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대상 사업내역서

○ 추진경과
- 2020.01월 연구개발사업 개시

전력망연구본부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0-14

담당부서
작성자

- 2020.03월 위탁연구(미국 THIRA 해석) 계약 체결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조기선(031-420-6126 /

- 2020.06,10월 산학연 협의체 자문회의 개최 (예정)

kscho@keri.re.kr)
사 업 명

○ 최초 제안자 및 최종 결재자

전기재난관리 핵심기술 개발

- 최초 제안자 : 책임급 조기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종 결재자 : 원 장 최규하

-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필수불가분한 요소이며, 특히 전기에너지는
○ 사업 관련자 (1단계)

여타 국가기반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핵심 서비스임. 전기에너지의
이용 편의성으로 전기에너지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은 다양한 재난적 위협에 노출됨에
과학기술적 노력으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첫째, 전력시스템 자체의 전기재난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역량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구분

성명

과제책임자 조기선

참여기간
(1단계)

직급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급 2020.01.~2022.12. 총괄책임, 재난관리체계 개발

연구자

이상호

책임급 2020.01.~2022.12. 연쇄사고 해석 및 시뮬레이션

연구자

조인승

책임급 2020.01.~2020.12. 전기재난관리 프로세스 분석

연구자

박종진

책임급 2020.01.~2022.12. 전기재난관리 상호의존 분석

- 둘째, 중요 국가기반시설의 전기에너지 공급중단에 따른 대응

연구자

손성호

선임급 2020.01.~2022.12. 기반시설 상호의존모델 개발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기중단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

연구자

유태현

선임급 2020.01.~2022.12. 전기재난 역량평가 기술개발

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국가기반서비스의 불능상태를 완화함

연구자

서상수

선임급 2020.01.~2022.12. 연쇄사고 해석 및 시뮬레이션

- 본 연구는 그동안 다소 폐쇄적 영역이었던 전기재난관리를 과학

연구자

김재경

선임급 2020.01.~2022.12. 연쇄사고 해석 및 시뮬레이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기술적․제도적․정책적)을 객관적으로 검토

내용)

하여 전력시스템의 Resilience(복원력)를 확보․제고해야 하며,

사업개요
및

기술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한국형 전기재난관리 플랫폼을

추진경과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함

구축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의 기반인 에너지 분야의 사회안전망

○ 추진기간 : 2020.01.01.- 2025.12.31.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위탁연구수행) 캐드머스코리아(CADMUS Korea)
- 위탁과제명 : 미국 THIRA(/SPR) 분석 연구
(THIRA; 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from FEMA)

- 위탁기간 : 2020년 3월 ~ 11월
○ 2020년 추진실적(예상)

○ 총사업비 : 5,702백만원
1단계
2020~2022 (3년)
2,851백만원

- 전기재난관리를 위한 역량평가기반 마련

2단계
2023~2025 (3년)
2,851백만원

합계
2020~2025 (6년)
5,702백만원

: 전기재난 위협요소 및 대응역량요소 식별, 평가체계․기준 정립
: 전기재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평가기반 수립
추진실적

○ 주요 연구내용 (1단계)

- 전기재난 연쇄사고 해석기술 확보
: 전기재난위협별 연쇄사고 해석기술과 물리적 피해양상 해석
: 복원력에 대한 기준 마련

- 전기재난관리 역량평가기술 개발 – 관리체계,역량요소,평가방법
- 전기재난 연쇄사고 해석기술 개발 – 사고해석, 복원력 평가 등
- 국가기반체계의 전기재난 역량평가기술 개발 – 상호의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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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반체계의 전기재난 역량평가 기반기술 확보
: 국가기반체계의 상호의존성 분석 및 역량평가기술 확보
: 전기재난에 따른 국가기반체계 파급양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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