dependencies 3% 

Organizational dependencies 41% 

LER: Licensee event reports 

통인자가 원전내 다양한 요소에 존재하며, 특히 조직

종속성과 공유설비 범주로 분류된 보고가 많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미국 원자력산업계의 다수기 현안인 

SMR 리스크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여, 경수로형 원

전의 다수기 사이에 발생하기 어려운 근접공통성, 초

기사건 이후 인적종속성 등을 공통성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경수로형 원전의 다수기 리스크 분석에 활용

될 수 있는 고찰을 제시하지 않았다.

3. 국내 원전 다수기 사건 조사⋅분석

3.1 분석 대상 사건 

국내 원전 운영 중 발생하는 사건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3호9) 별표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대

상 사건은 방사성물질의 누설, 도난, 피폭 등과 같이 방

사선과 관련된 사건, 자연재해와 산업재해로 인한 긴급

조치, 원자로의 불시정지 및 출력감발 등 비계획적 운

전, 원자로냉각재 누설 등의 사고, 운영기술지침서에 규

정된 보고사항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참고로 국내 원

전의 보고대상 사건은 미국의 보고대상 사건과 일부 차

이가 있다. 국내 규정은 보고대상으로 규정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규정은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도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보고된 사건은 그 원인을 조사 및 분석

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도출하고, 

도출된 대책은 운영과정에 반영하는 사고⋅고장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인 및 시정조치, 국내외 유

사사건 조사, 사건의 교훈 등을 공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은 사건의 원인 및 영향, 그

리고 원전운영자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사고⋅고장 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OPIS, Operational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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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수기 사건 선별 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다수기 사건을 조사하

고, 이들 다수기 사건에 포함된 국내 고유의 다수기 공

통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사건을 조사하였

다. 국내 원전사업자의 사건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으므

로, 이를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는 OPIS에서 입수한 

KINS의 사고⋅고장 조사보고서를 활용하였다. 

10년간 보고된 총 126건의 사고⋅고장 가운데 시운

전기간 중 발생한 18건을 제외한 108건의 원전 사고⋅

고장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국내 원전에서 보고된 

사건은 대부분 단일 원전에서 발생한 불시정지, 주요 

안전설비의 동작, 외부재해의 발생 등이며, 조사보고서

에 다수기 연관성에 대한 기술이 분명하지 않다. 특히 

보고대상 사건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 아니라 실제 설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조

사보고서를 통하여 다수기 사건을 찾고 이의 공통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당한 추정이 수반된다. 

Schroer의 연구6)에서 조사한 LER과 달리, 본 연구에

서 조사한 사고⋅고장 조사보고서에는 다수기 사건 여

부 및 공통성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원전 사고⋅고장 조사보고서에서 유사사건이나 시정조

치가 다수 원전과 관련된 경우는 다수기 사건으로 판

단하였다. 즉, 단일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이 타 원전에 

미친 영향은 없으나, 사건의 원인이 타 원전에도 존재

하여 유사사건이 다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다수기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다수기 리스크에 대한 연구1,4,7)에서는 이들 사건을 다

수기 사건으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기 리스크에서 중요한 공통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폭 넓은 다수기 사건 판단기준을 적용하

였다. 반대로 유사사건에 대한 검토나 시정조치가 단

일원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다수기 사건이 아닌 것

으로 간주하였다. 

다수기 사건으로 판단된 경우, Schroer의 여섯 가지 

공통성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 Schroer의 연구 사례

와 유사하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기술

에서 명확하게 다수기 공통성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조직종속성으로 분류하였다.

3.3 다수기 사건 선별 결과

분석대상 사건 108건에 대하여 사건의 영향에 따라 

다음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다수기 사건을 파악하였다. 

•Type 1: 다수기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 또는 다

수기 공용설비에서 발생한 사건

•Type 2: 단일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에 기인하여 

타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

•Type 3: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다수기 동시 발생사건(Type 1)은 14건으로, 지진 7

건, 송전망 이상 3건, 공용설비에서 발생한 사건 2건, 

동일 기기에서 동시에 고장이 발생한 사건 2건 등이다. 

사건이 다른 원전으로 파급된 사건(Type 2)은 5건으로 

전기설비와 관련된 사건이 인접 원전으로 파급된 사건

이다. 다수기 사건의 33%가 다수기에서 동시에 발생한 

Type 1과 2사건이며, 이들 사건은 사고⋅고장조사보고

서에 명확하게 다수기 연관성이 기술되어 있다. Type 3 

사건은 39건이며 다수기 사건의 67%를 차지한다. 이들 

사건은 다수기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

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INES(International Nuclear 

and Radiological Event Scale)11) 1등급 이상인 사건 17

건 중 등급평가의 근거가 안전문화 결여인 16건을 모

두 다수기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 사건 중 58건이 다수기 사건으로 선별되

었다. 다수기 사건의 비율은 54%로 미국 원전의 9%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국내와 미국의 보

고대상 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내와 미

국 원전의 다수기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내 원전은 설계표준화 정책에 의하여 OPR1000 노형 

12기(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및 한빛 3,4호기 

포함)를 비롯하여, WH900 노형 4기 및 CANDU600 노

형 4기 등 대부분의 원전이 3가지 노형의 표준화된 설

계로 건설되는 등 모든 국내 원전은 다수기에 해당된

다. 또한 하나의 부지에 6기 이상 다수 원전이 운영되

고, 모든 원전이 단일 원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점 등이 

원전 사건 중 다수기 사건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추정

된다. 

국내 원전과 비교하여, 미국은 원전 2기 부지 32곳

과 원전 3기 부지 3곳 등 모두 35개의 다수기 부지와 

22개의 단일 원전 부지를 다수의 원전사업자가 운영하

고 있다. 미국의 원전사업자는 Exelon과 같이 여러 부

지에 있는 17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

부분의 원전사업자는 단일 부지의 원전만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원전은 설계표준화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아, 동일 노형에도 다양한 설계가 적용되

어 있다. 

다수기 사건은 연평균 5.8건으로 지난 10년간 Fig. 1

과 같이 보고되었다. 2016년은 경주 지진으로 인한 다

수기 사건이 7건 보고되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연도별 

다수기 사건의 발생건수에서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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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multi-unit(MU) events by year.

또한 신고리 및 신월성 원전 등 신규원전의 상업운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의 문제점, 미숙련 

운전 등과 관련된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신규

원전의 시운전기간 중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 효

과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연평균 다수기 사건 발생건수

가 32.6건으로 국내 연평균 발생건수 대비 5.6배이며, 

다수기 원전이 국내는 24기, 미국은 73기이므로, 다수

기 원전 당 다수기 사건 발생건수는 국내 0.24건/년, 미

국 0.45건/년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연구

대상 사건의 차이와 다수기 사건의 기준 등이 상이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다수 원

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LER과 달리 다수기 사건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사고⋅고장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다수기 사건 여부 및 유사사건 조사와 재발방

지대책 등에 대한 국내 원전사업자의 상세 검토 및 분

석을 통한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다. 

3.4 다수기 사건 공통성 범주 분류

원전 사고⋅고장 조사보고서에 기술된 사고원인 및 유

사사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여섯 가지 공통성 범주6)에 

따라 다수기 사건을 분류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monality classifications of operational MU events

Classifications Type 1 Type 2 Type 3 Total

Initiating events 10 0 0 10

Shared connections 2 4 3 9

Identical components 2 0 7 9

Proximity dependencies 0 0 0 0

Human dependencies 0 0 3 3

Organizational dependencies 0 1 26 27

Sum 14 5 39 58

MU: Multi-unit

초기사건은 10건으로, 지진 7건과 송전망 이상 3건

이다. 공유설비 사건은 9건이며, 이 중 7건이 스위치야

드 등 공유 전기설비에서 발생하였다. 국내 원전은 앞

서 설명한 다수기 건설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다수

기 부지 내 단일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타 원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

라서 국내 원전에서 안전에 중요한 설비는 각 원전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스위치야드와 같은 일부 

비안전 설비가 매우 제한적으로 다수 원전 간에 공유

되어 있다. 동일기기 사건은 9건으로, 주로 공급자의 

설계부실, 부품불량 등에 기인한다. 근접종속성으로 인

한 다수기 사건은 없으며, 원전 간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국내 다수기 원전 배치를 고려하면, 발생할 가

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종속성 범주는 3건

으로, 시공오류, 기기오인, 정비불량 등의 사고 전 인적

오류사건이다. 조직종속성 범주는 27건으로, 대부분 

Type 3에 해당되며, 사건등급 1이상 다수기 사건 16건 

중 13건이 조직종속성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3.5 다수기 사건 공통성 특성

국내 고유 다수기 사건 공통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원전 다수기 사건 범주의 비율을 Table 3

과 Fig. 2에 Schroer의 연구결과6)와 비교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commonality classifications between 
NPPs in Korea and the USA

Classifications Domestic NPPs NPPs in USA6)

Initiating events 17.3% 6.9% 

Shared connections 15.5% 34.3% 

Identical components 15.5% 10.5% 

Proximity dependencies 0% 4.6% 

Human dependencies 5.2% 3.1% 

Organizational dependencies 46.5% 40.6% 

Sum 100% 100%

Fig. 2. Graphical comparison of commonality classifications 
between NPPs in Korea and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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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과 미국 원전은 다수기와 관련된 규제요건

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동일한 규제요건을 적용받으

므로, 다수기 사건의 특성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원전에 대한 다수기 사건 분류결과는 다수

기 사건 중 조직종속성 범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인

적종속성 범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Schroer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공유설비 범주의 경우 미국 원전에 비하여 

국내 원전에 설치된 공유설비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공

유설비 범주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초

기사건 범주의 차이는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

로 인한 7건의 사건보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원전 부지가 다수 위치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

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원전에서 동일기

기 범주의 비율이 높은 원인은 동일한 설계로 건설된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근접종속성 범주의 다수기 사건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원전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수기 사건 중 16건(28%)이 INES 1 등급 사건이며, 

이중 13건의 원인이 조직종속성 범주에 해당하는 안전

문화결여로 보고되었다. INES Manual11)에 의하면 조직

의 속성에 따라 안전문화 결여가 발생하며, 이는 원전

의 조직과 직원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기 사건의 사건등급이 단일 사건

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으며, 국내 원전의 다수기 특

성을 고려할 때 다수기 사건의 심각성을 적절하게 반

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는 원전 사건의 INES 등급을 판정하지 않

으며, 보고된 사건 중 NRC 조사대상사건(findings)을 

선정하고, 이를 SDP(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 

등급 또는 NRC Enforcement Policy에 따른 심각도를 

판정한다. 391건의 다수기사건 중 4건의 조직종속성 

사건을 포함하여 총 8건(2%)이 NRC 조사대상사건으

로 선별되었다.6)

3.6 조직 종속성 다수기 사건에 대한 추가 분석

국내와 미국의 원전에서 다수기 사건은 조직종속성

에 크게 기인한다. 공통성 범주 가운데 초기사건, 공

유설비, 동일 기기 등의 다수기 사건은 다수기 PRA에

서 고장수목에 반영되고 있으나, 다수기 사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종속성 범주의 다수기 사건은 

다수기 리스트 평가 모델에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량적 리스크 평가에서 조직 인자

Fig. 3. Main factors which can influence MMOS12).

(organizational factors)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

다. 하나는 고장수목에 조직실패 사건(organizational 

error events)과 조직실패 사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기

본사건의 조건부 사건을 반영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조직실패에 의하여 발생하는 잠재적 SSC 실패

사건 또는 인적오류사건으로 매핑하는 방법이다. 이들 

방법에서 조직실패 사건의 영향은 SSC 실패 또는 인적

실패 사건과 연계되어 리스크 평가에 반영된다6).

본 연구에서는 다수기 리스크 평가시 조직종속성 범

주 다수기 사건의 모델링을 위하여, 조직종속성을 인

간-설비-조직 시스템(MMOS, Man-Machine-Organization 

System) 모델12)의 인간-조직 연계성(Human-Organization 

Interface, HO)과 설비-조직 연계성(Machine-Organization 

Interface, MO)으로 세분하였다. 설비와 조직, 인간과 

조직, 그리고 인간과 설비 사이의 종속성은 MMOS의 

요소간 인터페이스에 기인한다. 각 인터페이스는 인적 

및 설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유발할 수 있

다. Fig. 3은 MMOS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간 관

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조직은 유지 관리 계획, 수정 

계획, 노후화 관리 계획 등에 의해 설비에 영향을 미친

다. 또한 조직은 작업 복잡성, 작업 환경, 절차,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작업 프로세스에 따라 운전원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국내 원전의 조직종속성 범주 사건 27건을 Table 4

의 예와 같이 세분하여, HO 11건(41%) 및 MO 16건

(59%)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종속성 범

주의 다수기 사건의 41%는 인적오류를 유발하고 나머

지 59%는 기기실패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159건의 조직종속성 범주 다수기 사건이 HO 75

건(47%), MO 81건(51%)으로 분류되었으며, HO 및 

MO로 분류되지 않는 사건은 5건이었다. 국내 및 미국

의 원전사건에 대한 조직종속성 범주의 다수기 사건 

세분류 결과, Fig. 4와 같이 국내와 미국의 결과가 유사

하며, HO에 비하여 MO의 비율이 약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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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amples of human-organization and machine- 
organization interfaces in MU events

Interfaces Examples of MU events

HO
Standardized procedures may be used on multiple units were 
found to be deficient.
Inadequate maintenance may be conducted to multiple units.

MO

A design analysis that was used for multiple units was found 
to be inadequate.
A design deficiency was found on multiple units.
A vendor supplied components with defect for multiple units.

HO: Human-Organization Interface, MO: Machine-Organization Interface, 
MU: Multi-unit

Fig. 4. Comparison of HO and MO Ratios between NPPs in 
Korea and the USA.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국내 원전 다수기 리스크 평가를 위해 국

내 고유 다수기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국내 원전 

사건에서 다수기 사건을 선별하고, 다수기 사건에 포

함된 다수기 공통성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분류 

결과를 미국 원전의 다수기 사건과 비교하여 국내 고

유 다수기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대상 사건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원

전 상업운전기간 중 국내 규제기관에 보고된 108건의 

사건이며, 규제기관의 사고⋅고장 조사보고서를 검토

하여, 58건의 다수기 사건을 선별하였다. 국내 원전의 

다수기 사건 비율은 검토대상 사건의 54%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원전의 다수기 사건 비율인 9%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비율이며, 국내 원전에서 다수기 사건의 중

요성을 나타낸다.

다수기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기 사

건의 공통성을 초기사건, 공유설비, 동일기기, 근접성, 

인적 종속성, 조직 종속성의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

였다. 분류 결과, 다수기 사건 중 조직 종속성 범주가 

가장 많았으며, 초기사건, 공유설비, 동일기기 범주 등

의 순서로 해당 범주로 분류된 다수기 사건이 많았다. 

인적종속성 범주는 3건이었으며, 근접성 범주 사건은 

없었다. 조직종속성 범주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인적 종

속성과 근접성 범주의 비율이 낮은 결과는 미국 원전

의 사례와 유사하며, SMR이 아닌 대형 원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수기 사건의 일반적 특성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미국 원전에 비하여, 국내 원전 다수기 사건은 

공유설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내 원전 설계 특성에 

따라 공유설비 범주의 비율이 낮으며, 원전 부지가 밀

집된 국내 상황으로 인하여 초기사건 범주의 비율이 

높은 국내 원전 고유 특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수기 리스크 평가를 위한 조직종속성 범주

의 다수기 사건 모델링 방법 개발을 위하여, 인간-조직 

연계성(Human-Organization Interface)과 설비-조직 연계

성(Machine-Organization Interface)으로 세분하여, 조직

종속성 범주에서 각 연계성의 비율을 도출하였다. 

다수기 리스크 평가에서 다수기 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유의미한 다수기 리스크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국내 원전 사건자료

를 상세 검토하여 다수기 사건을 선별하였으며, 이들 

다수기 사건을 공통성 범주로 분류하여, 국내 고유 다

수기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다수기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활

용될 것이다. 또한 다수기 리스크 평가를 위한 다수기 

사건의 모델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국내 원

전 사이에는 동일노형, 단일 원전사업자 등으로 인한 

공통성이 많으므로, 원전 사건 발생시 다수기 공통성

과 관련된 상세한 검토 및 보고가 바람직하며, 원전사

업자 및 규제기관의 상세 자료를 활용한 다수기 공통

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다수기 안전성 강

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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