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레질리언스(Resilience)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항공 시스템과 같이 복잡하면서도 안전이 매우 중요하

게 요구되는 시스템에서 “예측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고유의 기능을 바탕으

로 스스로 상황에 대응하여 계속적으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1). 이는 본래 재료 또는 기계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고체의 탄성 변형으로부

터 원래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은 2,000년대부터 Erik Hollnagel2), David 

Woods3), Nancy Leveson4)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안되

기 시작하였고, 레질리언스 공학(Resilience Engineering)이

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레질리언스 연구는 현재까지 항공5,6) 및 우주7,8) 시스템

에서 이미 적용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 필요성이 부

각되어 현재는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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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ntire severe accident response organizations was developed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ith a tool for System Dynamics. For applying the AHP 
method, several experts who are working on implementing, regulating or researching the 
severe accident response participated in collecting their expertise on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all the possible relations in the model. Finally, a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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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9,10). 

원자력 분야에서는 주로 기존의 안전성 평가 방법들

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질리언스 연구를 수행해

왔다9,10).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기존 안전성 평가 방법

은 크게 2가지 즉,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DSA)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가 있다.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의 경우 발전소에 설계되어 있는 모든 안전계통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자

로 노심 용융이 발생(즉, 중대사고) 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11,12)을 나타내는 반면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잠재적인 시스템 오류 및 이에 대한 가능성을 구체적

으로 모델링하여 원자로 노심이 용융되거나, 격납 용

기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빈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13,14). 이들 두 가지 안전성 평가 방법은 대표

적으로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데, 먼저 결정론적 안전

성 평가의 경우 발전소의 구조, 계통, 기기들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설계기준사건(Design Basis Event; DBE)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설계기준사건 이상의 사건이나 중대사고에 대한 분석

은 고려하지 않으며 발전소 사건 대응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인적/조직적 요소 또한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중대사고 및 대응 조직의 

건전성, 즉 조직인자,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 절차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서 발간된 보고서15)에

서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부분

에 있어서 개인적 요소(Individual Factor), 기술적 요소 

(Technical Factor), 조직적 요소(Organizational Factor)와 

같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관점이 기존 안전성 평가에서 레질리언

스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 안전성 평가 방법에

서는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레질리언스

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기기, 운전

원, 조직, 훈련, 절차서, 의사소통 등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떻게 하

면 외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시스템이 어

떻게 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계속적으

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존 안전성 평가는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는 데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이를 제거

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레질리언스는 오류

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16). 

레질리언스는 원전 중대사고와 같은 상황을 완화하

기 위해 요구되는 사고 대응 조직이 완화 조치를 유연

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원전 중대사고 상황에서는 발전

소에 설치된 안전설비들이 적절히 동작하지 못할 가능

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고 대응 조직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안전성 평가 방법들

은 이러한 요소들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해왔다. 

이와는 반대로, 레질리언스 개념에서는 이들을 시스템

의 유연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가정하기 때문에, 

1) 중대사고 대응 시 운전원 의사결정 능력 및 지원 수

단, 2) 사고 대응 훈련 계획, 수행, 평가에서의 인적요

소 및 조직인자, 3) 모든 사고 대응 조직 또는 기관 간

의 의사소통 및 역할 분담, 4) 사고 대응 조직의 유연

성 등과 같은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

도, 국내 원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조치를 

통해서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각각 개별적으

로 적용되어져 왔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레질리언

스 개념을 통해 사고 후속조치, 기존의 대응 시스템, 

그리고 대응 조직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원전 

중대사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통합적인 관점

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국

내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대응 조직의 레질리언스를 

평가하기 위해 정성적/정량적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국내 방사선 비

상 계획서를 검토하여 어떠한 조직들이 국내 중대사고 

대응 및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하였고, 

본 저자의 이전 연구에서 문헌 조사를 통해 도출된 레

질리언스 영향인자들을 바탕으로 레질리언스 정성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계층적 분석 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및 시스템 다이나믹

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이용하여 중대사고 대응 

조직에 대한 레질리언스 정량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계층적 분석 방법의 경우 국내 원자력 규제기관, 국내 

원자력 연구기관, 국내 원자력 사업자, 대학 등 중대사

고 발생시 사고 관리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기

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이들은 사회과학

분야, 인간공학분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분야,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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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재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으로, 개발된 레질리언스 정량적 모델에 대하여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어떤 레질리언스 영향인자가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에 높은 영향을 주는지

를 조사하였다. 

2. 중대사고 대응 조직에 대한 정성적 모델 개발

제 2장에서는 국내 방사선 비상 계획서를 검토한 내

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조직들이 국내 중대사고 대응 

및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본 

저자의 이전 연구에서 도출된 레질리언스 영향인자들

을 바탕으로 개발된 레질리언스 정성적 모델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1 국내 원전 중대사고 대응 조직

국내에서는 원전 비상상황 발생시, 1) 해당 사건 또

는 사고를 빠르게 진압, 2) 인명피해 최소화, 3) 환경으

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평상시와는 다른 비상조직을 

구성하게 된다17). 평상시에는 원자력 사업자뿐만 아니

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 규

제기관), 원자력의학원(원자력 의료기관), 지역자치단

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는 원자력 관련 기관 및 유관

기관들이 각자 본래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비

상상황이 되면 이러한 기관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비상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관

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각 발전소별 방사선 비상 계

획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방사선 비상 계획서

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1) 중대사고 발생 시 구성되는 

조직 및 임무, 2)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3) 비상구분 

및 발령기준, 4) 사고초기의 비상대응조치, 5) 비상대

응활동, 6) 비상대응시설, 7) 비상대응능력 유지 및 관

리, 8) 사고복구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방사선 비상 계획은 비상상황을 크게 3가지 즉, 

백색비상(Facility Emergency Level), 청색비상(On-site 

Emergency Level) 그리고 적색비상(Off-site Emergency 

Level)으로 구분한다(Fig. 1). 먼저, 백색비상은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 시설 내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나타낸다. 방사성 물질 

밀봉 상태 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사건 등이 백색비상에 해당한다. 둘째로, 청색비상

은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

지 내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이는 백색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자력 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들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적색비상은 방사성 물질

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밖까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나타낸다. 적색비상시

에는 노심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용융됨으로서 원자

력 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국내 방사선 비상 계획에 따르면, 국내 중대사고 대

응 조직은 청색비상 이상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구

성되도록 되어 있다. 대응 조직의 경우, 1)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2) Emergency Operation Center, 

3)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4) Medical 

Support Center, 5) Regional Agencies로 구성(Fig. 2)되어 

있으며, 이들은 비상상황 발생 시 사고 완화 및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17). 사실, 위의 5개 대응 조

직 외에도 중대사고 대응에 필요한 여러 기관들이 있

으나,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

하지 않았다. 다음은 각각의 대응 조직들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다. 

Fig. 1. Three emergency levels according to event seve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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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해당 대응 조직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주관으로 조

직되어 다른 중대사고 대응 조직들을 총괄하고 지휘하

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크게 2개의 세부 조직, 즉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와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로 구성된다. 먼저,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주요 임

무 및 역할로는, 1) 방사능 재난 상황 총괄 및 현장대

응 활동 지휘 및 통제, 2)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발

족 및 운영, 3) 방사능 방호 및 방사선비상의료 지원단 

구성 및 운영, 4)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 5)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 6) 구조 및 지원, 상황전개 접

수 및 신고, 사고사 유족 및 가족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 7) 언론대응 및 유언비어 

대처 등 대국민 정보제공, 8)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발족 이전 긴급 주민보호조치 범위 및 방법 결정, 9) 

광역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의사결정, 10) 장기 상황 관

리 방안 수립, 11) 심리안정화를 위한 방사선기술자문 

및 언론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12) 방사능 방호 관련 

유관부처 기술지원 및 자문, 13) 피해상황 등 정보제공

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이 있다. 둘째로,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의 임무 및 역할의 경우, 1) 현장 방재 대

응조직 총괄, 2)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자문을 받아 주민

보호조치 등 주요 의사결정 및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

부 시행 지시, 3) 대피, 소개, 음식물섭취제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보호 조치의 결정, 4) 방

사능재난 등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

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 5) 언론 

창구인 연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방사능 재난 등에 대

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 제공 등이 있다. 

2.1.2 Emergency Operation Center
이 대응 조직은 비상상황 발생시 원자력사업자 

(Utility) 즉, 한국수력원자력을 의미하고, 이는 크게 5

개의 세부 조직, 1) 비상대책본부, 2) 비상기술지원실, 

3) 비상운영지원실, 4) 비상대책실, 5) 방사선 평가반으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비상대책본부는, 1) 본부 내 

방사선 비상대책 총괄 운영, 2) 비상대책실 발족 후 비

상등급 변경 및 비상해제 건의 결정, 3) 주민보호조치 

권고 결정, 4) 방재대책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

지, 5) 본부 내 정상호기에 대한 비상조치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로, 비상기술지원실은, 1) 비상

대책본부장에게 비상상황 분석결과 및 대응책 보고, 2) 

소내 중대사고 관리 전반의 중요사항들에 대해 최종적

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로, 비상운전지

원실은 1) 비상기술지원실과 긴급정비 협의, 2) 소화 

및 의료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넷째로, 비상대책실은 1) 방재대책기관과 

협조 체계 유지, 2) 비상상황 파악 및 대책 수립, 3) 비

상대책본부장에게 종사자 및 주민보호조치 검토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평가반은 

1) 주민보호조치 권고 검토, 2) 소외 방사선감시를 위

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1.3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이 조직은 방사능 방호 기술지원본부로서, 국내 원

자력 규제기관, 즉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주관으로 조직

되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때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

요 임무는 1) 사고 정보 수집 및 사고해석 및 평가 종

합, 2) 수습 및 안전대책 강구, 3) 방사선 관련 대국민 

심리 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4) 방

사선 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등이 있다. 

2.1.4 Medical Support Center
이는 방사선 비상 의료지원본부로서, 원자력의학원

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방사능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

한 방사선 상해자 또는 그 우려자에 대한 의료상의 

조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한 임무로는 

Fig. 2. Severe accident response organizations in Korean cas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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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정보 수집, 2) 국가방사선비상 진료체계 가동, 

3) 국민 심리안정화를 위한 상담 전용 전화 및 홈페이

지 운영, 4)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등

이 있다. 

2.1.5 Regional Agencies
이 조직은 시/도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기관으로서, 

시/도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의료기관, 소방 및 구

조 구급기관, 경찰서, 사고수습 및 복구 지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도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는 지방자치단체를 주관으로 조직되어 방사선비상 관

련 보고를 받거나 방사능 재난의 발생을 통보받은 경

우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 별로 실무반을 설치하

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임무로는, 1) 상황

실 운영 및 상황 전파, 2) 동원 민방위대원 임무 부여, 

3) 주민대피 유도요원 배치 및 주민소개 조치, 4) 갑상

선 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조치, 5) 긴급 구조⋅구난 활

동 (유관기관 합동), 6) 출입통제소 및 교통통제소 설치

⋅운용 등이 있다. 둘째로, 의료기관은 방사선사고로 

인한 환자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

한 구급차, 의사 및 간호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로, 소방 및 구조 구급기관은 방사선 비상사

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진압 및 응급구조 등의 역할을 

한다. 넷째로, 경찰서의 경우 방사선 비상사고가 발생

했을 때 치안 및 교통통제 등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

로, 사고수습 및 복구 지원기관은 청색비상 이상 사고 

시 전문가파견 및 사고설비 정비 및 복구 자문, 기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관련기관으로는 두산중공업, 한

국전력기술 등이 있다. 

2.2 레질리언스 영향 인자 

본 연구에서는 레질리언스 기반 정성적 모델을 개발

하기 위해 본 저자의 이전 연구9,10)에서 도출한 원전 레

질리언스 영향 인자(Resilience-influencing Factor)들을 

참고하였다. 해당 인자들은 레질리언스 측면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기술적⋅조직적 요소들을 종

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사건, 

설계기준초과사건, 중대사고에 대한 국내 원전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출된 바 있다. Fig. 3은 이전 연

구에서 도출된 원전 레질리언스 영향인자 모델을 나타

내는데, 이는 1) 레질리언스, 2) 총 5개의 레질리언스 

속성(Attributes), 즉 Anticipation, Robustness, Adaptation, 

Collective Functioning, Organizational Learning, 그리고 

3) 각 속성에 해당하는 레질리언스 영향 인자들(e.g., 

training)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레질리언스 영향 인

자들에 대한 설명은 본 저자의 이전 논문9,10)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3 중대사고 대응 조직에 대한 레질리언스 정성적 모델

다음은 앞 절에서 소개한 국내 중대사고 대응 조직

들과 레질리언스 영향인자들을 기반으로 개발된 레질

리언스 정성적 모델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Fig. 4는 

중대사고 대응 조직들에 대한 레질리언스 정성적 모델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보면, 가장 상위 수준에 중

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가 위치하고 있고, 다음 

상위 수준으로는 앞서 소개한 5개의 중대사고 조직들

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Regional Agencies의 경우 

경찰서, 의료기관과 같이 역할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세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모델에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조직에 대한 

레질리언스 영향인자들이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3. 중대사고 대응 조직에 대한 정량적 모델 개발

제 3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정성적 모델에 계층적 분

석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및 시스템 다

Fig. 3. A resilience-influencing factor model for NPPs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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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qualitative resilience model for severe accident respons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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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적용하여 중대사고 

대응 조직에 대한 레질리언스 정량적 모델을 개발하였

다. 계층적 분석 방법은 정성적 모델에서 가능한 모든 

관계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값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

된 반면에,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개발된 정성적 모델

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다음은 각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3.1 AHP 방법 소개 및 적용

계층적 분석 방법18)은 주관적인 의견들을 반영하여 

인자들 간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계

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다. 계

층적 분석 방법은 보통 설문지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

을 반영하며, 정책결정, 마케팅계획 수립, 리스크 평가, 

최적의 예산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

법 중에 하나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해당 방법을 어떻

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분석 방법을 수행하

기 위해 원전 중대사고 대응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과학분야, 인간공학분야, 

PSA분야, 방사선 방재 분야 전문가 총 6명을 선별하

였다(Table 1). 

둘째로, 앞서 개발한 정성적 모델에서 가능한 모든 

관계, 즉 1)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 2) 5개의 

Table 1. Subjects participating in AHP method

No. Research field Tittle / Organization

1
Human factors engineering and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rofessor / University

2 Social science Professor / University

3 Radiation protection Senior researcher / Utility

4
Human factors engineering and 

instrumentation & control
Senior researcher / 
Research institute

5 Radiation protection Senior researcher / Utility

6
Human factors engineering and 

instrumentation & control Senior researcher / Regulatory

레질리언스 속성, 3) 각 속성에 해당하는 레질리언스 

영향 인자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값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설

문지의 예시를 나타내고,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배점은 

비율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설문지에서는 중대사

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에 대하여 어떤 레질리언스 

속성이 더욱 중요한지 조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셋째로, 다수 전문가의 의견들을 반영한 계층적 분

석결과를 얻기 위하여, 기하평균을 이용해 6명의 설문

결과를 합산하였다. 산술평균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계층적 분석 설문지의 척도가 비율척도로 구성되어 있

고, 편차의 경우 산술평균이 약 5~10%, 기하평균이 약 

1%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A

A is more important than B

Equal

B is more important than A

B←――――――――――― ―――――――――――→

Very much Moderate A little Not at all Not at all A little Moderate Very much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Emergency 
operation center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Medical support center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Regional agencies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Emergency 
operation center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Medical support center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Regional agencies

Emergency operation center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Medical support center

Emergency operation center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Regional agencies

Medical support center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Regional agencies

Table 2. An example of questionnaire for AH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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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을 합산하였다. 이 때, 세 번째 절차에서 

일관성 지수를 만족하지 못한 설문결과는 제외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합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6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것에 대해 계층적 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검사를 수행하였다. 일

관성 지수는 쌍대비교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주

는 지표이며 논리적 모순을 잡아내는 역할을 수행한

다. 예를 들어, 3개의 항목 즉, A, B, C에 대한 설문지

에서 A는 B보다 중요하고 B는 C보다 중요하다고 작

성되었을 때, 여기서 만약 C가 A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면, 이 설문 결과에 대한 일관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 지수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인 모순이 유발될수록 증가하며 일정한 기준치를 두

고 응답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일관성 지수는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으며 일반적

으로 0.1을 넘지 않는 한에서 일관성을 만족한다 할 

수 있다. 

3.2 AHP 분석 결과

3.2 절에서는 앞서 기술한 절차에 따라 계층적 분석

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1) 레질리언스와 중대사고 대응 조직, 2) 각 조직과 레

질리언스 속성, 3) 속성과 레질리언스 영향인자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결과 값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3.2.1 레질리언스에 대한 중대사고 대응 조직 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Table 3는 레질리언스와 중대사고 대응 조직 간의 상

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밑줄 쳐진 Weighting 

은 중요도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그 결과,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가 0.353으로 레질리언스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Emergency 

Operation Center가 0.287,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는 0.129, Regional Agencies는 0.142, 

Medical Support Center는 0.090 순으로 레질리언스에 대

Table 3. Weightings between the resilience and severe 

accident response organizations

Organization Weighting Consistency index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0.353

0.0061

Emergency operation center 0.287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0.129

Medical support center 0.090

Regional agencies 0.142

Table 4. Weightings among regional agencies

Organization Weighting Consistency index

Local government office 0.285

0.0116

Hospital 0.145

Fire station 0.282

Police station 0.167

Vendor 0.122

한 가중치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추가로, 본 분석 결과

에 대한 일관성 지수는 0.0061로, 이는 일관성을 만족하

는 결과임을 나타낸다. 

Table 4은 Regional Agencies 사이의 중요도 분석 결

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 시/도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

부(Local Government Office)가 가중치 값이 0.285로 가

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소방 및 

구조구급기관(Fire Station)이 0.282, 경찰서(Police Station)

이 0.167, 의료기관(Hospital)이 0.145, 사고수습 및 복구

지원기관(Vendor)가 0.122 순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

내었다. 해당 분석 결과 또한 일관성 지수가 0.0116으

로 일관성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3.2.2 중대사고 대응 조직에 대한 레질리언스 속성 간의 상
대적 중요도 분석

Table 5는 각 조직에 대하여 어떤 레질리언스 속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

고, 밑줄 쳐진 Weighting들은 각 조직 별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먼저, Emergency 

Operation Center,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Local Government Office, Police Station의 경우

Anticipation이 가장 중요한 레질리언스 속성임을 나타내

는 반면에,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Medical 

Support Center, Hospital, Fire Station, Vendor의 경우 

Robustness가 가장 중요한 속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로, Regional Agencies에 포함된 기관들의 경우 다른 기관

들보다 Collective Functioning에 대한 중요도가 비교적 높

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 결과에 

대하여 일관성 지수는 0.1 이하로, 일관성을 만족하는 결

과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3.2.3 레질리언스 속성에 대한 레질리언스 영향인자들 사
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Table 6과 7은 각 조직의 레질리언스 속성과 레질

리언스 영향인자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들을 나타낸다. 밑줄 쳐진 값들은 마찬가지로 각 

조직 속성에 영향을 주는 레질리언스 영향인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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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의 Anticipation 속성

에 영향을 주는 레질리언스 영향인자 중에서는 

Procedures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 추가로, 

Organizational Learning의 경우 계층적 분석을 수행할 

인자가 1개 밖에 없어 쌍대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

에 결과에서 제외되었고, 각각의 Table에 나타난 모든 

결과들의 일관성 지수가 0.1보다 작으므로, 모두 일관

성을 만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 정량적 모델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레질리언스 정량적 모

델은 레질리언스 영향 인자 즉, 원전 레질리언스 측면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기술적⋅조직적 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중대사고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레질리언스와 2) 중대사고 대응 조직 각각의 

레질리언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는 기존에 국내에서 수행되어왔던 대응조직 평

가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대응 조직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Fig. 5은 계층적 분석 결과와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

법을 적용하여 개발된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 

정량적 모델을 나타낸다.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경우 

Vensim Software19)를 기반으로 적용되었고, 이는 본 연

구에서 개발된 레질리언스 정량적 모델과 같이 복잡한 

모델을 구현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Organization

Weighting
Consistency 

indexAnticipation Robustness Adaptation Collective 
functioning

Organizational 
learning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0.211 0.302 0.196 0.191 0.100 0.0094

Emergency operation center 0.352 0.287 0.148 0.137 0.075 0.0147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0.316 0.201 0.192 0.142 0.150 0.0051

Medical Support Center 0.236 0.307 0.118 0.218 0.121 0.0060

Regional agencies

Local government office 0.291 0.218 0.167 0.209 0.115 0.0030

Hospital 0.242 0.314 0.123 0.211 0.110 0.0070

Fire station 0.253 0.280 0.117 0.233 0.117 0.0044

Police station 0.293 0.248 0.120 0.224 0.116 0.0030

Vendor 0.229 0.283 0.186 0.180 0.122 0.0082

Table 6. Weightings between an attribute and resilience-influencing factors depending on each organization (1/2)

Attribute Resilience-influencing factor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Emergency 
operation center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Medical support center

Weighting
Consistency 

index Weighting
Consistency 

index Weighting
Consistency 

index Weighting
Consistency 

index

Anticipation

Training 0.233

0.0062

0.256

0.0041

0.269

0.0035

0.304

0.0049

Procedures 0.286 0.352 0.253 0.262

Organizational culture 0.169 0.114 0.106 0.124

Human Resources 0.203 0.121 0.210 0.310

Human system interface (HSI) 0.109 0.157 0.162 -

Robustness

Execution 0.317

0.0125

0.357

0.0008

0.261

0.0018

0.457

0.0012Decision-making 0.555 0.434 0.546 0.302

System response 0.128 0.209 0.192 0.240

Adaptation
Verification 0.618

0.0000
0.558

0.0000
0.590

0.0000
0.558

0.0000
Reconfiguration 0.382 0.442 0.410 0.442

Collective 
functioning

Teamwork 0.660
0.0000

0.482
0.0000

0.383
0.0000

0.528
0.0000

Communication 0.340 0.518 0.617 0.472

Table 5. Weightings between each organization and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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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quantitative resilience model for severe accident respons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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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질리언스 정량적 모델에 대한 민감도 분석

제 4장에서는 앞서 개발한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

언스 정량적 모델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것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각각의 레질

리언스 영향인자의 값이 동일하게 변화하였을 때, 1) 정

량적 모델 최상위에 위치한 중대사고 대응 조직 전체 레

질리언스, 2) 각 조직의 레질리언스 값이 어느 정도 변화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각각의 영향인자가 해당 레질리

언스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조사하였다. 

4.1 전체 레질리언스에 대한 민감도 분석

전체 레질리언스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모든 레

질리언스 영향인자의 값이 동일한 상태에서 하나의 레

질리언스 인자의 값을 일정량 증가시켰을 때 전체 레

질리언스 값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의 Decision- 

making의 경우 모든 레질리언스 영향인자의 값이 1.0 

일 때 해당 인자의 Input 값만 1.2로 입력하게 되면 전

체 레질리언스의 값은 1.00018에서 1.01202로 증가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전체 레질리언스 값이 1.184% 증가

하게 된다. 

Table 8과 Fig. 6은 중대사고 대응 조직 전체 레질리언

스에 기여도가 높은 영향인자들과 이들에 대한 레질리언

스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다. 민감도 분석 결과로는,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에 대한 Decision- 

Table 8. Resilience-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the entire 
resilience

Ranking Resilience-influencing factor
Change rate 
of resilience 
value (%)

1 Decision-making of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1.184

2 Teamwork of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0.890

3
Verification of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0.856

4 Decision-making of emergency operation center 0.715

5 Procedure of emergency operation center 0.712

6
Learning organization of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0.706

7 Execution of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0.676

8 Execution of emergency operation center 0.589

9 Reconfiguration of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0.529

making이 중대사고 대응 조직 전체 레질리언스에 가장 

높은 영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에 대한 민감도 분석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에 대한 민감도 분석

에서는 4.1에서 소개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모든 레

질리언스 영향인자의 값이 동일한 상태에서 하나의 레

질리언스 인자의 값을 일정량 증가시켰을 때 각각의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 값이 얼마나 변화하는

Attribute Resilience-
influencing factor

Local government 
office

Hospital Fire station Police station Vendor

Weighting Consistency 
index

Weighting Consistency 
index

Weighting Consistency 
index

Weighting Consistency 
index

Weighting Consistency 
index

Anticipation

Training 0.323

0.0030

0.348

0.0023

0.377

0.0043

0.340

0.0036

0.268

0.0007

Procedures 0.286 0.222 0.204 0.224 0.234

Organizational 
culture 0.205 0.113 0.125 0.174 0.225

Human resources 0.186 0.318 0.294 0.262 0.279

Human system 
interface (HSI)

- - - - -

Robustness

Execution 0.323

0.0015

0.483

0.0032

0.434

0.0007

0.474

0.0019

0.291

0.0005Decision-making 0.463 0.210 0.246 0.264 0.372

System response 0.214 0.307 0.320 0.262 0.337

Adaptation
Verification 0.558

0.0000
0.614

0.0000
0.500

0.0000
0.585

0.0000
0.710

0.0000
Reconfiguration 0.442 0.386 0.500 0.415 0.290

Collective 
functioning

Teamwork 0.398
0.0000

0.528
0.0000

0.578
0.0000

0.454
0.0000

0.465
0.0000

Communication 0.602 0.472 0.422 0.546 0.535

Table 7. Weightings between an attribute and resilience-influencing factors depending on each organization (2/2)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대응 조직에 대한 레질리언스 정량적 모델 개발: AHP 방법 적용

한국안전학회지, 제35권 제1호, 2020년 127

지를 조사하였다. 

Table 9과 Table 10는 각각 중대사고 조직의 레질리언

스에 기여도가 높은 영향인자들과 이들에 대한 레질리언

스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Emergency 

Operation Center에 대한 조직 레질리언스의 경우, Decision- 

making이 가장 높은 영향을 갖고, 다음으로 Procedures, 

System Response 순으로 레질리언스에 높은 영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토 의

본 연구는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를 평가하

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

저,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모든 영향

인자들의 값이 동일하고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값들이 모두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

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Anticipation 속성에 포함된 레

Fig. 6. Resilience-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the entire resilience.

Table 9. Ranking of resilience-influencing factors for each organization (1/2)

Attribute
Resilience-

influencing factor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Emergency 
operation center

Radiation protection tech 
support center

Medical support center

Change rate 
of resilience 
value (%)

Ranking
Change rate 
of resilience 
value (%)

Ranking
Change rate 
of resilience 
value (%)

Ranking
Change rate 
of resilience 
value (%)

Ranking

Anticipation

Training 0.348 9 0.518 4 0.220 5 0.130 8

Procedures 0.427 8 0.712 2 0.207 6 0.112 10

Organizational 
culture 0.252 12 0.231 13 0.087 13 0.053 12

Human resources 0.303 10 0.245 12 0.172 8 0.132 7

Human system 
interface (HSI)

0.163 13 0.318 11 0.133 11 - -

Robustness

Execution 0.273 11 0.345 10 0.100 12 0.133 6

Decision-making 1.184 1 0.715 1 0.284 3 0.167 5

System response 0.676 5 0.589 3 0.136 10 0.253 1

Adaptation
Verification 0.856 3 0.475 5 0.293 2 0.119 9

Reconfiguration 0.529 6 0.376 9 0.204 7 0.094 11

Collective 
functioning

Teamwork 0.459 7 0.408 7 0.227 4 0.186 4

Communication 0.890 2 0.380 8 0.141 9 0.208 3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al learning 0.706 4 0.431 6 0.387 1 0.2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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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 example of human performance changes depending 
on training cycle.

질리언스 영향 인자들 중 Organization Culture의 경우 

시간에 따라 크게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 반면에, Robustness에 포함된 Execution, Decision- 

making 등과 같은 영향인자들은 발전소 고유 특성에 

따라 시간의 변화에 종속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 고유 특성 중의 하나로서 훈련 빈도가 있는데, 

Fig.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훈련 직후에는 운전원들의 

수행도가 가장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행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Organization Culture의 경우 사건 대응 측

면에서 비교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Execution, Decision-making 등은 좀 더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인자 값 자체가 같

다고 보긴 힘들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레질리언스 영향 인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

들을 고려하여 레질리언스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직뿐만 아니라 같은 조

직 내에서의 레질리언스 영향인자 간의 상관관계 또한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관계가 충

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조직에 대한 레질리언

스 영향인자 관계의 경우, 예를 들어,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 자체가 적절히 발족되지 않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모든 조직의 레질리언스 영향인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조직에 대한 레질리언스 영향인

자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Emergency Operation Center의 

Human System Interface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

라 운전원들의 Decision-making을 어렵게 하거나 성공적

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중대사고 대응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조직들이 

동시적이고 유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평상시에 가정하여 훈련하기에는 수 많은 비용, 

인력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내 조직들은 대부분 각 조직 별로 즉, 부분적으로 중대

사고 대응 능력에 대한 훈련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현재 

실정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중대사고 대응 상

황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본 연구 결과가 

최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록 해당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기반으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해갈 필요가 있다. 

Attribute Resilience-
influencing factor

Local government office Hospital Fire station Police station Vendor

Change rate 
of resilience 
value (%)

Ranking
Change rate 
of resilience 
value (%)

Ranking
Change rate 
of resilience 
value (%)

Ranking
Change rate 
of resilience 
value (%)

Ranking
Change rate 
of resilience 
value (%)

Ranking

Anticipation

Training 0.077 4 0.035 6 0.077 5 0.048 5 0.022 8

Procedures 0.068 6 0.023 10 0.042 11 0.032 8 0.019 9

Organizational 
culture

0.049 10 0.012 12 0.026 12 0.025 11 0.018 11

Human resources 0.044 11 0.032 7 0.060 7 0.037 6 0.007 12

Human system 
interface (HSI) - - - - - - - - - -

Robustness

Execution 0.038 12 0.040 5 0.072 6 0.031 10 0.034 4

Decision-making 0.082 3 0.028 9 0.056 8 0.032 8 0.037 3

System response 0.057 9 0.063 1 0.098 2 0.056 2 0.029 6

Adaptation
Verification 0.076 5 0.032 7 0.047 9 0.034 7 0.046 1

Reconfiguration 0.060 8 0.020 11 0.047 9 0.024 12 0.019 9

Collective 
functioning

Teamwork 0.102 1 0.042 4 0.079 4 0.058 1 0.034 4

Communication 0.068 6 0.046 2 0.108 1 0.049 4 0.029 6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al 
learning 0.094 2 0.046 2 0.094 3 0.056 2 0.043 2

Table 10. Ranking of resilience-influencing factors for each organizati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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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개발 연구 중에 하

나로서, 계층적 분석 방법 및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

을 적용하여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 정량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여 각각의 영향인자가 레질리언스 변화에 얼

마나 기여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레질

리언스 영향인자의 값이 동일하게 변화하였을 때 

Headquarter for Radiation Protection의 Decision-making

이 중대사고 대응 조직 레질리언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측면

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 개

념을 기반으로, 기존 원전 안전성 평가 방법에서 충분

히 고려되지 않았던 중대사고 대응 측면 및 개인적/기

술적/조직적 요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안전성 평가 

방법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성 평가 방법으

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 대응 체계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로 활용하여, 중대사고 대응 전략의 건전성 향

상을 위한 기술적 근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 중대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여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점

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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