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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숙련도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사자의 숙련도는 발전

소 직원의 근속년수 평균값과 근속기간의 다양성으로 구분하였고, 원자

력 발전소의 안전성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했던 사고‧고장 사건으로 

조작화하였다. 표본은 국내에 운영 중인 12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지난 

20년간(1995년 ~ 2014년)의 사고‧고장정보와 발전소 직원 평균근속기간 

값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중선형회귀분석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류하

고 변수별 영향력 확인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발전소 종사자의 평균근속기간은 사고‧고장 발생빈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선형성 확인을 위해 도입

한 평균근속기간의 제곱값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의 근속기간과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고장 발생빈도

는 비선형적으로 부(-)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함께 

분석한 종사자 근속기간의 다양성(경력기간 편차)과 사고‧고장 발생률간

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의 기준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

고, 향후의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원자력발전소, 숙련도, 다양성, 사고 고장, 근속기간

학 번 : 2015-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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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종사자의 업무숙련도를 높여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

는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원전을 운영하는 인력의 역할은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국민적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

내 원자력발전에 관한 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원자력발전년보에 따르면 

1978년부터 1992년까지의 불시정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적 과실에 의

한 사례는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원자

력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정보1)를 고

장 발생유형별로 비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

장 사례 중 21%가 인적실수를 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분류기준은 오조작 등 명백한 인적 과실로 간주되는 경우에

만 인적오류로 구분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인적 요인이 개입된 사례까

지를 포함시킨다면 사람의 과실에 의해 정지된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

며, 따라서, 원전종사자의 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탐구와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원자력산업분야는 국민신뢰도와 수용성이 원자력산업 그 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정책 갈등의 영역으로 대중의 의견은 원자

력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http://opis.kins.re.kr/opis?act=OPIS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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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본은 모든 원전을 정지시킨 바 있고, 독일은 국민의 의견에 따

라 원전폐지 정책을 채택하는 등 산업의 정체성과 존속여부가 국민의 의

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산업분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한 때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로 르네상스를 맞는 듯 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는 국민

의 비율은 40%대 이하로 감소하여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다.2) 기후변화 

협약 등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압력이 세계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반

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진보는 아직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미흡해 보이는 환경 하에서 원자력발전산업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선택이

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 즉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한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정

지란 정상 운전 중 기기고장 또는 인적요인에 의해 발전소가 불시에 정

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안전성과 전기품질 확보 측면에서 원전의 운영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원자력발전백서, 2014).

<그림 1> 연도별 국내 원전 고장발생건수

2) 원자력국민인식조사(원자력문화재단,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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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간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 및 고장 내역을 살

펴보면<그림 1>, 90년대에는 최대 연간 31건의 고장이 발생하던 것이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20건 이하로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고장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90년 대 이후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고, 95년 4개의 발전소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11개의 발전소가 상업운전 중인 것을 감안하면<그림 2> 단일 발

전소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고장건수는 괄목할 만하게 감소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국내 가동 중인 발전소 수(數)

 <그림 3>에 개별 발전소 발전소당 발생한 고장 발생건수를 제시하였

는데, 그 추이를 보면 1995년에는 발전소당 6.3건의 고장이 발생한 반면, 

2013년에는 불과 0.7건의 고장만이 발생하였다. 고장정지건수는 원자력 

발전의 초기단계인 1980년대 중반까지는 5건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

으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운영능력의 향상으로 1998년 이후 1건 미만으

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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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발전소당 고장발생건수

이렇게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이 감소해 온 추세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의 정비 및 운영능력의 향상에 기인한 바로 추정된다. 또한, 산업 초창

기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숙련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때에 비해, 

원자력발전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숙련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정 또한 가능하다. 

이런 괄목할 만한 운영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적 수용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근본적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공포와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보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원자력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와 언론, 국민의 관심 또한 증가했

음을 무시할 수 없다. 김원용(2005) 등의 연구에서는 국내 원자력관련 언

론 보도건수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데, 

이는 원전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정부와 언론에 공개되고 전파를 타

게 됨으로써 단 1건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원자력산업을 영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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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   기

합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조선

일보

12 18 61 122 54 125 392

3.1% 4.6% 15.6% 31.1% 13.8% 31.9% 100.0%

중앙

일보

2 35 37 20 121 215

0.9% 16.3% 17.2% 9.3% 56.3% 100.0%

한겨레 

신문

10 77 174 261

3.8% 29.5% 66.7% 100.0%

합계
12 20 96 169 151 20 868

1.4% 2.3% 11.1% 19.5% 17.4% 2.3% 100.0%

<표 1> 1950년대 이후 신문사별 원자력관련 보도량 (출처 : 김원용외, 2005)

따라서, 현대의 원자력발전산업은 단 1건의 사건, 고장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발전소 설비의 개선과 신기술 적용을 통해 

기기고장에 의한 정지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적오류 등에 의한 고

장은 인적행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쉽게 줄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림 4> 원인별 원자력발전소 고장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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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불시정지건을 고장원인별로 

분류하여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추이를 제시하였는데, 전반적인 고장

발생의 감소와 더불어 인적오류에 의한 정지건수도 줄어들고는 있으나, 

전체 정지건수 중에서 ‘전기결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차

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장의 원인이 인적요인

에 의한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고장발생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원전의 

생산성과 안전성에 종사자의 역량 수준이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한다

면, 종사자 역량강화 및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법에 대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주로 인위적 과실(Human Error)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인적

오류의 발생원인과 유형, 메커니즘, 설비와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문제 

등 인간공학적 측면과 인적요소의 기술적 측면의 개선을 목표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정운‧이용희‧박근옥, 1996, 이용희‧장통일‧임현교, 2003, 

김동산‧백동현‧윤완철, 2007, 이동훈‧김대일‧변승남‧이용희, 2007, 이용희, 

2012) 

기존의 인적오류에 관한 연구들 역시 종사자의 근무관리 강화, 교육훈

련 개선, 인적요소 점검 강화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공학적 접근과는 다른 정책적 접근, 즉 인적자원의 

배치 및 운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등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HRM)

의 개선 등 관리·경영적 기법 측면에서의 제안점을 도출함으로써 기술

적 접근과 더불어 경영관리 등 정책적 기법의 개선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참고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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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많은 조직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조직의 자산으로 

여기고,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

다(Pfeffer, 1994).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적자원관리와 성과와의 관

계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김종관․배상림, 

2006; 배종석․박오원․황인섭, 2010; Bae et al., 2003), 이들 선행 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인적자원관리 기법이 조직의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에 있었다. 조직의 객관적․재무적 성과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고, 각

각의 연구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인적자원관리 전략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김기태․조봉순, 2008). 

그러나 인적자원관리 기법이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객관적․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즉, 인적자원관리 기법이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

는 효과가 더욱 중요하며, 재무적 성과는 구성원의 성과를 통해 발현될 

것이다. 이러한 연결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인적자원관리 기법과 조직성

과 사이에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인적자본 등 근로자의 태도

나 역량과 관련된 변수의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들이 많이 진행

되어왔다(김종관․배상림, 2006; 이민우, 2008; 김진희, 2009; Green et al., 

2006; Sun, Aryee, & Law, 2007). 선행 연구들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기

법이 근로자들을 조직에 더 깊이 관여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며, 

더 높은 숙련도를 스스로 달성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조직의 효과성이 높

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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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의 증가로 인해서 조직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Sun, Aryee, & 

Law, 2007; Messersmith et al., 2011).

 본 연구의 취지는 조직의 인적 역량이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원전 종사자의 

평균적 전문성, 숙련도 수준과 그 조합이 발전소의 성능, 즉 사고‧고장의 

발생빈도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라 할 수 있

다. 연구자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일부는 조직역량을 조직의 성과로 보

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인적자본의 측면에서 조직의 성과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

점에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제 1 절  역량과 성과의 관계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역량의 개념은 주로 조직 및 산업심리학자들

에 의해 발전해온 개인 수준의 역량을 말한다. 심리학 영역에서의 역량

은 McClelland(1973)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그는 전통적인 학업 

적성 검사 혹은 성취도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을 개발하였다. 그의 역량 개념에는 지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외에 동기와 성격이 포함되어있다. Boyatzis(1982)는 McClelland의 개념을 

바탕으로 약 2,000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일의 성과’와 ‘능력’의 

관계를 조사하여 The Competent Manager(1982)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그 속에는 6개의 군집, 21개의 역량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모델이 소개되

었다. 또한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

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라고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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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에 대한 정의를 내

리면, 역량(competency)이란 효과적이고 탁월한 수행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의 동기, 특성, 지식, 스킬 등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역량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Klemp와 McClelland(1986)는 27명의 관리자를 대상

으로 성과와 연관된 역량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추출된 역량요인

이 실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예측타당도는 검증하지 못했다.

 Langdon과 Marrelli(2002)의 연구에서 도출된 역량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성과모형을 사용

하여 24개의 역량으로 구성된 관리자 역량모형을 만들었으나 역시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Leach(1996)는 기업체 훈련담당

자를 대상으로 고성과자(high performer) 그룹과 평균성과자(average) 그

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 사이에 역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역량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역량의 효

과를 검증한 또 다른 연구로는 Burke와 Day(1986)의 연구가 있는데, 그

들은 역량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29 ~ 32%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 동안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진 연구는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역량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과를 정의하지 

않고 역량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성과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 

있는 역량을 도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역량과 성과를 연계시키고 있으

나, 역량과 성과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실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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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적역량

조직이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역량이 중

요하다. Penrose(1959)는 기업을 자원들의 총체, 혹은 집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Wernerfelt(1984)는 ‘자원-상품’의 매트릭스를 이

용하여 기업이 기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다른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원기반이론(Resorce-based View: RBV)을 제

시하기도 하였다. Prahalad와 Hamel(1990), Barney(1991), Peteraf(1993) 

등은 기업 내부의 자원/역량이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고, Grant(1991)는 분석의 최소단위인 자원을 프로세스에 

투입되는 투입물로, 기업들간에 성과 차이의 원인인 역량을 여러 자원을 

통합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형성되는 자원의 상위개념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1. 숙련도 

 산업 및 기업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숙련을 형성

(skill formation)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숙련’의 개념이 우

리사회에서는 매우 좁은 의미에서 ‘개인의 기능적인 기술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습득과 활용’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숙련의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다양한 지식을 다양한 학

습방식(교육, 훈련, 경험을 비롯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 및 사회적 차

원에 이르기까지)을 통해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적능력이 강

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Winterton, 2005). Welford는 숙련을 능

력있고(competent), 전문적이며(expert), 신속하고(rapid), 정확한(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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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performance)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Welford, 1968: 12-13). Proctor와 Dutta(1995: 18)는 숙련이란 ‘실행을 

통해 획득되어지고 노력의 경제로 성취된 목표 지향적이며, 잘 조직화된 

행태’로 정의를 내린다. 즉, 숙련은 지식의 습득을 통해 발전하고, 환경

으로부터의 요구에 대응하는 목표지향적이며, 일관성있는 패턴으로 구조

화될 때 획득되며, 숙련이 향상됨으로써 인지적 요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산업현장에서도 개인의 역량을 숙련도로 지칭하

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에 있어서 근로자 숙련의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

기는 매우 어렵다. 때문에 숙련의 수준이 높은 때에 관측될 수 있는 현

상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자주 동원되는데,  박기성

(1993)은 근로자의 성별, 학력, 전공, 직장경력, 직위, 노동조합원 가입여

부 등을 통해 숙련의 성격을 관찰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은 

숙련향상이 높은 성과를 낳는 메커니즘에 대해 주목하는데, 그 메커니즘

의 원천을 암묵지(tacit knowledge) 활용에서 찾고 있다.(Hirchhorn 1984; 

Cavestro, 1989 ; Myers & Davids, 1993). 아주 단순해 보이는 작업에도 

실제로는 이상상태가 발생하는데, 이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처리

와 예방이 암묵지와 결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엔지니어, 공학자, 과학자 등 전문가의 과학적 지식과 생산현장

의 작업자들이 실제의 경험에서 체득한 구체적인 상황 지식이 결합되어

야 생산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과 잭슨(Wall & Jackson, 

1995)은 숙련향상이 언제나 높은 성과를 낳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

건에서 성과가 좋아지며,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직

무불확실성(Job Uncertainty)’이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

였다. 성과를 높이는 기제는 반응의 신속성과 예방행위에 의해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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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데, 반응의 신속성과 예방행위는 지식의 축적을 통한 문제의 감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숙련형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

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 숙련형성 영향요인

Koike(1988)
규모, 조업년수, 학교교육보급, 노동시장, 경영자의 형성 
전략 선택과 종업원의 긍정적 태도

Kelly(1990)
기술/경제적 요인, 내부노동시장 구조, 노사관계, 
조직컨텍스트

Dean & Snell 
(1991)

통합제조방식, 규모, 성과, 계열사 여부

Keefe(1991)
규모, 교육훈련방법, 여성비율, 노동조합(직능,산별), 
산업집중도

Cole(1992) 고용안정, 능력급, 로테이션, 교육훈련

Koike (1994)
인적자원관리(직능자격제도, 능력급, 능력평가, 
연간임금조정)

Form et al 
(1994)

기업의 규모, 자본장비율, 시장 내 지위, 노동조합, 
조직구조 특성

Knoke & 
Kalleberg(1994)

규모, 노동조합, 노동력구성, 내부노동시장, 기술변화, 
경쟁격화, 인력부족

홍장표, 류장수 
(1999)

작업조직, 교육훈련제도, 인센티브 제도

주낙선(1999) 환경의 불확실성, 인적자원관리

<표 2> 숙련형성 영향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정리 (출처 : 주낙선(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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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arning-by-Doing(실행학습)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의 기술 인력이 지닌 인적자본, 인적역량이 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함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경력의 누적

에 따른 인적역량, 숙련향상에 관해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

업의 인적자본의 가치는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의 접근을 통해 정

량화 할 수 있는데, 경험학습이란 생산성에 관한 경제학적 관념으로서, 

생산성은 직원들의 반복훈련과 자기완성, 소소한 혁신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한 공장에서 직원들이 기계 사용법을 터득

하게 되면 추가 인력 배치나 자본의 투입이 없더라도 생산성이 증가된다

는 것이다. 기업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현상을 내부 학습효과

라고 하는데, Arrow(1962)는 기업의 누적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단위 생

산비용이 점차 낮아지는 경제학적 모형의 틀을 제시하였고, 이후 기업의 

전략과 산업조직 측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험(혹은 학습)이 증

가함에 따라 제품의 단위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형태의 기술적 진보에 대

하여, Dutton&Thomas(1984)는 학습곡선(Learning Curve), 경험곡선

(Experience Curve)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학습곡선

(Learning Curve) 혹은 경험곡선(Experience Curve) 이론은 Wright(1936)

가 기술 축적으로 인한 생산물 단위비용 하락을 학습(Learning)효과를 

이용하면서 항공분야에 처음 시도하였다. Boston Consulting 

Group(BCG, 1972)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은 기술 개발 단계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그림 5>, 

Price umbrella 단계에서 사업자는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비용을 절

감하게 된다. 여기에서 학습효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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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비용감소과정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Shakeout, Stability 단계로 

진입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한다(장한수‧최기련; 2006). 오수

민&허은녕(2014)은 학습곡선에 관한 메타연구에서 에너지산업을 1)원

자력 및 조선, 2)반도체, 3)태양광, 4)풍력으로 구분하고 산업분야별 학

습효과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1)원자력 및 조선산업에서 경험학습

(Learning-by-doing)의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큼을 실증적으

로 연구하였다. 

<그림 5> Cost Reduction Path: Learning, Scale, Spillover Effects

* 출처 : 오수민,허은녕(2014)

Lucas(1998)는 인적자본을 도입한 성장모형을 제시하면서 직업에 종사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적자본투자, 즉, 교육훈련이나 보상이 없더라도 

직무경험을 통해 자연적으로 훈련을 받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

적자본이 축적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적된 인적자본은 

향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 요소의 하나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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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으며, Spence(1981)는 경험에 의한 학습곡선을 누적 생산량과 단

위 생산비용간의 함수로 정의하고 가파른 학습곡선의 기울기로 내부 학

습효과가 급진적인 경우와 완만한 학습곡선의 기울기로 학습효과가 상대

적으로 적은 경우를 계량적으로 비교하기도 하였다.

기업 내 직업능력개발은 공식적인 교육훈련과 함께 비공식학습에 의

해서도 이루어지는데, 공식적인 교육훈련이 작업장 밖의 공간에서 집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비공식훈련은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다. 비공식학습은 이처럼 조직

의 의도적인 조직화 과정 없이 근로자들의 작업과정 중에 자연발생적으

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과의 연관성에서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nson(1997)은 

1995년 미국 노동통계국 설문자료(Bureau of Labor Statistic Survey)에 

기초하여 공식훈련과 비공식훈련의 투자시간을 추정하였는데, 비공식학

습에 투자된 시간이 전체 훈련시간의 약 7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Marsick & Watkins(1990)는 작업장 학습의 약 80% 정도까

지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비공식학습은 동

시에 숙련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도 공식훈련을 능가한다고 주

장하였다. Senker(2000)와 Eraut et al(1998) 등의 사례연구에서도 비

공식학습이 근로자들의 숙련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지고 있

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김안국(2001)에 따르면, 작업을 하면서 다른 

근로자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매일 50분 정도이고, 박기성(1992)에 의하

면 근로자 사이에 서로 가르치거나 배우는데 하루 근무시간의 10% 이

상을 쓰는 사람이 62.3% 정도라고 추정하였다. 노용진 등(2006)은 작

업장 내 비공식학습의 영향요인을 한국노동패널자료로부터 추정하였는

데, 고용안정성의 역의 지표로서 고용조정비율을 통해 비공식학습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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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3. 다양성

조직, 집단의 역량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의 역량뿐만이 아니

라, 각 개인이 지닌 전문성의 깊이와 더불어, 다양한 역량을 지닌 개인

들의 집합체로서의 성격, 즉 조직의 인력 구성상의 다양성 또한 고려해

야 한다. 

다양성은 하나의 사회 단위 내에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Jackson et al.,1995), Milliken and Martins(1996)는 조직 다양성

연구에서 개인의 14가지 이질적 속성으로 인종/민족적 배경, 국적, 성별, 

연령, 성격, 문화적 가치,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적 배경, 기능적/직업적 

배경, 산업경험, 조직/집단 재직기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질적 속

성 중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다양성은 성별, 교육배경, 

기능/경험배경 등이다(권석균․최보인, 2012).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

향관계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Jackson et al., 

2003; Van Knippenberg et al., 2004), 이에 대해 3가지 차원에서 설명 

가능하다. 첫 번째는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Williams and O’Reilly, 1998). 기존 연구들은(Jehn et al., 

1999; Simons et al., 1999) 다양성의 차이를 덜 가시적이고 기저의 속

성을 반영하는 교육적․기능적 차이는 정보다양성으로 부르고 있고, 이는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탐지

가능하고 기저의 속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성별, 연령 차이는 사회범

주 다양성으로 불리어지며, 이는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

증 분석되었다. 가시성이 높을수록, 편향․편견․고정관념 등의 반응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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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므로(Milliken and Martins, 1996), 사회범주 다양성은 다양성의 

부담 관점(Ancona and Caldwell, 1992), 정보 다양성은 다양성의 가치 

관점(Hong and Page, 1998)에서 논의되었으며, 국내 연구들(권석균․최
보인, 2012; 성상현 외 2인, 2007)을 보면, 사회범주 다양성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정보 다양성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다양성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이다(Williams and O’Reilly, 1998).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

는 이론은 정보/의사결정 이론이며, 이는 다양성이 가져오는 정보의 가

용성 증가가 조직구성원에게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므로, 성

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다(Gruenfeld et al., 1996). 이와는 달

리, 다양성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한 이론들은 사회 범주화 이론, 유사성/

매력 이론 등이다. 사회 범주화 이론은 조직구성원들이 외집단보다 내집

단을 호의적으로 본다는 주장이며(Tajfel and Turner, 1986), 유사성/매력 

이론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과 유사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자신과 

동일한 신념,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이다(Byrne, 

1971). 개인은 유사한 타인에 대하여 믿을 만하고, 의사소통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반면(Brewer, 1981), 유사하지 않은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부정적인 갈등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Jehn et 

al.,1997).

하지만 다양성의 유형 및 이론적 관점의 차이만으로 다양성과 성과간

의 혼재된 결과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범주 다양

성은 부정적 결과만을 산출하고, 정보 다양성은 긍정적 결과만을 산출한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Keller, 2001). 국내 연구들(김문주․윤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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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종건 외 2인, 2012) 중에는 정보 다양성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

여 유사성 친화이론, 지위배분 메커니즘을 토대로 실증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제 3 절  조직성과

1. 조직성과의 개념

조직성과(Oraganizational Performance)는 인류와 더불어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고 사회과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다. 

조직성과는 조직이론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제이며, 그 개념 또한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신유근(1981)은 조직성과를 조직의 목표달성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위한 환경의 개척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

능력, 인적 자원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 기

업의 생산성 또는 수익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이미란

(2006)은 조직성과를 조직유효성으로 설명하였는데 조직 유효성이란 목

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조직이 얼마나 유효적인 효과를 내는지 평가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조직 유효성은 조직목표의 달성문제와 불가분의 관계

를 가지는 개념으로 곧 조직성과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의 주장

을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이상과 같이 학자들의 견해는 세 가지 기준으로 함축하고 있는데 첫

째, 조직의 생산성, 둘째, 조직의 내적인 변화나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

절히 대응하는 적응성,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원과 집단 간의 긴장, 갈등

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제 학자들의 조직성과에 대한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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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조직성과란 “개방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외적 

환경에 대응해 가는 행동체계이며, 조직구조의 안정과 유지이다.” 이러

한 요인에는 기술혁신, 문화적 요소, 사회·경제적 상황 등이 있다. 개방

시스템은 외부 에너지의 투입으로 내부의 형태와 질서를 결정적으로 와

해시키지 못하도록 항상성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 직무성과, 동기유발 등은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장태윤·박찬식, 2001)

연 구 자 정   의

Argyris(1962)
동일하거나 절감된 투입으로 같은 산출을 얻을 때 

그 조직체는 유효성이 있다고 주장

Seasher & Yuchtman 

(1967)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을 

개척하는 조직체의 능력이라고 정의

Geogopolouts & 

Tannenbaum (1975)

조직성과는 사회의 한 시스템으로서 조직이 그 

수단과 자원을 오용함이 없이 조직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강압을 초래하지 않고 조직의 

목표달성이라고 주장

Hick & Gullertt (1976) 
효율적인 조직은 조직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는 

것에 만족하는 조직이라고 기술

Chung & Megginson 

(1981)

조직의 다양한 목적 – 이윤, 생산성, 구성원의 

욕구만족, 사회적 책임, 재정적 안정 등을 

실현시키는 조직의 능력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한 능력을 총체적으로 

설명

Perrow & 

Pennings(1982)
조직체와 환경과의 적합성으로 조직성과 기술

<표 3> 조직성과의 정의 (출처 : 임효정(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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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성과의 측정대상과 측정방법

 조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쟁점은 무엇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의 문제이다(배종석, 2001). 먼저 조직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는 

문제로, 측정 측면에서의 다양성은 개념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되며(Rogers & Wright, 1998), 어떤 수준의 성과를 측정하

느냐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와의 연계정도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

다. 오늘날 조직성과가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변수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개념 중의 하나이지만 조직성과 관련 기존연구

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성과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 이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     형 측정지표

인적자원 산출물(HR Outcomes) 이직률, 결근율,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 산출물(organization outcomes) 생산성, 품질, 서비스 등

재무·회계적 산출물(financial or 

accounting outcomes)
ROE, ROA, 이익률

자본시장 산출물(capital market 

outcomes)
주식가격, 성장률, 배당률 등

<표 4> 조직성과 대상과 측정지표 (출처 : 이동현(2006))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성과와 조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주관적인 측정방법과 객관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선택문제가 발생한

다. 즉 변수의 성격과 관계없이 주관적인 측정방법이나 객관적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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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객관적인 지

표를 주관적인 인식으로 측정한 일부 연구자는 주관적으로 측정한 성과

와 객관적 지표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재무지표 등의 조직성과

에 대해 주관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Dess & Robbins, 

1984; Pearce, 1987).

제 4 절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과 인적오류

1. 국내 원전의 사고 고장

IAEA 및 OECD/NEA는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규모를 일반 국

민이나 언론이 일관성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용의 사

건등급(Event Scale)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 원자력 사고‧고
장 등급(INES :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이다. <표 5, 6>

INES 기준에 따르면, 안전상 중요하지 않은 단순 설비고장을 0등급으

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제한범위를 벗어난 사건을 1등

급으로 해서, 방사성물질이 극소량(0.1mSv 피폭수준) 외부로 방출되는 3

단계까지를 고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고로 분류되는 사건은 방사성물

질이 소량(1mSv 이상 피폭수준) 외부로 방출되는 사건을 4단계로 하여,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외부에 방출되는 7등급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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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제원자력기구 사고 고장등급 분류표(출처 :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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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INES 등급
피폭 및 환경 

영향

시설내 방사선 
방벽 및 통제 

영향

심층
방어 
영향

사례

사고

대형사고
방사성물질의 대량 
환경방출
(수만 TBq 이상)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심각한 
사고

방사성물질의 상당량 
외부방출
(수천 TBq 이상)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사고

방사성물질의 제한적 
환경방출
(수백 TBq 이상)

방사선에 의한 여러 
명 사망

원자로 노심의 중대
손상

임계사고·화재 등 시
설내 대량 방사성 
물질 방출

 

영국 윈드스케일 
원자로 
사고(1957년)
미국 드리마일 
아일랜드 
원전노심용융 
사고(1979년)

국소 
영향을 

초래하는 
사고

방사성물질의 소량 
환경방출
(50 TBq 이상의 
I-131과 등가)

방사선에 의해 최소 
1인 사망

핵연료 용융 또는 
손상

시설 내 방사성물질
의 상당량 방출

 

프랑스 생로랑 
원전사고(1980년)
일본 JCO 핵임계 
사고(1999년)

고장

심각한 
고장

종사자의 법정 연간 
선량한도 10배 초과 
피폭 방사선에 의한 
화상

운전지역에서 1Sv/hr 
이상 피폭

설계시 고려되지 않
은 시설내 심각한 
오염

심층방어 
손상

스페인 반델로스 
원전 
화재(1989년)

고장

10mSv를 초과하는 
주민 피폭
종사자의 법정 연간 
선량한도 초과 피폭

50mSv/hr 이상의 피
폭

설계시 고려되지 않
은 시설내 상당한 
오염

심층방어 
기능저하

스웨덴 포스마크 
원전 
정전(2006년)

단순

고장
 

심층방어 
유지-안전

기기 
일부고장

 

등급
이하

경미한 
고장

안전상 중요하지 않은 사건

<표 6> 등급분류 대표사례 (출처 :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고고장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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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계에서도 1993년부터 이 체계를 도입하여 사건 

등급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높은 등급의 사건은 

2등급 사건이었고, 사고에 해당하는 4등급 이상 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

다.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고장은 대부분 등급이하(0등급) 사건이 

대부분이었으며, 1등급 사건이  21건, 2등급 사건이 3건이었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의 고장을 고장원인별로도 분류하여 제

시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된 고장사례를 원인별로 분

석해 본 결과 인적실수에 의한 정지가 129건으로 18.5%, 기계설비 결함

에 의한 정지가 181건으로 26.0%, 전기결함에 의한 정지가 128건으로 

18.4%, 계측설비 결함에 의한 정지가 208건으로 29.9%를 차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6> 원인별 고장 발생비율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플랜트산업계에서는 설비의 고장과 관련하여, 신

뢰성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신뢰성이론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제품‧설비의 수명곡선을 <그림 7>에 제시하였다. 곡선의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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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Bathtub)와 비슷하다고 하여 욕조곡선이라 주로 불리는데 고장의 

발생빈도를 설비의 수명주기에 따라 예측한 것이다.

<그림 7> 욕조곡선 (출처:최용길 외, 2013)

즉, 설비의 고장발생률은 설비의 수명주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장 

시간 및 유형에 따라 초기고장, 우발고장, 마모고장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별 고장발생의 특징과 대책을 다음 <표 7>과 같이 제시한다. 

고장영역에 

따른 구분
초기고장 우발고장 마모고장

특성 고장률 감소 고장률 일정 고장률 증가

원인
설계/개발/공정 

문제점

사용조건,

잘못된 사용

구조적 원인

제품의 수명

검증/대책
설계 및 개발 

검증
고장 분석 수명 검사

<표 7> 고장영역에 따른 분류 및 대책



- 26 -

2. 인적오류분야 선행연구 

 기술의 발달로 기계적 안전성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시스템이 자동

화되고 정보화됨에 따라 인간의 역할이 정보처리,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으로 옮겨지면서 인적오류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안전이 중요시되는 산업분야에서는 이미 80년대부

터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적오류의 발생 경위 및 원인 등을 분석

하여 인적오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오류 분석기법 

및 절차들이 개발되어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간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비해, 이동훈·변승

남·이용희(2007)는 정비,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신체상태 관리개선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유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강화)과 교육훈

련 강화를 통한 인적오류예방 대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용희 등은 인

적오류에 영향을 주는 조직특성 및 안전문화 평가방법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종사자의 개인적 특성을 넘어서 조직 및 문화적 요인을 다루는 

방법을 조사하고, 조직 및 문화적 특성을 평가하는 비교문화적 척도, 인

지심리적 성향 척도, 팀 척도, IAEA 안전문화 척도, PSR 평가 항목 등 

기존의 다양한 척도를 비교검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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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질문과 연구모형 

본 연구의 기본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 <표 7>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은 발전소별 종사자의 경력분포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고장 발생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 영향을 측정하고자 모형

을 설계하였다. 종사자의 경력분포는 발전소를 구성하는 인력(종사자)의 

평균근속기간과, 근속기간의 다양성으로 구분하고, 평균근속기간과 근속

기간의 다양성이 늘어날수록 발전소의 사고와 고장 발생빈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원전 종사자 숙련도

⇨
사고‧고장 발생빈도

Ÿ 종사자 평균 근속기간

Ÿ 종사자 경력분포 다양성
사고‧고장건수/년

통제변수

Ÿ 발전소 인원

Ÿ 발전소 연령

Ÿ 발전소 노형

Ÿ 발전소 원자로 제작사

<표 8>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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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설정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고장 발생건수는 원자력발전소의 생산성과 안전

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전 운영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

고 있는 지표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원전의 사고‧고장에 관한 정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7호’ 보고 규정에 따라, (주)한국수력

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고장 사례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개하고 있고, 본 연구는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생산성과 안전성은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

칠 것이나 발전소가 보유한 인적자원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Koike(1988)에 따르면, 종사자의 숙련도는 개인의 근속기간에 영향

을 받는다. 또한, Skaggs와 Youndt(2004)는 훈련비용, 훈련시간, 직원의 

경험수준, 교육훈련수준, 교육수준 등 5개 항목을 통해 인적자본을 측정하

여, 인적자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은 투자

수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행학습(Learning-by-Doing)이론에서도 기업과 직원의 경험기간에 

따라 생산성이 증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공식학습을 통한 

직원의 역량향상이 기업의 생산성관리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바 있다.

원전 종사자의 근속기간과 경력분포는 발전소를 구성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대변하는 기본적이면서도 밀접한 지표이다. 발전소에 근무한 기

간이 오래 될수록 발전소 설계, 설비특성, 정비이력 등에 대한 지식과 

스킬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숙련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 숙련도가 

높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발전소일수록 생산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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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1. 원전 종사자 평균경력이 높을수록 사고‧고장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 발전소 인적자원의 숙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신참과 고참직원간의 혼합비율, 즉 경력분포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구성원의 다양성을 성별 

다양성, 학력수준 다양성, 신입/경력 입사경로상의 다양성, 정규직/비정규

직 다양성 등으로 구분 짓고 있는데(김학수 외, 2013) 구성원간의 근속기

간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다. 평균근속기간이 전반적

인 발전소 종사자의 숙련수준을 대변한다면, 종사자 근속기간의 다양성

은 발전소별 인적구성이 숙련측면에서 얼마나 다양한가를 측정할 수 있

게 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발전소의 인력운영 상 모든 직원을 동일

수준의 구성원으로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경력분포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관심사이다. 고참과 신

참이 어느 수준으로 골고루 섞여 있어야 발전소의 성과가 좋아질 것인지

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H2. 원전 종사자 경력분포가 다양할수록 사고‧고장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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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숙련도가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빈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아래 <표 9>에 제

시된 바와 같이 국내에 상업운전 중인 1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      분 내   역

표본 대상 발전소 11

1995 ~ 2014년 분석대상 표본 184

<표 9> 연구대상 요약

종속변수인 원자력발전소의 연도별 사고‧고장 발생건수 자료는 원자력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

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하였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 증대 및 각종 사회단체들의 원전 사고·고장 자

료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Web 기반의 데이터베이스3)를 구축하여 

2002년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원자력이용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4)에 따라 원전 운영자가 보고

하는 모든 사고·고장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본 논문에서는 발전소 상업

운전일, 사고‧고장 발생내역 등의 자료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원자력발전소별 종사자의 근속기간 등은 한수원 인사부서

의 협조를 통해 구할 수 있었으며, 표본 대상 발전소의 세부 내역은 <표 

10>과 같다.  

3) OPIS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http://opis.kins.re.kr/opis?act=OPISMAIN)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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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호기 위치 노형
설비용량
(MWe)

상업운전일

고리1발전소
#1

부산광역시 

장안읍
경수로

587 ’78. 4. 29

#2 650 ’83. 7. 25

고리2발전소
#3 950 ’85. 9. 30

#4 950 ’86. 4. 29

신고리1발전소
#1 1,000 ’11. 2. 28

#2 1,000 ’12. 7. 20

월성1발전소
#1

경북 경주시 

양남면

중수로

679 ’83. 4. 22

#2 700 ’97. 7. 1

월성2발전소
#3 700 ’98. 7. 1

#4 700 ’99.10. 1

월성3발전소
#1

경수로
1,000 ’98. 7. 1

#2 1,000 ’99.10. 1

한빛1발전소
#1

전남 영광군 

홍농읍
경수로

950 ’86. 8. 25

#2 950 ’87. 6. 10

한빛2발전소
#3 1,000 ’95. 3. 31

#4 1,000 ’96. 1. 1

한빛3발전소
#5 1,000 ’02. 5. 21

#6 1,000 ’02. 12. 24

한울1발전소
#1

경북 울진군 

북면
경수로

950 ’88. 9. 10

#2 950 ’89. 9. 30

한울2발전소
#3 1,000 ’98. 8. 11

#4 1,000 ’99.12. 31

한울3발전소
#5 1,000 ’04. 7. 29

#6 1,000 ’05. 4. 22

계 - - 21,716 -

<표 10> 국내 운영 중인 원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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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원자력발전소의 생산성은 원자력과 같은 플랜트산업에서 흔히 산출해 

낼 수 있는 발전량, 이용율, 가동율 등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측정이 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원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전소의 연도별 사고‧고장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원전에서 사고 또는 고장이 자주 발생할수록 원전의 발전량과 이용율 등 

생산성은 저하되기 마련이므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성과 측정의 관점에서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건수를 종

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숙련도가 높을수록 사고‧고장건수가 줄어드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원전 종사자 숙련도를 측정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발전소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을 설정하였고, 두 번째로는 직원 경력분포의 다양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원 근속기간의 표준편차를 도입하였다. 이는 발

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의 전반적인 경력수준과 분포수준을 파악함으

로써 숙련도의 전반적인 수준 및 그 인적구성의 조합을 함께 살피고자 

하기 위함이다. 

학습효과(Learning Curve)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생산성은 학습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그 기울기가 감소한다<그림 5>. 

이 점에 착안하여, 종사자의 숙련도 역시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

기만 하는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개인의 노쇠화, 매너리즘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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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가 정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효과(marginal effect)라고 본다면, 숙련도와 평균근속

기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평균근속기간의 제곱

값을 모형에 포함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 고려할 것은 첫 번째로 발전소의 인원이다. 각 발전소단위

로 발전소의 정규직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두 번째로는 발전소의 

연령을 채택하였다 고리1호기의 경우 1978년에 준공되었고, 가장 최근에 

준공된 원전의 경우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은 신규 원전에 이르기까지 

국내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원전이 존재하는데, 원전의 연령이 증가할수

록 기기․설비가 노후화되거나, 교체된 설비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사고 

및 고장 발생빈도를 높일 것이라는 통상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

이다. 설비의 신뢰도에 관한 이론에서는 설비의 고장발생빈도를 욕조곡

선<그림 17>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설비의 수명과 고장발생빈도 또한 

비선형적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발전소의 연령 변수도 제곱값을 포

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설비의 신뢰도에 관한 비선형적 영향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세 번째 통제변수는 발전소 노형으로서 크게 경수로와 중

수로 2가지로 구분하였다. 네 번째로는 원자로 공급사로서 국내 원전은 

발전소별로 원자로를 제작한 회사가 다른데 해당 공급사로는 

WestingHouse, CE, FRAMATOME, 두산중공업, AECL 등이 있고, 각 공급

사 원자로별로 약간씩의 설계/제작 상의 특성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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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사고‧고장 
발생건수

단위 연도별, 발전소별 사고‧고장 발생건수

독립
변수

종사자 평균경력
단위 연도별, 발전소별 종사자 
평균근속기간

(종사자 평균경력)2
(단위 연도별, 발전소별 종사자 
평균근속기간)2

경력분포 다양성
단위 연도별, 발전소별 종사자 근속기간의 
표준편차

통제
변수

원전 종사자 인원 단위 연도별, 발전소별 종사자 수

발전소 연령 상업운전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기간

(발전소 연령)2 (상업운전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기간)2

발전소 노형 발전소 고유의 노형(경수로 또는 중수로)

원자로 공급사 발전소별 원자로 제작 및 공급 회사

<표 11>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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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2.1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분석

첫 번째 분석방법은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종사자 근속기간

과 종사자의 경력분포가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 발생빈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한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외에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찾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독립변수인 종사자 평균 근속기간, 경력분포 외에도 발전소의 인원, 

연령, 노형, 원자로 설비의 모델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연도더미변

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다중회귀 방정식을 추정한다.

모형(1)  :  
 

모형(2)  :
  

  


 

모형(3)  :
 

  


 

- i  : 발전소 (고리1발전소, 고리2발전소, ... , 한울3발전소)

- t  : 연도 (1995년, 1996년, ... , 2014년)

-  : 발전소 i의 t년도의 사고‧고장발생건수

-  : 원전 종사자 평균근속기간

-  : 원전 종사자 경력분포(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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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인원

-   : 발전소 연령

-   : 발전소 노형

-   : 발전소 원자로 제작사

-   : 연도더미

-  : 상수

-   : 잔차

모형(1), (2), (3)에서 는 종속변수로서, 각 발전소 i의 t년도에 발생

한 사고 및 고장건수이다. 과 는 독립변수로 각 발전소의 연도별 종

사자 평균근속기간과 경력분포(표준편차)이다. 부터 까지는 개별 발

전소의 설계 및 특성 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로서 은 각 발전소의 해

당 연도별 직원 수(인원)이고, 는 발전소가 운영 되어 온 기간, 즉 발

전소의 연령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는 발전소의 노형을 구분하는 변수

이며, 는 원자로의 모델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통제변수로 

각 발전소의 원자로를 제작한 공급사이다. 또한, 모형(3)에서는 연도더미

변수 을 회귀방정식에 도입하였는데, 이는 특정시기에 모든 발전소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건 또는 상황이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를 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년간의 패널데이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도더미변수

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표본발전소에게 미쳤던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

르는 효과를 통제해 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는 

잔차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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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은 독립변수(종사자 평균근속기간, 종사자 경력분포)와 종속변

수(발전소 사고‧고장 발생건수)와의 관계만을 분석하는 합동 회귀분석이

고, 모형(2)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발전소별 특성을 통제하는 통제변

수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모형(3)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에 연도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발전소 조직적 특성 외

에 원자력발전소에 전반적으로 미친 사건의 영향을 통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패널데이터는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차항에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로 인해 다중 선형회귀분석은 표준오차

에 영향을 받아 비효율적인 추정량이 도출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다중 선형회귀분석의 동시적 상관과 자기상관, 외생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분석을 함께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2.2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패널데이터는 시계열적 특성과 개체별(횡단

면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내에 두 종류의 상관관

계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시점에서 패널개체간 상관관계라 할 

수 있는 동시적 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패널그룹에서 서로 다른 시점간의 상관관계인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또는 serial correlation)이다. 또한, 잔차항과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중 선형회귀분석모형은 이런 상관관계를 배제하지 

못하므로, 표준오차에 영향을 주어 비효율적인 추정량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추정계수인 과 가 불편추정값



- 38 -

(unbiased estimates)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측되지 않은 각 개체별 특

성, 즉 개별 발전소의 특성이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을 때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endogeneous problem)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 선형회귀분석에 이어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식 1> 

이 모형은 앞 절의 모형(3)에 패널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를 추가

한 것이다. 이 모형은 오차항이 2개인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와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인 로 구성되어 있다. <식 1>을 다시 쓰면 다음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 

  
        <식 2> 

항을 상수항으로 간주하되, 발전소 i별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fixed) 있다고 가정하고, 를 모형에서 제외하거나 직접 추정하는 방법

을 적용하면, 잔차와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발생하더라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 , 를 구할 수 있다. 다중 선형회귀분석 모형(1), (2), (3)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변환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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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4)  :  
 

모형(5)  :
 

 


 

모형(6)  :
 

 


 

- i  : 발전소 (고리1발전소, 고리2발전소, ... , 한울3발전소)

- t  : 연도 (1995년, 1996년, ... , 2014년)

-  : 발전소 i의 t년도의 사고‧고장발생건수

-  : 원전 종사자 평균근속기간

-  : 원전 종사자 경력분포(표준편차)

-   : 발전소 인원

-   : 발전소 연령

-   : 발전소 노형

-   : 발전소 원자로 제작사

-   : 연도더미

-  : 상수

-  : 잔차

-  : 발전소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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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형(4), (5), (6)은 다중 선형회귀모형인 모형(1), (2), (3)의 위계적 

회귀분석 접근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모형(4)는 모형(1)에 발전소별 

특성인 를 추가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발전소 각 개체의 

이질성을 고려한 것이다. 모형(5)는 모형(2)와 같이 이전 모형에 통제변

수를 추가한 것이다. 패널데이터에서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질성

은 각 시점이 가진 특성인데, 본 연구를 예를 들면, 특정연도에 모든 발

전소를 대상으로 발생된 영향,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모형에 연도더미 를 추가하면, 발전소 개체의 이질성과 시간의 이질성

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이 된다. 모형(6)은 바로 이 연도더미를 추가한 모

형으로 이원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라고도 한다.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 발전소의 전-후 비교를 통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다. 고정

효과 모형은 기본적으로 선형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회귀식이 가지

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갖는다.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모형에 넣을 수 

있고, 관찰의 회수가 다를 때는 각각의 관찰 시점을 연속형 변수로 취급

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은 각 군의 차이뿐 아니라 시점간

의 차이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STATA Corp LP 프로그램과 Microsoft 

office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량 분석, 다중 선형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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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사용한 표본의 해당 표본에 대한 변수

별 기술 통계 분석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1995년부터 2014년도까

지의 국내에서 운영을 개시하여 상업운전 중인 발전소의 인력 구성 관련 

자료와 불시정지 건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발전소별로 운영 개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다른 불균형 데이터

이며, 시간갭이 존재하는 패널데이터 유형이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패널데이터의 관측치, 즉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의 사고‧고장발생건수를 분석한 표본의 숫자는 총 184개이다. 이는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최초로 상업운전에 착수한 것이 1978년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역사가 채 40년이 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전체 표본기

간의 50% 이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전체 표본수는 

219개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표본수는 전체 표본수의 85%에 달한다. 전

체 표본을 연구하지 않고 최근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

은 원전의 운영 능력이 90년대 이후 한층 고도화되어 사고‧고장 건수에

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표본대상기간 동안 표본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없었고, 고장건수

는 총 358건이 발생하였다. 연간 사고‧고장 발생건수의 평균값은 1.946, 

표준편차는 1.907이었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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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
변수

사고‧고장 
발생건수

184 1.946 1.907 0.000 11.000

독립
변수

종사자 평균경력 184 12.686 2.567 6.322 18.296

(종사자 평균경력)2 184 167.474 65.126 39.964 334.751

경력분포 다양성 184 8.134 1.488 5.487 11.656

통제
변수

원전 종사자 인원 184 340.484 33.245 280.000 457.000

발전소 연령 184 16.332 10.234 1.000 42.000

(발전소 연령)2 184 370.886 393.007 1.000 1764.000

발전소 노형 184 1.201 0.402 1.000 2.000

원자로 공급사 184 3.386 1.481 1.000 5.000

<표 12> 변수별 기술통계량

분석대상기간 동안 단위 발전소당 연간 평균 2건에 가까운 고장이 발

생했으며, 연간 최대 11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과 같이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발생건수는 90년대에서 최근으로 올

수록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발전소당 고장건수는 더욱 더 가

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그림 3>. 각 개별 발전소 단위로 발생

한 고장건수를 다음 <그림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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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발전소별 고장 발생건수 변화

종사자의 인적 구성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는 종사자 평균근

속기간의 경우, 전체 표본기간 중 평균적인 값은 12.686년이며, 종사자 

경력이 가장 짧았던 발전소의 경우 평균근속기간이 6.322년, 최대로 종

사자 경력이 길었던 경우는 18.296년으로 나타나 발전소 평균경력의 최

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가 13년이다. 

<그림 9> 연도별 발전소 종사자 근속년수 추이(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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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서 연도별 발전소 종사자의 평균근속기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산업초기/성장기에 해당되는 90년대에는 10년 미만의 평균근속

기간을 보여주지만, 지속적으로 근속기간이 증가하여 2010년에 최대치인 

15.0년에 도달한 후 다시 평균근속기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국내 원전 사업이 2000년대 후반부터 추가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데

다, 2008년에 UAE원전을 수출한 이후, 경력직원을 UAE에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인력 채용이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림 10>

에서 발전소별 평균근속년수의 추이를 볼 수 있는데, 고리1, 2발전소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력직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

울2, 3발전소가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10> 발전소별 종사자 근속년수 변화

연식이 오래되고 상업운전기간이 길수록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대체로 

긴 편인데, 이것은 국내원전이 건설 → 시운전 → 상업운전에 착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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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수명 초반기에 직원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후, 일반적으로 

상당수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전소에 잔류하여 근무하기 때문이다. 

<그림 11> 2014년 기준 발전소별 종사자 평균근속기간

따라서, 비교적 신생발전소인 신고리1발전소 등은 전반적으로 직원의 

근속기간이 작게 나타난다. 또한 울진에 위치한 한울 1발전소, 2발전소, 

3발전소의 경우도 직원의 평균 경력이 작은 값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울

진이라는 지역이 격오지로 간주되어 사업소를 벗어나고자 하는 직원의 

수요가 많아 경력직원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 반해, 다

른 사업소 경력직원이 울진으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기 때문에, 부족인원을 신입직원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1>.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경력분포의 다양성(표준편차)는 평균적으로 

8.134, 최소값은 5.487, 최대값은 11.656으로 나타났다. 발전소를 구성하

는 종사자의 인원 수는 평균적으로 340명 가량이었으며,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발전소 직제의 인원 수와 대략 비슷한 수치이다. 

최소 인원은 280명이었고, 최대로 인원이 많았던 경우는 457명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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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발전소 노형별로, 그리고 수명별

로 적용되는 직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소당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그림 12>에 제시하였는데, 과거 500명이 넘는 종사자가 한 

발전소에 근무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이후 200명 수준

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연도별 발전소당 평균종사자 인원 변화

발전소 연령은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한 발전소(연령 = 1)로부터 최대 

42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발전소가 국내에 운영되고 있었으

며, 국내 원전의 평균연령은 약 16년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존재하는 발

전소 노형은 경수로와 중수로 2가지로 구분되며, 원자로를 제작한 공급

사는 5개 社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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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계분석 결과

1. 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변수
사고‧
고장

평균 

근속

(평균 

근속)2
경력 

편차
인원

발전소 

연령

(발전소 

연령)2
발전소 

노형

원자로 

제작사

사고‧고장 1.000

평균

근속
-0.383 1.000

(평균

근속)2
-0.337 0.993 1.000

경력

편차
-0.344 0.554 0.547 1.000

인원 0.131 -0.006 -0.004 0.055 1.000

발전소 

연령
-0.211 0.633 0.637 0.493 0.228 1.000

(발전소 

연령)2
-0.157 0.589 0.601 0.546 0.254 0.958 1.000

발전소 

노형
-0.021 -0.037 -0.055 0.014 0.692 0.105 0.096 1.000

원자로 

공급사
0.006 0.165 0.173 0.026 -0.601 -0.167 -0.127 -0.810 1.000

<표 13>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

성을 갖고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표 13>은 연구 변수들

에 대한 상관관계를 수치로 보여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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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는 모두 0.4 이하로 높지 않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는 평균근속년수와 경력편차간의 관계가 0.554로 다

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0.4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선형적 모

형 추정을 위해 도입한 평균근속기간의 제곱값과 발전소 연령의 제곱값

변수는 거의 1에 가까운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차용한 변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 

2. 모형별 통계분석결과

2.1 다중 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빈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는 회귀계수와 유의확률, 수정 R2 값과 F값, 

Durbin-Watson 통계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귀계수는 0보다 클 경우,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 즉, 사고‧고장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 

즉, 사고‧고장 발생빈도를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추정된 회귀계

수가 0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 또한 가설의 채택/기각여부는 신뢰

도 9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표 14>에서 수정 R2값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와 선형관계가 몇 % 수

준인지를 검정하는 것으로 설명력으로 표현된다. F값은 “모든 회귀계수가 

0이다”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통계량으로서, 모든 모형에 대해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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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coef
se

(p-value)
coef

se
(p-value)

coef
se

(p-value)

독립
변수

평균근속 -2.524***
0.397
(0.000)

-2.299***
0.422
(0.000)

-1.852***
0.502
(0.000)

평균근속2 0.092***
0.016
(0.000)

0.082***
0.016
(0.000)

0.067***
0.019
(0.000)

경력편차 -0.226**
0.096
(0.018)

-0.284***
0.105
(0.007)

0.419
0.277
(0.130)

통제
변수

인원 0.004 0.012**
0.005
(0.017)

0.013**
0.007
(0.049)

발전소 연령 -0.036
0.048
(0.453)

-0.025
0.052
(0.630)

발전소 연령2 0.001
0.001
(0.306)

0.000
0.001
(0.926)

노형 0.017
0.597
(0.978)

-0.179
0.658
(0.786)

공급사 0.216
0.155
(0.165)

0.187
0.169
(0.267)

연도더미 제외 제외 포함

상수 20.439*** 2.463 14.907*** 3.094 6.249 4.961

수정 R2 0.2491 0.3467 0.4818

F값 26.41 11.65 4.94

note:  *** p<0.01, ** p<0.05, * p<0.1

<표 14>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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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에서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는데, 평균근속기간에 대한 추정계수는 -0.2.524로 

99%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근속기간과 숙련도의 관계가 비선형적일 수도 있다

는 점에 착안하여 근속기간의 제곱값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함께 분석

하였는데, 이 제곱값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곱값에 대한 추정계수는 정(+)의 값을 가지므로 종사자 평균근

속기간이 증가할수록 발전소의 사고‧고장 발생건수가 감소하지만, 일정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사고‧고장 발생건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해

석이 가능하다. 경력분포의 다양성(표준편차)에 대한 추정계수는 -0.226

으로 이 역시 95%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근속분포가 다양한 경우, 발전소 고장 발생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여기서 통제변수들은 모두 개별 발전소 개체 단위의 특성이므로, 발

전소의 고유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영향력을 통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종사자 평균근속기간과 그 제곱값, 그리고 경력 표준

편차가 99%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정계수

가 모두 부(-)의 값을 보이므로, 발전소 직원들의 평균근속기간이 늘어날

수록,  종사자들의 경력 편차가 커질수록 발전소의 사고 및 고장발생 빈

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발전소 인원

이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의 값을 갖고 있으

므로, 발전소 인원이 늘어날수록 발전소 사고 및 고장 빈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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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에 대한 분석결과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그리고 연도더미변

수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값이다. 연도더미를 추가함으로써 원자

력발전소의 특성은 물론 시간에 대한 영향력(이질성)까지 통제한 분석이

다. 분석결과, 추정계수가 모형(1), 모형(2)에 비해 작아져 그 영향력의 

크기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종사자의 평균근속기간은 모형(1), 모형(2)

와 마찬가지로 부(-)의 값을 가지며, 평균근속기간의 제곱값은 정(+)의 

값을 나타내면서 99%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

되므로 평균근속년수와 고장발생률은 비선형적으로 추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력분포의 편차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일정구간까지는 경력이 증가할수록 고장발생빈도가 낮아

지지만,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근속년수가 고장발생률을 낮추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발전소 인원은 유의한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값이 0.013으로 정(+)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발전소 인원이 늘어날수록 발전소의 사고‧고장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실시하여 종사자의 숙련도

와 발전소 사고 및 고장 발생빈도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원자력발

전소의 특성과 시간의 이질성을 모두 고려한 모형(3)의 경우, 가설1은 지

지되나 가설2는 기각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패널데이터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은 관측되지 않는 개체별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중회귀분석은 11개 발전소의 

20년간에 걸친 관측치 184건을 발전소 구분 없이 단순히 결합하여 회귀

계수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발전소의 개별적 편의(bias)를 통제하고 

할 때에는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회귀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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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원전 사고‧고장 발생빈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구  분

모형(4) 모형(5) 모형(6)

coef
se

(p-value)
coef

se
(p-value)

coef
se

(p-value)

독립
변수

평균근속 -2.877***
0.400
(0.000)

-2.279***
0.466
(0.000)

-2.653***
0.636
(0.000)

평균근속2 0.098***
0.016
(0.000)

0.080***
0.017
(0.000)

0.092***
0.021
(0.000)

경력편차 -0.101
0.108
(0.349)

0.563*
0.323
(0.083)

0.611
0.374
(0.104)

통제
변수

인원 0.010*
0.005
(0.067)

0.017**
0.008
(0.027)

발전소 연령 -0.176*
0.097
(0.071)

-0.055
0.133
(0.679)

발전소 연령2 -0.001
0.002
(0.431)

-0.003
0.002
(0.186)

노형 (dropped) (dropped)

공급사 (dropped) (dropped)

연도더미 제외 제외 포함

상수 22.768*** 2.503 12.771*** 3.803 11.132** 5.595

수정 R2 0.2884 0.0877 0.1953

F값 36.31 21.08 6.08

note:  *** p<0.01, ** p<0.05, * p<0.1

<표 15>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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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는 고정효과 모형을 통환 분석의 회귀계수와 유의확률, 수정 

R2값, F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중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가 0

보다 클 경우에는 사고‧고장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회귀

계수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부(-)의 방향, 즉, 사고‧고장 발생빈도를 감

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발전소 개별 단위의 편

의(bias)를 최대한 통제하고 전-후 비교를 한 결과, 

모형(4)에서 종사자 평균근속기간과 제곱값, 경력분포의 편차 3개의 

독립변수만으로 분석하였을 때 종사자 평균근속기간과 평균근속기간의 

제곱값에 대한 추정계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회귀분석에

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정효과 모형에서도 평균근속기간은 부(-)의 

계수, 평균근속기간의 제곱값은 정(+)의 값을 나타내는 데 앞절에서 기술

한 바와 마찬가지로 근속기간과 사고‧고장 발생빈도의 관계가 선형적이

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직원들의 경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발전소의 사

과 및 고장이 줄어들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빈도가 증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중회귀분석에서 경력분포의 편차가 유의

확률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고정효과 모형에서 경

력분포의 편차는 유의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5)는 독립변수에 추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한 것이다. 모형(5) 역시 모형(4)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평

균근속기간과 그 제곱값은 95%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근속년수의 회귀계수는 -2.279, 근속기간의 제곱값에 대

한 회귀계수는 0.080으로 추정되었다.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할 경우, 발

전소 단위로 분석단위가 한정되므로 개별 단위로 고정된 변수, 즉 발전

소 노형과 원자로 공급사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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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6)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연도더미를 함께 고려하여 발전소 개

체의 편의(bias)와 관측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이질성을 모두 통제한 것

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95% 신뢰도 수준에서 종사자 평균근속기간과 

제곱값이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력분포의 편차는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평균근속기간에 따른 추정계수는 부(-)의 값

을 나타내어, 평균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고장발생빈도가 감소할 것이라

고 해석된다. 또한, 평균근속기간의 제곱값에 대한 추정계수는 정(+)의 

값을 가지므로 평균근속기간과 고장발생빈도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일 것

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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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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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predicted trou
trou

14.393

<그림 13> 종사자 평균근속년수 대비 고장발생빈도 산포도 및 회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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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에 본 연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종사자 평균근속기간과 고장

발생빈도간의 산포도와 회귀곡선을 제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가로축의 

avg변수(평균근속기간)가 세로축의 trou(고장발생횟수) 변수와  서로 비

선형관계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회귀곡선 주변으로 분포한 회색영

역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그래프를 보면 초기에(종사자 평균근속

기간이 짧을 때)는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회귀곡선이 가파르게 우하향

하므로 고장발생빈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다가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이 되면 기울기가 완만해져 더 이상 고장발생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곡선의 최저점을 추정한 결과 14.393으로 나타

나 평균근속년수가 14년경일 경우에 고장발생률이 가장 낮아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모형(4), 모형(5)와는 다르게 모형(6)의 경우 통제변수 중 발전

소 인원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추정계수는 0.017로 정(+)의 값을 가

지므로 발전소 인원이 늘어날수록 발전소의 사고 및 고장 발생빈도는 증

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90년대에서 최근으로 오면서 발전소 

인원은 공기업 조직개편, 경영정상화 등으로 급격하게 감소된 반면, 발

전소 운영기술의 발전으로 고장 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이상으로 다중 선형회귀분석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종사자의 숙련도

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고장 발생빈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목할 만

한 것은 모형(1)부터 모형(6)까지 종사자의 평균근속기간과 그 제곱값은 

일관되게 유의한 결과를 보인 점이다. 또한, 계수의 방향도 6개의 모형

이 일치하여 근속기간은 정(+)의 값을, 근속기간의 제곱값은 부(-)의 값

을 나타내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표 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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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다중 선형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변 수

독립변수 독립변수 독립변수 독립변수 독립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통제변수 통제변수 통제변수

연도더미 연도더미

가설1
(평균근속기간)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2
(경력분포 다양성)

채택 채택 기각 기각 기각 기각

<표 16> 분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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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원자력발전소의 생산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 있

을 것인가. 그리고 그 요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수

많은 요인들이 원전 운영능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영

관리적 관점에서 원전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 단위의 종사자 숙련도를 발전소 직원의 인적구

성요소인 평균근속기간과 경력분포의 다양성(편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다중회귀분석 및 고정효과모형 모두 공통적으로 ‘종사자 

평균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발전소의 사고‧고장 발생빈도가 줄어들 것이

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은 발

전소를 전체 합집합의 개념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정효과모

형은 개별 발전소의 이질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모두 의미 있는 분석결

과라고 생각된다. 국내에 운영되는 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에도, 그리고, 발전소의 개별적인 운영 특성, 시간에 따른 설비와 운영능

력의 변화를 모두 통제하고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근속기간의 제곱값을 변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사자의 근속기

간과 사고‧고장 발생빈도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결과 역시 실제 원전을 경영하는 운영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정 수준까지는 직원들의 평균적인 경력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발전소의 사고‧고장 발생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평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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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어려워진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업무에 관한 지식과 기술 등 역량이 높

을수록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직관적 기대가 충족됨은 

물론, 지나치게 숙련직원에게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

는 종사자의 숙련도를 충분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직

원들이 타성과 안주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히 신규인력과 조합함으로써 

조직에 생기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해야 할 것이다. 실행학습

(Learning-by-Doing) 이론과 학습곡선(혹은 경험곡선)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즉, 경험시간이 늘어날수록 직원들이 작업

에 친숙화되고 익숙해지면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므로 기업의 생

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산업의 특

수성을 감안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 발전소 사

고 및 고장 발생빈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종사자의 근속기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가설을 지지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원자력발전산업은 저렴한 발전단가를 바탕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

바지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고, 원가를 절감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어

야 하는 산업 특수성 상 생산성외에도 사고와 고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사업은 지난 수년간 가파

르게 규모의 성장을 해 왔는데,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

지 총 11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안이 확정되어 반영되었다. 또한, 

2020년까지 4기의 UAE원전도 준공될 예정이어서 경험인력의 수요가 지

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의 원자력발전과 같은 주요 에너지 사업분야

는 정부의 통제아래 있어 정부로부터 예산과 인력, 전략의 통제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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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인력양성 측면에서 민간기업에 비해 그 융통성이 낮다고 할 수 있

다. 원자력발전은 그 안전성이 담보될 때에만 사회적 편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적정한 숙련도 수준 또한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향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숙련도를 발전소 직원의 평균근속

기간과 근속기간의 편차(즉, 경력분포의 다양성)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발

전소의 사고 및 고장 발생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0년간 누적된 장기간의 데이터와 국내의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은 물론, 고정효과 모형과 연도더미 변수를 적용

함으로써, 발전소 개별 단위의 편익을 최소화하고 시계열적 이질성까지

를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일부 한계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역의 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숙련도가 높아서 고장발생빈

도가 낮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고장발생빈도가 높은 곳에 숙련도가 높은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발생빈도가 낮아진 것인지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명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숙련도를 근속기간과 근속기간의 

편차로 한정하였는데, 종사자의 숙련도는 개인의 학력, 교육훈련 참여시

간(율), 학업성취도, 개인평가(근무평정), 근무태도 등 개인적 특성과 회

사의 교육훈련 투자비용, 인사정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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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고장에 기여하는 요인은 

종사자의 숙련도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발

전소의 설비개선 정책, 운영 효율화기법, 혁신운동, 설비투자비용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관리자의 경영마인드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고장발생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네 번째는 발전소의 생산성‧안전성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원자력발전

소에서 발생된 사고 및 고장정보만을 분석하였는데, 정부에 보고되지 않

는 Near-miss와 문제사례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도더미변수를 추

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연도별로 모든 발전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였고, 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개별 발전소

간의 이질성을 통제함으로써 내생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

다. 향후의 연구는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비롯하여, 발전소 고장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발굴하고, 숙련도에 대

한 의미를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종사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고장 발생빈도가 줄어드는 모

습을 확인하긴 하였으나, 보다 더 구체적이고 경영정책적으로 활용가능

한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다양성을 비롯한 발전소 인력구성

의 최적점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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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K1 K2 K3 K4 SK1 SK2 W1 W2 W3 W4 SW1 Y1 Y2 Y3 Y4 Y5 Y6 U1 U2 U3 U4 U5 U6 합계

1978 16 16
1979 13 13
1980 8 8
1981 7 7
1982 4 4
1983 9 5 10 24
1984 7 5 3 15
1985 9 15 5 3 32
1986 4 4 9 5 3 8 33
1987 2 5 6 7 2 6 3 31
1988 1 3 4 2 2 2 14
1989 2 4 1 2 2 1 4 1 17
1990 2 3 3 2 2 2 2 16
1991 13 1 3 3 3 1 3 5 1 33
1992 6 1 5 3 3 1 19
1993 3 2 4 4 2 1 5 1 1 23
1994 2 1 1 1 1 1 2 9
1995 2 2 1 2 2 2 10 1 2 1 25
1996 2 1 1 4 3 2 2 5 3 1 24
1997 2 2 1 4 1 2 1 5 4 5 27
1998 2 2 2 4 10 2 1 8 31
1999 1 2 2 1 1 2 3 1 7 1 1 2 1 1 26
2000 1 1 1 2 1 1 1 1 9
2001 1 2 3 1 2 1 1 6 5 22
2002 2 1 1 1 1 1 2 4 3 2 3 21
2003 2 2 1 1 1 1 1 4 1 1 3 3 1 1 23
2004 1 1 1 1 2 1 1 1 2 1 1 5 18

<부록 1>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 발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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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K1 K2 K3 K4 SK1 SK2 W1 W2 W3 W4 SW1 Y1 Y2 Y3 Y4 Y5 Y6 U1 U2 U3 U4 U5 U6 합계

2005 3 1 1 1 3 1 1 3 3 2 2 21
2006 1 1 1 1 1 1 2 2 3 3 1 1 1 19
2007 1 2 1 1 1 2 1 2 1 1 2 2 2 1 20
2008 1 1 3 1 1 2 1 1 2 1 14
2009 1 1 1 1 1 1 1 2 1 1 11
2010 1 2 1 6 1 2 1 14
2011 1 1 2 2 1 1 2 1 1 12
2012 1 1 2 2 1 3 2 1 1 1 1 16
2013 1 3 1 1 1 1 8
2014 1 1 1 2 1 1 2 1 1 2 2 15
2015 1 1 1 2 1 6
총합계 130 64 52 43 10 2 53 19 22 12 4 41 51 22 20 19 10 48 29 16 12 11 6 696

* 일람표

K1 고리1호기 Y1 한빛1호기 W1 월성1호기 U1 한울1호기

K2 고리2호기 Y2 한빛2호기 W2 월성2호기 U2 한울2호기

K3 고리3호기 Y3 한빛3호기 W3 월성3호기 U3 한울3호기

K4 고리4호기 Y4 한빛4호기 W4 월성4호기 U4 한울4호기

SK1 신고리1호기 Y5 한빛5호기 SW1 신월성1호기 U5 한울5호기

SK2 신고리2호기 Y6 한빛6호기 SW2 신월성2호기 U6 한울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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