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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제 목 : 원자력발천소 운전원 인지모형 개발을 위한 관련기술 및 사례 조사분석

II. 원자력발천소 운천원 인지모형 개발을 위한 관련기술 및 사례 조사분석

윈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효율성융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원과 주요 공정계통

의 상관관계흘 체계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운전원 인지모형은 운

천원의 인지작용이 계통의 거동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명시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적합한 모형이 없었으묘로 인적요인의 검토， 평가，

개선에 설효성 있는 접근이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인간공학적 응용수단의 하나인 운천원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운전원 모형의 개발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모형화되어야 할 주요 대상으로

의사결정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다른 응용분야와 원자력분야에서의 주요 모형개

발 사혜를 조사분석하고， 모형화 방법론과 구현기볍을 검토하었다. 107r지의 모형

개발 사례와 특히 원자력분야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CES, INTEROPS.

COSIMO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형화의 방식을 검토하여 모형화의 경향을 조사

하였다. 또한， 운전원의 의사결정 모형을 위하여 모형화에 고려되는 인지적 특성을

요약하였다. 모형의 방법론으로는 지식처리방식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기법에 의한

소프트훼어적 모의화라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방향과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제 안하였다. 진단등올

중심으로 인지심라학척 기반이 확고한 개념모형을 개발하고， 이룰 전문가시스템 개

발도구에 의해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로 구현함으로써， 인적요인의 검토， 펑가， 개선

등에 직접 활용가능한 모의도구(simulation tool)를 확보하도록 하는 개발방향을

제안하였다.

혼 조사분석의 결과는 원자력분야에서 기반기술과체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인간공학기술개발 장기과제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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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mnary

To enhance the safety and avail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 ~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ethodologies which can

systematically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plant

。perators and main process systems. Operator cognitive models

enable to provide an expl~c~t method to analyze how operator's

cognitive behavior reacts to the behavior of system changes.

However , because no adequate model has been developed up to now ,

it is difficult to take an effective approach for the review ,
assessment and ~mprovement of human factors.

In this study , we have surveyed the techniques and the cases

。 f operator model development , aiming to develop an operator ’ s

model as one of human engineering application methodologies. We

have analyzed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decision-making ,

which is one of the principal factors for modeling , and reviewed

the methodologies and implementation techniques used in the

cases of the model development. We investigated the tendencies

。f the model developments by reviewing ten cases and especially

CES , INTEROPS and COSIMO models wh~ch have been developed or are

under development in nuclear fields. Also , we summarized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to be cons~dered in the modeling for

the purpose of modeling operator ’ s decision-making. F‘。r modeling

methodolog~es， we found a trend of the modeling that is software

simulations based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

especially focused in knowledge representation methods.

Based on the results of our survey , we proposed a development

approach and several urgent research subjects. We suggested the

development simulation tools which can be appl~cable to the

review ,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human factors , by

implementing them as softwares us~ng expert system development

t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been applied to our long-term

project named “ The Development of Human Engineer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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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배경 및 펼요성

1. 배경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현대의 인간-기계 체계 (man-machine system) 는 더

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요구되는 체계의 효옳파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39) . 하드

웨어의 발달과 자동화 기술의 진전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체계의 성능이 높아지고

있으나， 체계내의 안간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체계성능의 발전속도가 위협을 받

고 있다 (36.59). 특히， 원자력발천소와 같은 대규모 체계에서는 인적요소로 인하

여 신뢰성의 극대화가 어려우며， 사소한 인적오류가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

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25) . 훤자력분야에서도 1979년 발생된 TMI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이후 인적오류의 중요성을 만식하고， 인간의 작

업수행도와 오류 가능성에 대한 많은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3 ， 26

29). 원자력분야의 인간공학에서는 원자력발전소라고 하는 인간-기계체계의 절계

및 운영에서 인간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기 우1하역， 작업자의 수행도를 예측하고 임

무수행의 신뢰도를 평가하며 인척오류에 대응하는 전략 등 다학운적인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24) .

현재 원자력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인간공학연구의 첩근방법을 분류하면 실험

척인 방식， 사례적인 방식， 이폴적인 방식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험적

인 방식은 인간공학의 실험적인 방볍폰을 통하여 시율레이터 (simulator) 나 실험환

경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수행도에 관한 관찰과 설측을 수뺑하는 것이며 (52) , 사례

적인 방식은 현창을 중심으로 설제 운영 및 설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사례 및

운전경험 등 시행착오적인 발견사항을 체계화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이론적인 방

식은 인간공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간의 신체적， 심리척， 생리척， 관리척 특성에

대한 이론을 원자력분야에 척합하도록 제시하려눈 것이다. 운천원 모형은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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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1， 4， 23 ， 38， 64) . 특히， 운

천원의 인지척 수행도 모형(이하 인지모형으로 약함)은 이러한 이론척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인간 수행도를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활용가능한 인간공학 연구의 꽤려다

임 (paradigm) 중 대표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

운전훤 모형은 다른 응용분야에서는 비교척 일찍 개발되고 실용화된 보편적인

방법의 하나야나 (13， 16 ， 40) ， 원자력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지모형의 개발은 전세계

척드로 매우 최근의 일이다(1， 2, 23). 이는 원자력발천소의 운천원 모형에서 강조

되어야 하는 인지심리학등 이론적인 측면과 인지꽁학의 접근방식 등이 비교척 최근

에야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23， 39 ， 35) •

2. 인지모형의 필요성

훤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운전원의 작업수행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

각하다 (25) . 그러나， 이제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판련하여 운천원의 작업수행

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내부적인 구조와 특성을 분석척으로 파악 (ana lytic

approach)하기보다는， 운천행위를 하나의 부품요로 취급 (black-box approach)

하여 종합적인 영향을 도출하는대 급급하였다(33， 49). 따라서 분석의 결과가 특정

한 상황에서만 해석되거나， 인척요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연계되는 경우가 드

물었다.

원자력에서 인간의 수행도룰 예측하고 평가하눈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인간

신뢰도 분석을 툴 수 있을 것이다(49). 인간신뢰도 분석에서는 작업자의 작업수행

에 대한 과정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의 수행도를 결합하여 하냐의 단위 작업절차흘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7， 49). 이러한 인간신

뢰도 분석의 패 러다임은 확률콘척 안전성평가 (Praba bilist ic Safe ty

Assessmen t: PSA) 분야의 필요성에 의하어 정의된 것으로， 전체 원천 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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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기계척인 계통의 가분척

(decomposable) 이고 독협척 (independen t) 언 특성을 천제로 하는 분석방식을

인간 착업자의 수행과정에 유사하게 척용함으로써 (4빙， 인적요인에 대한 고려과정

부채 및 확률에 의한 획일적인 정량화 등에 무려가 따르고 있다 (33.34) . 또한 이

러한 정량척인 분석은 기계계통의 설계에는 상당한 도옴이 되나， 설계의 인간공학

척언 측면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적인 의미 이상율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의 인적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운

점검확언표 (check-list) 에 의한 검토 (review)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22. 26. 29. 30) . 점검확인표는 타분야에서 척용되거나 인간공학분야에서의 개별적

인 연구결과로 집척된 기존의 인간공학적 요건과 기준(criteria) 을 수집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설계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점검확인표는 제어실 상

세설계검토 (Detailed Con trol Room Design Review: DCRDR) 등 TMI 사

고 이후에 수행된 인간공학 활동의 핵심방식으로 파악된다(26.28). 그러나. 첨검

확인표의 활용은 셜계가 완료되거나 가시화된 이후에눈 큰 효과가 었으나， 개념설

정이나 초기단계의 설계에 대하여는 인간공학적인 평가 및 검토방식으로 매우 부적

절하다. 이는 연간공학이 설계의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과정중 검토 (in

process verification)의 가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7). 또한， 개별적인 기준의 척용은 셜계의 항목별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설계항목깐에 개엽되는 인간공학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어 절충( trade-off)

문제롤 해결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22. 28. 30. 59.63) .

따라서 운천원의 이러한 인지척 과정과 특성을 분석척으로 파악하고， 제어질 개

량 및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같은 기존의 관련분야와 운전원 보조 지원시스템 등

의 개발적용에 반영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운천원의 언지모형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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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모형의 기술적 배경

TMI 사고 칙후 인지모형의 까발에 대한 미원자력위훤회의 workshop (1982

년) 결과졸 찰펴보면， 훤자력분야에서 인지모형에 대하여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발

견할 수 있다0.4.5.14). 즉，인지모형의 필요성은 강력하게 대두되나 당시로는 인

지모형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가 아직 불확실하므로， 응용력 있눈 모형의 개

발 가능성과 얼효성에 대부분의 천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였다(1.2) . 인지모형은

인간공학의 응용이 활발하던 시기에 군사， 항콩， 우주 분야에서 일쩌지 그 필요성

이 인식되고 있었으나，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응용력이 신체 생라척 모형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뒤떨어지고 있었다 (2.37.47). TMI 사고는 경보에 대한 반응과 감시

진단 등 주요한 인지작엽에서 나타나는 인지척 한계와 결합 및 그 영향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었지만， 아직 인지모형의 개발에 대한 기폭제가 되지는 못

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80년대의 급격한 기술적인 발전으로 급격 한 반천의 양

상으효 변화되고 있다. 인지모형의 개발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술기반이 많이 달라

졌다는 것이다. 우선，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일어난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성숙된 이론적인 기반을 공학적으로 응용한 인지콩학의

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3 1， 33.38). 인공지능분야에서는 컴퓨터의 발천과 더불

어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져지는 많은 지능적인 기능과 그 과정을 모사활 수

있는 기법이 깨발되고 또 부분척으로 구현되어 여려가지 형태로 활용되었다

(11 , 12). 인간의 추론기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모사하는 전문가시스템， 인간의

모호성처리에 대한 이론척인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용화한 퍼지이론， 인식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과 저각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신경망 이론， 시

스템의 거동에 대한 인간의 간략한 파악과정을 모사한 정성모형 및 정성시율레이션

등이 대표척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시스댐공학의 응용기술척인 기반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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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리학의 이폰이 결합하여 컴퓨터라는 응용수단을 활용하는 인지공학아라는 새로

운 응용분야률 성립시켰다 (2， 3 1， 33, 38). 인지콩학은 서스렘의 정의 아래에서 인간

의 인지척 특성에 대한 지식을 체계척인 과정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급진전으로 인간공학분야 자체에서도 응용분야 및 기술의 중심

에 대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40) . 군수 및 항공우주분야의 응용경험을 기반으

로 신체척 생리척 고려사항에 대한 응용에 집중하였던 과거의 경향이 상당히 변화

되었다. 특히， 기존의 작업자 모형에서 부족하였던 인지척인 측면의 고려방식이 코

게 보강되었으며， 그 결과로 응용력이 확대되었다. 또한 컴퓨터의 발전에 따른

HCY따uman Compu ter Interaction)분야의 발천으로 응용훈야의 확대도 지속

되었다(12). 따라서， 원자력 관련 기술시장의 위축과 모형에 대한 부정척인 시각에

도 불구하고， 1982년도 미원자력위원회의 인지모형 workshop 이후에 인지모형과

관련된 기술적인 기반응 상당히 달라졌으며， 모형개발의 가능성이 급진천되었다고

할수있다.

또한， 새로운 차원의 안천성을 갖는 신형 원자로의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설계

와는 상당히다론 인간-기계연계체계(Man-Machine Interface System:

MMIS)의 개념이 원전사업자요건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원전에서 인간공학에 의한

인척요인의 고려가 강조되고， 체계척언 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7) . 선

형 원천에서눈 컴퓨터의 기능이 확장도입되므로， 운전원의 감시제어작업에서의 기

능이 양척 질척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설계의 초기로부터 가능의 배분과

할당， 지원거능의 구성， 운천절차의 구성 등에 대한 척합성을 평가하고 최적화를

추구활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분석의 수단이 요구된다(17， 28). 미국내에서도

Westin ghouse사와 ABB-CE사등 설계회사가 인지척 직무분석을 자체 수행하고

있으며， 개념척인 일반모형의 수준에 있는 기존의 인지모형에 대한 원자력응용 방

안 마련파 구체적 분석도구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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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개요

1. 조사분석의 범위

얀간공학에서 착엽자에 대한 모형은 인깐-기계체계의 내부에서 착업자의 행위를

예측하고 펑가하역 체계의 설계에 척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9) . 따라서， 모

형의 특생은 체계의 내부에서 인간에게 부여되는 가능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16) . 근골계 (musculo-skeletal system)의 기능이 중심이 될 경우 신체역학 모

형 (bio-mech anical moden , 근육신경계의 기능이 중요시될 경우에는 생체공학

모형 (bio-engineering mode l) 등으로 정의된다(40) . 조곰 터 모형의 폭을 넓히

면， 의사소통모형， 조직역학 모형 (group dynamics mode l) 등 체계내에서 인간

와 역할에 대한 폭넓은 정의가 가능하다. 원자릭발천소에서는 나좀대로 독특한 기

능。l 운천원에게 할당되어 있다(59) .

원자력발천소의 운전원은 주어진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직무률 수행하여야 한다. 전체 운전상태의 감시， 이상상태의 진단， 운천조작의 수

행 및 앞으로의 상태예측 등 대부분의 수행직무는 운천원에게 육체적인 부담보다눈

인지척 부담 (cognitive load) 을 주는 성질의 직무라고 분석된다 (33， 59， 61) . 이

률 위하여 운천원은 원천 전체의 계통 빛 그 개별기능과 연관관계를 기억하고 있어

야 하며， 척절한 학습에 의하여 필요한 관련 지식을 기억 또는 종합하여 귀납， 연

역， 유추， 정성추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지착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러한 인지작용의 수행을 위하여， 발전소와 관련하여 물리적， 구조적， 시간적， 정성

척， 상횡적인 다양한 지식을 탐색， 선별 또는 교육훈련 및 경험척인 과정을 통하여

습득하여야 하며， 척절한 수행도를 얻을 수 있도록 반복척안 직무수행에 대한 적절

한 기준 {criteria}과 펀향 (bias)을 가져야 한다.

인지모형은 인간의 의사 결정， 체계에 대한 상황 평가， 문제해결방식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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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폰의 인공지능， 인지과학， 심리학등에서 연구한 걸파롤 통해 임의의 모형을 개발

하여 인간의 수행도룰 예측하려는 접근방법이다 (62) .

운천원의 인지척 특성이 천채 시스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인지공학의

영역이다. 인지공학 (cogniti ve eng ineering)은 이론적으로는 인지상리학의 발

전형태인 인지파학(cognitive sci ence)분야의 발전에 기 반을 두고 있으며

(54.62) • 기법상으로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의 소프트훼어척 수단

에 의존하고 있는 시스댐공학(systems eng ineeri ng) 의 새로운 영역이다-(62).

따라서， 인지공학의 기술적 성숙도와 척용사례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은 원전

운천윈의 운천행위에 대한 인지공학적 첩근방식에 신충을 기해야 한다(1). 인지공

학적 모형을 통하여 운천원의 운전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분석할 수 있는가 그 타당

성을 검토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인지공학의 일반척인 이론의 모형화와 더불어

모형화된 인지적인 특성을 실제 소프트웨어적 구현율 통하여 인척요인에 대한 개선

및 평가 등의 목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형태와 수단으로 개발해야 한다

(1, 37, 38, 45.47 , 49.56.58) .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맥락에서 두가지 보완척인 방식으로 모형개발과 관련된

기술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운천원 인지모형개발의 사례와 응용이라는 실

제적인 측면에서 원자력분야와 유사한 응용분야에서 개발사례룰 수집분류하고， 적

용방식과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반대로， 인지심리학과 인지공학의 이론척인 측면

에서 운전원이 가질 수 있는 인지척 한계와 결함의 가능성 범위를 파악하여 모형화

의 이론척인 범위와 대상을 파악하였다.

운전원 인지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개념모형의 설정， 구현기법의 개발， 전산화

및 응용푼야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2)， 이와 관련된 기술은 인지심려학의 이론과

인지공학의 방법론， 인공지능의 기법 및 구현수단에 대한 기술 등을 열거할 수 있

다. 우선， 운천원의 직무특성을 결정하는 인지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운전원 모형 개발사례를 비교 분석하었다. 또한， 모형의 방법론 측면에서 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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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법론과 인공지능중기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인지특성은 의사결정과정을 주펀

인지활동드로 파악하였고， 원자력발전소 운천원에채 나타날 수 있는 그 한계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폰의 모형사례 및 모형화 방법폰을 비교검토한 결과 인지

성려학， 인공지능 등의 이론척인 배정과 인공지능 기법의 척용. 사율레이션 가능구

조 등의 모형화 방법 및 원자력분야에 대한 응용력 등의 관점에서 유용한 3가지의

대표확인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운천윈 인지모형은 개념모형 개발단계에서의 독자척인 개

발과 유럽공동체의 ISPRA 연구소 등으로 부터의 기술도입을 병행하여 개발하는

개발천략을 수립하였으며， 응용성을 위해 개념모형에 그치지 않고 전산시률레이션

모형으로 개발한다는 개발목표플 설정하고 개발요건율 설청하였다.

2. 내용 및 결과 요약

가.모형사례비교

(1) 모형의 유형

인간-기제체계에서 인간측의 모형화에 대한 시도눈 이미 약 30년 천부터 시작

되었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모형을 채발한 사례가 있었a나， 그 중 본 연구에

서 의도하는 작업자의 인지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는 적었다. 조사결과를 중심

으로 다음과 같은 약 10여개의 주요 모형개발 사례를 파악하고 검토하였다

(1, 4. 23, 37, 40.47).

- Rasmussen의 사다려모형 (31-35)

- PROCRU모형 0 , 5)

- HaS (Human Operator Simulator) (40, 47)

- Siegel-Wolf모형 (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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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PS 모형 (23, 45 , 46)

- INTEROPS (INTegra ted Reactor/Operator System) (1, 41.42)

- CES(Cognitbe Environment Simulation) (4, 57, 58, 60, 61 , 63)

- COSIMO (COgnitive Simulation MOde l) (7-10.15.23)

- UKAEA모형 (21) .

검토결과를 보면， 원천의 운천원에 대하여 직접척으로 척용가능하도폭 개발된

기존의 상용화 모형은 아칙 없으며，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모형화의 기법에 따라

각각의 응용목적을 만족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과 천략을 추구하고 었다. 따라

서， 각 모형의 모형화 방식을 모형화의 시각수준에 따라 직접 전체직무의 수행도

묘시쩨 집중하는 Macro모형과 세부 인지작용의 구초를 통하여 수행도를 표현하려

는 Micro모형으로 유형구분하여 검토하고 그 창단점을 비교분석하며， 모형의 특성

파악에 도용이 될 것이다.

우션 운천훤 수행도 예측을 위하여 주어진 운천원 직무률 세분함으로써， 얽기，

쓰기 등 단순 직무단위의 조합으로 주어진 직무의 구조률 중삼으로 설정되는 모형

화 방식이 있다. 이를 모형화 시각의 수준에서 보면， 직접 전체직무의 수행도 묘사

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Macro모형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고전척인 인간

공학의 직푸분석을 기준으로 개발된 모형이 이 부류의 대표척인 모형으로 인간신뢰

도 분석등의 응용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 모형은 운전윈에 대한 이론적 기준

보다는 싱체로 특정상황에서 운천원이 행동하는 양석을 표현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

므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해당 상황

에 대하여 직접적인 모형으로 묘사되므로 사후푼석에 척합하며， 정량척인 결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부수척으로 운천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성격을

개별 직무요소 (task elemen t) 에 의하여 간첩척으로 분석 명시할 수 있다는 첩에

서도 유용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특정 상황과 해석 분야에 치중하므로 운전왼을

다큰 물리척 부품에 대한 모형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컬정객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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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간척인 고려와 상황 판단 및 선택 등에 대한 표현의 한계점이 었으며， 규칙

기반(rule-based) 행위나 그 이상의 지식기반(knowledge- base) 행위 등 인지척

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불충푼하다(3 1， 3페. 따라서， 기존의 신뢰도분석분야에서도

제한척인 해석의 범위룰 가지고 이용해야 하며， 운천훤 모형의 다론 응용목척을 위

해서는 인지척 요소를 고려한 별도의 모형화 방법론의 보완이 필요하다.

macro모형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려할 때， 운천원의 작업수행도를 인지적인 세

부작용과 그 구조애 의하역 파악하려는 유형을 micro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꽁

지능모형이나 의사결정모형은 운전원의 내부지식에 대한 이론이나 종합적인 척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활발한 천문가시스댐 (expert system) 모형의

경우， 운천원의 주어진 직무에 펼요한 자식을 표현하는테 가장 일반성을 확보하고

있는 규칙형태의 지식표현과 추론기관을 중심으로 한다. 규칙 형태를 기반으로한

지식표현에 대하여는 최근 인공지능분야와 컴퓨터의 발천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

의 표현기법과 처리방씩이 완성되어 았으며， 아미 응용훈야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원천 운천원의 모형화에는 지식표현의 방식S로 생성규칙 (produc tion

rule)을 기반으로 하눈 천문가시스댐 모형을 출발점으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천문가시스탱의 표현방식 자체만으로는 운천원의 인지작용에 대한 표현

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특히， 지식기반(knowIedge~ based)행위에 대해서는 단

순한 전문가시스템 구조의 단일한 구성만으로는 컵근이 곤란하며， 벼상운전이나，

stress의 영향 및 운전원의 오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구조를

결합할 수 있는 일반성 있는 모형화 구조가 필요하다. 이경우， 인지심리학의 기존

이론과 인지공학의 모형화에 대한 기폰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주어진 특

정한 임무의 표현과 그 임무를 기준으로 시스템에 대한 반응천반을 평가하고 기능

의 할당에 대한 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인지작용 수준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macro모형이 가지고 있는 천체척인 표현과 분석의 툴을 결합해야할 필

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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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사례의 검토결과

모형사례검토의 결과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사례에서 두가지

뚜렷한 경향이 나타앓는데， 모형의 법위에서 인지척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는 것과， 기술척인 측면에서 인공지능 등 인지모형에서 표현되어야 할 지식처리

가능을 모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껑이다 (23.57) . 물째， 인지

모형이 독립척인 단위모형으로서 개발되기 보다는 천체 작업자 수행도 모형의 일부

훈드로 개발되며， 이률 위하여 다양한 모형화의 방법론들이 복합척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1. 4, 23 , 57). 셋째， 개념적인 모형에 그치기 보

다는 천산기법을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시율레이션 모형의 개발여 활발하게 시도되

고 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 원자력푼야률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10.23) .

인지모형의 개발사례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의 모형이 시도되고 었

으며， 모형화 방법의 유사성 촉변에서 원천 운전원 인지모형의 개발 가능성을 보역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3) . 그러나， 원천애 대하여 칙접 척용되고 있는 사례는

적었으며， 이론척으로는 개념모형이 오히려 확고한 척용방식을 설명하고 있었다

(31, 33). 본격적인 응용이 가능한 사률레이션 모형이 몇개 있었으나 캐발충애 있

거나 검토중에 있는 상태이며 (8 ， 10) , 설제척인 척용사례를 보인 것은 아직 없었

다. 시율레이션 모형은 응용분야의 목적에 따라 매우 상이한 채발방식을 보이고 있

는대， 중심되는 개념설정에 인지심리학의 체계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다 (3， 55) . 시

물레이션 모형의 응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상셰검토가 펼요한 것으로 파

악된다.

나. 모형화 방법론 비교

기존의 모형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형화의 방법론은 지능척 기능(intelligen t

functions) 의 어느 한 측면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었다. 모형화 방법론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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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읍과 같이 지능척 기농의 여러가지 단연을 기준요로 구분하며， 모형화 방법론의

특정을 잘 파악할 수 있다(13.38.40.55.57).

- 제 어 여론 (control theory) 방식

‘ 의사소통이론 (communication theory) 방식

- 통계척 의사결정 (statistical decision making)방식

- 정보처 리자 (information processor)방식

- 심볼처 리자 (symbolic processor) 방식 •

인간의 지능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이제까지의 모형화 땅볍론을 다음 네

가지 측면으로 찰펴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지농척 기능천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중 어떤 특정기능에 춧점을 두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모형의 구성

측연에서， 주로 기계적인 구정인지 아니면， 지식처리형의 유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모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폰을 어 떤 분야로 부터 차용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모형화 방법론간의 주된 차이를 일으키

는 정보의 획득과 표현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었다.

기존의 모형화 방법론에서는 대부분 인지작용의 표현을 중점적으로 특정한 이해

부위만윷 대상요로 하는 모형화를 추구하고 있다(1. 40). 모형의 구성촉면에서는

인공지능기법을 중심으로 작업자의 지식처리과정의 상세내용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인간의 정보처리측면을 강조하고 인지착용에 대한 이론배경으로 인지심

려학의 연구결과를 비교적 직접척으로 묘사하려는 시도가 많다0.3.55 ， 57) .

운천원 인지모형개발을 위하여 모형화 방법론에 대한 검토결과로 방법론의 설정

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의 모형에서 특정한 모형화의 방법론을 선택한 것은 제한적인 각각의

목적에 의한 수단의 선택일 뿐， 질제로는 각 방법론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표현의 폭이 넓고 다양한 인지특성을 모사할 수 있는 모형화의

방식으로 심볼처리방식의 모형화 방법론이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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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운전윈의 인지작용을 모형화하기 위하여 완천한 표현방식융 찾으려는 노

력은 무의미하며， 일반성 있는 모형이나 인지기능 천체에 대한 구조를 설정하려는

것도 무리한 목표이다. 각각의 방법론은 나름대로의 장첨과 한계를 가지고 있요므

로， 모형화 방법론의 설정은 일반적인 언지작용 묘사률 목척으로한 특정한 기법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모형화의 목척달성에 펼요한 충분한 범위와 수준을 갖는 공학척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다.

셋째， 모형화 방법론의 선택이 각각의 한계를 내포하므로 단수모형으로는 모사

의 사실성에 접근하기 어렵다‘ 모형이 제한된 목적을 가지더라도 특정 모형화 방법

론에 치중하는 것은 이미 그자체로 응용력과 적용범위에 았어서 한계를 갖게 되므

로， 운천원의 수행도를 모사하기 위한 인지모형에서는 하나의 거법에 치충하지 않

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지작용의 다중성 뿐만 아니라， 응용의 사실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모형화 기법에 의한 복합모형 (hybrid model)으로 개발해야 활 거능성

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모형화 방볍론중에서 가장 유연성이 있는 방성을 골격으

로 다른 방식을 연계하고 각각 상황에 따라 가변척으로 척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론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인지특성 검토

제어실 운전원의 모형에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에 대한 인지척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의사결정의 인지적 기본구조와 특성변에서 안지심리학의 이

론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 파악된 의사결정의 펀향(bias)과 휴리스틱 (heuristic)의

활용 및 준최척성 (su b-optimiza tion)의 구조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 의사결

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성향보다는 원천에서 할당된 직무

의 요건에 따라 변화하므로 직무의 성격규명이 모형에서 표현하는 인지특성의 범위

를 결정한다(54， 56). 특히， 훤천의 비상상황이나 과도한 운천직무에 따른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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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영향이 막대하므로， 초경계 (hy per- vig ila nce)나 방어척 회피 (defensive

avoidance) 현상이 발생활 가능성도 를 것드로 파악된다(1，3.4， 55) .

의사결정연구에 있어서 인지척 특성이 분석의 핵심이 된다. 다음 표1. 1은 의

사결정에 대한 인지적특성과 한계의 주요 검토내용을 항목별로 요약한 것으로， 완

전 운천훤의 의사결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인지특성을 예시

하고 있다 (3.3 1， 33. 54, 55).

기존의 인지공학 연구배경을 검토할 때， 원자력발전소 운천원에 대한 인지모형

의 구체적인 개발방향과 응용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현재까지로는 운천원이 내

부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사용자 모형’(model of use r) 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응용분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11.12.57 ， 60.63) . 또 운천훤의 인

지모형이란 운천원의 운전조작행위에 대한 이해 및 평가의 과정을 체계척으로 지훤

하도록 설정된 일종의 가설구조 (hypothetical constructs) 에 불과하므로 응용분

야에 철저하게 편중된 개발이 야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지모형과 사용자

모형 또는 사고모형 (mental mode l) 등은 정의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었으며，

인지모형어 명확한 가정사항을 천제로하는 응용적인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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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인지적 특성파 한계 (1. 3.4, 5)

언지기능 인지척 특성법위 인지척 결합현상 및 셜명

추정 순차척 정보처리

prirpacy :초캘가장혜최넓근자웹극얘}짧가중깐i↑휠를꿇짧경향anchoring:
recency . 주는

관측후 선호현상
짧페훌휩휠황성 :홀환웰냐상흉웰외훌갱훌을에蟲의솥쩍영홍}옳2:1 옷함·
독 :표본의 호 해

추론 다수정보원봉합

다L서과수척도”…의저신*1‘빡.팎송-;에비보잭까하얘따셔「른여낸혜’의많사으행개앤돼 .경인 」 정보롤 향.신뢰지 다 현저성애 구영하향는받는 문~.
as
판단 신뢰도에 대한 자신감 파도

가설펑자 가철의 처랴 선택척성 여과(selective filterin휴g리)
7대}표 (r::epre~e!1~~tiyeQ_e!:!s) 스틱
용성 (availability) 휴리스틱

가철의 검증

확인연향증터(c펠거on?!(fCNll각raeIugn(csaaoattgllivonienintfiebevvlrea1edsnte)ucnnec)ne휠청경 f1 vision)
격증추로」

가치와비용

최이시이，처과양뺑랭빽했쐐합
슨득꿇 짧불균청형뚫讓좋올휩활좋웰

기타 반복의 결함

궤지궤져팽핵협원웬의웰빼한~~의대」파하결로μ-시」」이에g1j’ 한

지식특성

지결설설식성휴의확2(F상a끊짧대t/짧r鎬act지調일식반의성화관리
feed -foreward

스트레스의 dHeyfpeer-vigilance
여。하。 nsive avoidance

취단체약화심리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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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모형개발의 사례

1. Rasmussen 의 사다리 모형 (31-35)

콩정제어체계에 기초하여 Rasmussen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규법적 모형 (normative model)을 제안하였다. RasmUS3en 이 제안

한 규범척 모형은 다음의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감지 (detection) : 의사결정자의 개 입 필요성을 발견함

• 관측 (observation) : 다음 착엽의 방향을 잡기위한 중요정보를 찾음

• 판별 (identification) : 가용한 증거를 분석하여 일의 현재상태를 알아냉

• 펑가(evaluation) ; 목표와 운영정책을 기준으로 현상태의 결과률 평가함

• 선택 (choice) : 평가를 기준으로 체계의 상태 선택

• 선정 (selection) : 가용한 자원을 검토하여 수행직무를 선정함

• 계획 (planning) : 선정된 직무에 적합한 절차를 구성함

• 수행 (execution) :선정된 절차를 수행함.

Rasmussen은 각 절차에 대한 정보처리 절차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

다. 예를 들면， 문제와 발견， 예촉， 가치판단， 적절한 조치의 선정 및 계획 등은

상황분석(situation analysis)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제어가 결정되는 여건이 물

리척 체계인지 또는 사회척 체계인지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운 서로 다론 단계로 구

성된다고 보았다. 어려한 관점은 공정제어 체계의 철채적인 운전으로 부터 얻은 언

어척 원안(verbal protocol)을 기초로 설정한 유연한 구조이다. 언어척 원안은 운

천원의 정보처리 절차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의 운전상황과 운전원의 작업

수행에 대하여 운전원이 깨닫고 있는 바를 나타내는 ’지식의 상태연쇄’

(sequence of the state of knowledge)를 표현한다. 이를 그립 2. 1 에서와 같

아 표준노드 (standardized nodes) 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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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 Rasmussenol 제안한 의사결정 사다리 모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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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립에서 나타나는 표준노드 분기첨은 속련된 운천원이 억숙한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률 갖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1) 각 단계의 정보처리 절차는 서로 다론 정보처리 모형에 근거한 상이한 구조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된 지식상태는 연속되는 철차의 결과가 되거나 다음에

수행되는 절차의 입력이 되어 상황의 기록유져 (recording) 에 콩헌한다.

(잉 표준노드에서의 훈기점을 통하여 일반척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하부루틴

(subroutine) 을 연결하거나 경험으로부터 얻은 해 (sol ution) 롤 사용함으로써， 특

정한 상황에 맞는 철차를 생성하게 해준다. 이는 숙련된 운전원야 사용하는 방법이

고 그림 2.1 에서 나타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름길 (shortcut) 이나 곁길

(bypass) 등의 다양한 유형을 표현할 수 있다.

(3) 표준노드는 채어작엽의 수행시에 정보와 정험을 콩유하는 운전원툴간의 간단한

의사소통이나 재어작업의 수행에 대하여 개발 장재성을 가진다. 그립 2. 1 의 의사결

정 사다리는 발전소 운전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표현하는 골격이 될 수 있으며， 인

간-기계 인터패이스의 절계 및 인깐-기계 상호작용의 방법 설정 등을 용이하게 해

춘다. 이부훈에 대해서 Rasmussen 푼 의사결정자업의 적절한 할당이나 기억장소

및 정보처 리의 용량결정은 반드시 수요·자원일치 (demand-resource matching)

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하푸루틴의 요건， 성계자， 운전원， 전산기

등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눈 점을 캉조하고 있다.

Rasmussen 의사결정 사다리를 진단착엽에 척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의 상

태를 규명해야 한다. 체계의 상태는 체계플 구성하는 기기의 고장난 상태， 밸브의

동작 상태 및 스위치의 상태 등을 포함하는 전체 체계의 구성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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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gura tion) 를 의마한다. °1 러한 어려가지 상태하에서 발생 가능한 어려 상

항에 대한 판별기능을 고려하기 위해 의사결정 사다리를 사용한다. 상당히 간단한

상황으로， 자동제어 체계의 절계에서 정상운천 동안의 제어행위와 관련되는 상태의

판별(iden tifica tion)을 고려하면，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척절한 상태-행동 연관

성 ~tate-action association}이 도출되고 이는 추후에 제어 체계에 구현된다.

어 구현은 제어계충구조에서 최하위 수준을 형성하는， 촉정변수와 설정치간의 차이

가 아마 컬정되어 있는 변수의 초철을 통하여 보정되는 궤환루프(feedback loop)

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상위 수준의 순차제어에서는 이미 결정된 변수의 형태가 계

획펀 행동에 대한 발천소 상태와 일치 또는 만족하는 지에 판한 척도로 사용된다.

이 경우에 혼히 의사쩔청 사다리의 모든 상위계층 기능운 체계의 설계자애 의해서

만 고려되어 왔다. 예툴 툴면， 온라인 (on-line) 의사결정 기능은 행동의 집합(set

of action)과 관측의 형태 (pattern of observation) 간의 관습척 연계 (stereo-

typed link) 에 의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체계가 볼질적으로 빠료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인간의 의사결정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포함하는 오점 (fa ult) 이나 창

해 (disturbance) 에 대하여 발천소 보호를 위하여 임의의 상태판별 (system

iden tification)이 사용된다. 즉， 관습적 연계는 상태변수의 기설정 형태 (pre

determined patιern)에 따라 작동하는 자동안천계통으로구현될 수 있는 것아

다.이러한 상태판별의 중요한 특성은 자료의 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형태

마다 특정한 행동과 직첩 연결된다는 것이다.

오첨 (fa ult)과 장해 (disturbance)에 대한 미분제어나 개개의 장해에 대한 유

연한 판별에 따른 또 다른 장해 온라인 의사결정 등은 상위계충의 절차를 포함한

다. 그러나 발생하는 정도는 실제 환경에 따라 다르다. 우선 보천 및 수리에 포함

되는 상태판별과 진단을 고려하여 보면， 목표상태는 정상적인 물리적 구성이다. 손

상된 부품의 교체를 통하여 오점이 제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직무와 관련한 절차

는 상당히 잘 결정되어 있으며， 진단은 단지 잘못된 부품의 위치를 찾아내눈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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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립 2.2와 2.3과 같은 물리척 상태를 기준으로 수행하는 판별을 의마한다.

그러나 수리 (repair) 는 발천소 운전에서의 오점에 대한 최초의 제어반응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선척으로 목표상태가 주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어천

략의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활 목표는 불명확하다. 그러므로 전력생산을 유지한다든

지， 기기보호나 인명보호 또는 shotdown time을 최소화 한다든지 등의 제어행위

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하게

진단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직무의 내용이 단순히 기기고장의 일차

척 요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장원인율 규명하는 문제에 주의를 기

올이가 전에 주된 관심사는 1차측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고 결정적인 위험올 초래할

수 있는 지를 알아내려는데에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체계의 흐륨경로를 따라 정상

상태를 벗어난 부분을 검색할 필요가 발생한다. 결국 공정제어 체계에서 발생한 장

해 (distu rbance) 의 경우， 천단업무는 체 계의 기능적 특성을 반복척S로 검토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실제 발천소의 상태와 가능한 보청초차눈 운전의 목표와 채약

을 고려한 비교분석을 요구한다. 이 철차는 근본척으로 장해의 본질에 따라 복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시에 목표가 추구됨에 따라 상태판별아 다시 요구되는 순환이

폰재한다. 이 러한 순환으로 인하여 다수의 목표와 다수의 훤 인 (cause) 이 고려되 어

야 하는 모둔 칙무에서는 의사결정 사다리의 여러가지 단계간을 반복적으로 왕복하

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결정 사다려는 실시간 의사결정의 절차모형이 아니

라 오히려 정보면에서 지식의 상태틀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표현해 주는 구조이며，

의사결정과정아 표현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로써 유용성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결론적요로 진단직무의 묘사(description)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

지 측면을 독랩척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Rasmussen은 주장한다. 첫

째， 장해를 석별하기 위한 검색천략의 문제이다. 둘째， 검씩이 수행되는 물리척 체

계에 대한 표현의 문제이다. 그밖의 의사결정 단계툴도 각기 다른 수춘에서 체계의

묘사에 의존한다. 운천중 체계의 고장에 대한 대응은 체계의 목척/기능/설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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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2 Rasmussen의 사다리 모형으로 표현한 수리직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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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협 2. 3 Rasmussen의 사다리 모형드로 표현한 진단직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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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중복성 (redundancy) 에 달려 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의

분석은 pH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첨도 Rasmussen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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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모형

가. 네트워크 모형의 개요

네트워크 (network) 분석은 복잡한 시스템척 성격을 지난 문제흘 네트워크를

사용하어 모형화함요로써 단순화하고， 여기에 네트워크 흐릅이론 (network flow

theory, graph theory)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율 척용해서 해결하려는 매우 강력

한 문제해결 수단이다.

생산에서의 네트워크 모형은 생산 시스댐의 미래행동(future behavior)을 예

측하고， 시스템에서의 모든 프로세스룰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시스탱

을 최척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인간의 인지과정 (h uman mental process)도

네트워코 모형화를 할 수 있울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래뺑동을 예측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response time)을 줄이면서 행위를 최척화하는데 네트워코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고과정 (mental process) 네트워크는 인지심리학과 인깐

공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활을 하였다. 그러나 좀더 복잡한 네트워크는 많은 부분

이 무시되어져 왔다. 네트워크를 응용하려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운 두가지 걸립

돌이 있다. 첫째는 복잡한 사고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의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다. 둘째눈 네트워코의 구조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프로세스 수행시간이 확률변수로

표시될 수 밖에 없을때 이 네트워크가 어떻께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어 아니다. 최근에 이 두가지 운제플 해결하기위한 방안틀이 제안되고 있다.

인간공학자가 모형화하고자 하는 많은 시스템은 확률척 (stochastic) 네트워크

로 모형화 할 수 있다. 확률척 PERT 네트워크， 추이척 대가행렬 (transient

queueing) 네트워크.OP 네트워크， 안청장태 (steady-sta te queueing) 네트워

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인간-기계 체계률 모형화 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량척인 것 뿐만 아니라 개념모형화(concep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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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에도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나. 네트워크 모형화 방법론

이러한 장정에도 불구하고 사고과정 네트워크의 모형화는 구성된 네트워크의 프

로셰스률 정확히 관측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즉， 피실험

자의 내부과청(inner work ing)은 관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

통 사고과정에서 자극이 도착하는 시간과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만

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사고과정 네트워크 분석은 그것이 미래행동울 예측하고，

끝나는 시간을 줄이며 행동을 최척화 할 수 있을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하여 사고과정 네트워크를 모형화하는데는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법

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정보가 단지 시작시간과 끌시간만이 주어졌을때 사고과정 네트워크를 합

성하는 기법이다. 둘째는 사고과정이 끝냐는 시간， 즉 반응(response)이 일어나는

사간변수에 대한 명균과 분산. 그라고 확률분포합수를계산하는 기법이다.

인간의 사고과정에는 연속척 (sequential)인 것과 동시적 (concurrent or

collateral)인 것이 있다. 사고과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인간은 두 가지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다.

- 인간은 두 가지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벼교할 수 없다.

- 인간은 이미 받아들인 자극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다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

다.

두 가지 이상의 사고과정 (a， b, ... )로 구성된 한 직무(task)룰 연속적으로 수행

하여 완성하는데 걸려눈 시간(즉， T(a+b+ »은 각각의 프로셰스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얻은 시간의 합 (T (a) .. T (b) + )보다는 크다. 이렇게 차이가 나눈

이유는 심리척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고 심라적꿀철주기 (psyc holog 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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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ctory period) 라고 한다(5이-

(1) PERT 네트워크 모형

(가) 확정척 PERT 네트워크 모형

한 사고파청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찬(T) 은 보통 확률변수로 표현할 수 있

다. 인간의 사고과정을 계량화 하고자 할때 확정적 (deterministic)으로 표현하려

는 것은 천격으로 옳지 않다. 그러나 프로세스의 종류에 따라 수뺑 소요시간을 많

은 반복시행을 통하여 구한 대략적인 평균값을 취한다고 활지라도 그렇게 나쁜결과

를 엉지는 않는다(44) . 더우기 프로세스의 소요시간이 설수이듬 확률변수이든 the

procedure of prolongation process는 순차척과정 (seq uen tia 1 process) 인가

병행척과정 (collateral process)인가를 구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51). 모든 프

로셰스눈 비음 질수로 이루어져 있요며 직무수행 시간은 critical path라고 하는

네트워크 천체를 통하여 가장 긴 경로상의 프로세스 수행시간의 합이다.

(나) 확률적 PERT 네트워크 모형

확정척 (determ inistic) PERT 네트워크에서 프로세스 시간은 여러변의 실험

율 통한 대략척인 펑균값인 상수로 정의되었으나 확률척 PERT 네트워코에서의 프

로세스 사간은 확률변수이다. 따라서 확률변수의 분포함수로서는 지수분포함수등

여러 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19).

확률척 PERT 네트워크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하여 한 직무(task)가 3개의

mm tal process (x l' x2’
X a) 로 구성된 예를 들겠다. 각각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시간변수 T는 지수분포함수풀 따른다고 하자.

f (t) = e-bt (단， t 효 0)

= 0 (그외 다른 경우)

시간변수 T는 평균이 lib이고 분산이 l/b
2인 지수분포의 확률변수이다. 직무분

석한 결과를 네트워크 모형화하면 프로세스 X l' X 2는 병렬처리， 즉 동일시간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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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고 x 3가 시작되기 이전애 끝나게 되며 • X a가 마지막으로 처리되게된다. 이것운

그림 2.4와 같다. OP (operation procedure) 다이어그램은 프로세스의 순서롤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되눈 도구이다. PERT 네트워크에서는프로세스를 어떤 특정

한 순간에 각기 처한 상태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분류가능하다.

A = I프로세스 | 프로세스는 아직처리가 시작되지않은 프로세스i

B= I프로세스 l 프로세스는 그순간에 막 끝난 프로세스|

C = I프로세스 | 프로세스는 아직 처리충인 프로세스|

앞에서 든 예를 OP 다이어그램화하면 그림 2.5와 같다. box에서 윗부분은 처

리가 진행중인 프로세스를 나타내며 아랫부분은 처리가 같난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병렬처리되는 프로세스 X l' x2의 수행소요시간은 max(f(x l). f(x2») 이다. 따라

서 프로쩨스가처리되는 상태의 순서는 두가지가 나올수 었다. XI의 프로세스 시간

이 X 2의 처리시간보다짧을 경우 처리순서는 S J' 8 2’
8 4, 8 5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S}' S3’ S4' S5이 다.

(2) 추이적 (transient) 대기행렬 모형

확률적 PERT 네트워크로 모형화 되어질 수 없는 인지시스댐 (cogn itive

system) 이나 안간-기계 체계는 그 직무수행 절차가 추이척 (transitive) 이기 때문

에 종종 추이척 대기행혈 네트워크로 모형화 되어질 수 있다. 전형적으로 대기행렬

네트워코는 네가지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상응하는 심리학척 측면의 요소

는 표 2. 1과 같다.

추이척 대기행렬 모형종의 하냐인 유한자원비주기형 (finite source , acyclic

Jackson) 의 네트워크를 모형화하기 위해서 두개의 노드 n 1과 n 2롤 가지는 그립

2.6과 같은 네트워크를 예로 들겠다.

PERT 네트워크에서와는당리 화살표는 프로세스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받아들이는 경로만을 표시한다. 시스템에 들어오는 자극은 노드에서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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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대기행렬모형 구성 요소 (53)

Typical Context Psychological Context

Customer 처리하여야할 각각의 자극

〈예; 화면상의 문자)

Nodes 받아들언 한 자극을 인지처리 (cognitive processing)
하는탄계

(예 ; 정 보입력 (encoding) 및 비교 (comparison) 단계 )

Server 한 특정단계에서 입력된 자극을 변환서키는 부분

Queue 기억 (memory)
(예 ; 단기기억 (short-term memory»

YI'Y2

fit

qt=l
v t =l

2

-
n매•.
친

n
-%

V
‘T12 r2

그립 2.6 대기행렬 네트워크의 예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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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은 대기행혈 네트워크롤 모형화하기 위한 표시가호는 다음과 같다.

y l' Y2 : 처리해야할 자극

n j : i번째 노드

ql : 노드 i에서 대기할 수 있는 자극의 수

Vi : 노드 i에서 자극을 처려할 수 있는 자극의 수

위의 예에서 두 자극중 한 자극이 노드 1 에서 완료된다면 확률 r 1으로 시스댐을

떠나며 나머지 한 자곡은 확률 r 12로 다읍 노드 2로 이송된다. 또한 노드 2에서 나

머지 한 자극이 완료된다변 확률 r2로 시스템을 벗어난다 (r1 ::::1-r 12• r2=1).

유한자원비주기형 Jackson 대기행렬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정의 된다.

(가) 사스탬에 들어오는 자극은 결코 같은 노드를 두번 。1 상 거치지 않는다.

(나) 대기행렬 네트워코의 각 노드 ni는 VI개의 자극처리기 (server)를 가지고

었으며 각각의 처리기가 소요하는 처리시간은 상호독립척이며， 모수a j를

갖는 지수분포 확률변수이다.

(다) 시스템의 외부로부터 노드 n j에 들어오는 자극간의 시간간격 (in ter-

arrival times)은 모수 hj를 갖는 지수분포 확률변수이다.

(라) 노드 nl로 들어갈 수 있는 자극의 수 mj는 유한개이다.

(마) 각 노드에서 대가할 수 있는 자극의 수 ql는 유한개이다.

(바) 한 자극야 한번 노드 nJ에 들어오면 즉시 ri의 확률로 처리되어 시스템을

떠나거나 또는 rlh (h=1, 2•...• n) 의 확률로 노드 h에 보내진다.

대기행렬 네트워크에서도 PERT 네트워쿄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순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OP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3) OP (Operation Procedure) 네트워크

PERT 네트워크나 잭슨의 벼순환 대기행렬 네트워크의 프로셰스 순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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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률 나타내는데 OP 다이어그랩을 이용한다. 그러나 OP 다이어그램이 이러한

네트워크들의 프로세스 순서 표현에만 이용되어져야 한다는 륙별한 이유는 없다.

사설 대부분의 일반척인 경우에 있어서 수행할 프로세스의 순서에 관한 재약들은

상태 (state) 와 상태틀간의 추이 (transi tion)로써 정형화(formulated)될 수 있

다.

OP 네트워크에서의 각 상태는 자극처리 프로세스 Z 헤 (Zij는 프로세스 X J를 거치

고 있는 자극 y) 의 집합 F가 분할된 F’I' F2,···, Fn 충 하나를 나타낸다.

다음의 notation을 인용하자.

Bl : 상태 Si에서 처리가 완료펀 자국의 집합

Cl : 상태 Si에서 처리가 진행충인 자극의 집합

Di : 상태 Si에서 대기중인 자극의 집합

Bi , C
I
, D, 칩합은 각각 한개 이 상의 집합 FJ와 합집합이다. 상태간의 추이

(transition) 는 다음의 두 조건이 만쪽되면 상태 s，에서 상태 Sj로 이동할 때 일어

난다.

1) B J = Bj + )Zkll

2) C
J
그 C i + izkl

’
단， 좌l E C i

조건 2) 는 집합 Cj가 집합 C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개 이상의 자극 프로세스를

포함한다는 것율 의마한다.

펑균반응시간 E(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시간 Sj를 상태 51에 한 자극이

도착하는 시간부터 첫번째 프로셰스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된 시간이라 하자. 반응

시간 T는 다음과 같다.
n-1

T = z si

자극 프로세스 Zklo1 상태 Sj로부터 상태 Sj로 장태간 추이가 일어날때 완료된다고

가청하자. 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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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j • 자극 프로세스 Zkl이 처음으로 완료될 확률

gij . 자극 프로세스 Zkl이 처음으로 완료된다고 할 때 상태 욕에서

상태 Sj로 추이가 일어날 확률

hij ;:; Pij • gjj

략고 하자. 상태 SJl' Sj2"'" SJk가 장해 SI에 바로 다음으로 연컬되어 있다면

k

E gijl = 1

이다~H를 추이확률 h IJ의 행렬 (matrix)로 놓고 집합 C j를 상태 Sj에서 각기 프로

셰스의 모수의 합과 같다고 하면 명균반응시간은

n-1

E(T) :: ~ Ci-낱lHeii

이다.

(4) 안정상태 (steady-state) 대기행렬 네트원크

안정상태 대거행렬 네트워쿄는 비교쩍 최근에 응용심리학(en gin eeri ng

psychology)이나 인간공학에서 제기되는 문쩨들에 대한 응용에 많이 논의되어 왔

다. 안청상태 대기행렬 네트워코 모형은 유한자원비주기형 Jackson 네트워크 모

형과 다음과 감은 안정상태 요건만이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각 노드로 입력되는 자극의 수가 무한하다고 가정하고 Pn띠를 시간 t에서 시스

댐내에 있을수 있는 자극의 수에 대한 확률이라고 하면 t가 우한대로 증가할때

dpn (t) /dt ;:; 0

율 만족하는 단일 노드 시스탬을 안정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가정은 한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된 시스템에서도 확장될 수 있다.

대기행렬 모형에는 어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한가지만 예로 들겠다 (53) .

k개의 server를 가지고있는 단일노드 nj가 있다하고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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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1) 시스랩에 도착하는 자극은 모수 a를 갖는 지수분포 확률변수이다.

2)service 시간은 팽균이 lIb이고 균일분포를 따료논 독립변수이다.

3) 노.s nj에서의 queue 코기눈 0이다.

위와같은 가정이 주어지면 안정상태에서 사스댐으로부터 떠나는 자극의 수에 관한

확률 pic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계산될 수 었다. u::: alb라 하면

k

PIt ::: Cuk/k l)( ~ U‘Iii)

이다.

다. 네트워크 모형와 웅용사례와 특성 비교

네트워크 모형은 시스댐에 입력되는 자극율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소요시간 T가 얼정한 값으로 주어지눈 경우 확정

걱 (deterministic) 네트워크 모형 이라 하고 소요시간 T가 어떤 확률분포함수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경우 확률적 (stochas tic) 네트워크 모형이라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인지과정 문제의 사고과정이 확정적일 경우 상대척으로 모형화하기 펀라할 뿐

만아니라 미래행동을 최척화하는데도 간단할 것이다.

시각척탐색 (visual search) 에 관한 대부분의 최근 논운들이 제한펀 처리기 용

량(process capacity) 에 춧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들이 어

떤 상황에서는 용량종속척 (capacity-dependent) 이고 또다른 상황하에서는 용량

독립척 (capacity-i ndependent)이라고 가정한다. 용량종속하에서 피실험자는 디

스플레이상에 채시되는 문자를 한번에 하나씩만 탑잭한다. 용량독립하에서는 동시

에 여러 자극을 벼교하게 되는 병렬처리름 하게된다. 이때 타켓에 대한 비교눈 분

리된 시각 채널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완천한 병렬탐색일 경우에눈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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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 상에 제시되는 자극의 수만큼 채널의 수가 존재하여야 한다. 최근에

Fisher는 채널의 갯수가 한정척이라고 주장하였다 (18) . 그의 실험에 따르면 피실

험자들윤 평균 4개의 채널로 비교프로세스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서각탑색은 인간-기계 시스댐에서 가장 많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주요소이다.

컬퓨터 산업을 예로 툴면 비디오 스코련에 제시되는 타켓이 문자이든 또는 무엇이

든간에 여러 형태로서 나타난다(고댁체，깜박거렴 등) . 타켓을 hilighting 하게 되

는 근본목척은 평균탐색시간을줄이는데 있다. 야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

률적 PERT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확률척 PERT 네트워크의 특성은 동시에 병렬처리률 할 수있는 채널의 수가 디

스플레이 상에 제사되는 자극의 수보다 코거나 같은 시각행동(visual beha vior)

율 모형화하는데 었다. 이에 반하여 OP 네트워크는 확률척 PERT 네트워크 처럼

채널채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장기기억 모형에 응용된다.

대기행렬 모형은 단기기억 모형에서 가장 충요한 두가지 특성 (dεεay. bump

out)을 절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안정상태 대기행렬 네트워크는 동척시각 검사

행동(dynamic visual inspection behavior)을 모형화하여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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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S (37)

가. 개요

HOS(Human Operator Simulator}는 1976년에 미국 Naval Air

Development Center에서 개발펀 전산 프로그램으로서 , 파악한계 {level of

hand reaches }, 제어도구 조작， 눈 용직임， 시각정보에 대한 집중

(absorption) , 내부정보처려와 의사결정 등의 인척요인이 포함된 복잡한 무기체계

(milita ry systems)에서 목표-지향척 (goa l-ori ented) 이고 척응력이 있으며 잘

훈련된 운천훤의 수행도를 모사활 목척으로 개발되었다.

HOS의 개발은， 복잡한 상항에서의 운천훤의 행위가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모시될 수 있다면 동척시물레이션은 공청적인 방법이며， 가정펀 상황으로부터 인간

수행도에 관한 원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었다고 확신하었기 때문에 시착되었다.

나. 모형화 방법론

체계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체계는 운전훤에게 수행도 수준의 변화를 강요한

다. HOS에서 운천원은 요구되는 수행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지향적드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었고， 이는 잘 훈련된 운전훤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훈련펀 운천훤이란 주어진 상황하에서 취해야할 행위가 무엇인지흘 잘 알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HOS에서는 이것에 관한 지식을 운천현의 장기기억 (Long

Term Memory: LTM)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당연히 장기기억은 상세하고 프로

그랩화될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절차(procedure)가 된다. HOS에서는

HOPROC 언어롤 고안하여 운천원의 직무와 그 하부직무를 쉽게 묘사해준다.

성제로 운천훤윤 직무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롤 자주 접하게 된다. HOS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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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의 칙무선택활동은 ’전략 해법’ (stra tegy algorithm)에 의해 묘사되는데，

이 해법윤 운전윈의 ’의지’ (volition)률 모형화 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해법은 다

양한 유형의 절차와 긴급도(criticality)를 평가하는 계산방법， 그 절차를 수행하

는데 걸런 시간(elapsed time)의 계산방법， 그 절차가 다론 절차의 종료를 가다

려야만 하는 지에 관한 판단방법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시되고 있는 다양한 표

시;장치 (displays)에 대해 긴급도률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결정도 이 천략해법

에 의해 행해진다. 즉， 운천원이 정보의 수집을 계속해야 하는지 ‘ 또는 표시장치

로 부터 정보를 수칩하기 위해 시간을 계속 투자할 것인지 - 를 결정하는 데에도

천략해법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훈련된 운천원은 절차의 각 단계에 익숙하고 그 단계훌 수행하는 방

법 또한 장 알고 있다. HOS에서는 이 기능을 .지시취급자’ (instruc tion

handler) 에 의해 구현한다. 이 취급자는 여려개의 micro su broutines를 사용한

다. micro subroutines는 정보의 추정치 (estimates)플 습득하기 위해， 정보의

취합을 위해， 또는 제어도구를 초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모사한다. 이

subroutines는 또 다릎 micro routin않롤 사용하는데 이 routine은 단기기억

(Short ‘ Term Memory: STM) 회상， 정보 습득， 의사결정， 신체척인 운동(눈동

자， 손， 발 등을 표시장치와 제어도구 등으로 용칙이는 동작) 등의 행위률 모사한

다. 이러한 지시취급자. micro subroutines. micro routines 등을 사용하는

micro model은 당시의 전운가에 의한 인간 수행도 추정이나 운천원 칙우 수행시

간을 통계척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애 반대하는 개발자의 확고한 신념을 반영한 것이

다. HOS의 개발자는 전문가에 의한 수행도 평가가 좋은 수행도 추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통계적 분석을 통한 직무수행시간추정 또한 현실파 맞지 않는 방법

이라고 주장하였다.

HOS에서 사용된 해법은 수년에 걸쳐 수집된 인간수행도 자료에 근거하였고，

상황의 변화와 다양한 운천원 행위를 수행하기 워해 소요되는 시간 간의 가능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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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매우 찰 정렵되어 있어서 운전훨의 행위 시률레이션이 충분한 타당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수행도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HOS의 개발자는 주장

하였다. 그러나， 신체척인 활동에 대한 모형화는 어느 청도 되어있으므로 잘 예측

될 수 있지만， 운전왼 내부에서 얼어나는 정보의 취합이나 외삽 등과 판련한 내부

기능에 대한 모형화가 천무한 껑이 보완점으로 대두된다. HOS의 개발은 주어진

상항하에서 운천원야 요구되는 대응율 하는데 걸려는 시간으로 운천원의 수행도를

평가하려눈 시도가 주목적어라는 점율 들어， HOS 개발자는 HOS에서 모형화하지

않은 운천원의 행위는 시간척으로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주목해야 활 행위는 시간

이 많이 걸리는 신체척 활동만으로 운천원의 작업절차， 작업장 절계， 현재의 절계

와 상황에 대한 시험과 평가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HOS에서는 운천원이 매우 찰 동기화되어 있고， 잘 훈련되어 었는 평범한 운천

원아라고 가쩡하였다. 아러한 운천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일정한 위쳐에 고정되어 운천을 한다.

~ 한번에 한 직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다른 직무의 처리시작이 가능하다. 결

국 다중처리가 가능하다. 절차를 누락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요며 의사결정 이

나 수행상의 오류도 범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은 오로지 수행시간만을 고려대상으로 하고 다큰 수행과정은 완벽하고

매우 강력하지만 쉽계 수용할 수 없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발생활 수 있는 운전훤의 오류는 주어진 시간내에 가능한 칙

무보다 더 많은 칙무의 처리를 요구할 때의 불완천수행오류 (commission error) ,

찰봇펀 결정규칙 또는 지시교육에 의한 오류， 불량한 표시장치나 제어장치에 악한

조작불능 오휴 등이다. 이는 시스탬이 정상일때 작업수행도를 평가하는데 인척오류

가 우연척이고 낮은 확률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가정이 잠재칙으로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HOS는 작업공간의 구성 양식 (configuration)상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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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절비배치 등의 명가목척에도 척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셰부 직무의 요소

가 제한척아라는 가정으로 인하여 매우 척은 조작(manipulation) 만이 고려되는

데， 운전훤의 칙무를 세분한 정도가 의문점으로 남는다. HOS에서는 모형의 유연

성 (flexibilty) 을 보장하기 위해 직 무와 지시흘 수행내용이 아니라 목표구조 (goal

struc ture) - 예롤 들변， throttle 밸브의 수준을 50%로 변화시켜라 - 로 정의하

였다.

다. 구현방볍

HOS의 개발자는 HOS가 일반모형 (general model)이라고 주장하나， 감시와

제어활동을 앉아서 수행하는 운천원인 조종사의 직무중심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 모형은 유사한 다론 적무를 수뺑하는 작업자에게 척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속척인 작업을 야잔척인 작업으로 표현할 때 발생되는 차야

(deviation)을 고려하지 못한점아 또 다른 약점으로 남는다.

HOS는 HOPROC에 의해 입력을 받논데. HOPROC운 절차나 지시사항을 문

법에 맞게 입력하면 연쇄적인 행위로 변환하는 일을 한다. 이 HOPROC는 정보획

득， 정보회상， 사고과정， 의사결정， 동작이동， 조작， 휴식 등의 7가지 기본기능을

사용하여 운천절차나 지시사항을 표현할 수 있다. HOPROC은 일종의 프로그램

언어이다. HOPROC은 3개의 부분툴로 나누어 지는데 각각의 명칭과 구성은 다음

과 같다.

- 제목선언 부분 (title declaration section): 관련된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의

지정 및 특성율 묘사한다.

- 운전원 부분 (opera tor section): 운천원의 작업작무를 묘사하는 운천원 절

차(operator procedure)와 착엽수행을 위한 내부작업을 묘사하는 운전훤

기능(operator function) 등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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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훼어 부분 (hardware section): 운천작업 등에 대한 하드왜어의 변확

및 환경변화를 묘사하는 하드웨어 절차와 하드쐐어의 가동을 수리적인 연산으

로 요사하는 하드웨어 가능 등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HOS에 대한 입력자료， 즉 HOPROC의 출력자료는 물리적인 위치， 정보습늑

시간， 출력의 요건， 그리고 제어장치/표시장치/기능등의 최초의 상태 등 4가지이

다. 이에 대한 HOS의 결과물인 출력은 운전훤 활동의 사간이력 (time history)이

다. 이는 시간선분자료(time line da ta) 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루틴(routine)이 사용되어 다음과 갇은 여러가지 통계량(statistics)을 얻을

수 었다.

- 시간선분 (time line)

- 연계분석 Oink analysis)

- 경로부하 (channel loading)

- 도구사용 (device usage).

라. 응용 및 검증

HOS는 복잡한 조종공간의 평가를 목척으로 항공기 조종석의 셜계분야에 응용

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CAFES (Compu ter Aided Function-alloca lion

Evaluation System)의 개발시 하나와 모률 (module)로 입력되었다. HOS는 항

공기 운천훤과 운천원의 조작에 따른 하드웨어의 반응을 모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동적 시률레이션으로서， 입력자료는 확률적이거나， 분포로 나타내어 지거나， 확

률척인 추출에 의한 자료가 아년， 확정척인 자료(deterministic data)를 사용하

였다. 또한 수행도의 수준과 수행도에 관한 영향인자간의 설험자료를 이용한 관계

식 (rela tion ship eq uation) 울 활용한다. 매우 정교한 직무를 묘사하기 위해

micro-level을 이용한 표현방식을 사용하였고， 조종석의 고도계의 위쳐， 눈급，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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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거리， 조작시간 등의 구체척인 설계자료정보를 입력하었다. mIcro개념울 사용하

여 회상과정 (recall process) , 기억감퇴 (memory decay) , 회상의 장도

(streng th of recall) 등을 의사결정의 기본요소로 간주하고 모형에 구현하었다.

다콘 모형에 비하어 의사결정을 한덩어리로 처리하지 않고 세부 의사결정요소를 정

의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며， 인지모형의 시도로 간주활 수 있다. HOS 모형

의 검증 (validation)은 다음의 두 영역에서 행해 졌다.

- 실험심리학 및 인간공학 훈야: 1975년 Strieb, 1977년 Glenn , Strieb,

Wherry , 1977년 Lane. Strieb. Wherry 등

- 해군 운천질에 대한 사용자 모형 검증 실험: 1975 년 Strieb. 1976년

Strieb 외， 1976년 Strieb 외 , 1978년 Strieb, Harris, 1979 1건 Lane,

Strieb, Leyland 등.

그러나， 겔험검증의 결과가 일반정보로 공표되지 않아서 HOS모형의 검증은 불

완천하다고 불 수 있다.

1979년에 Strieb. Wherr y 등은 HOS가 단순한 시스탬 개발용 도구에 지나

지 않고 실험연구에 의한 자료의 습득 및 분석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는 여러 실험을 통하여 펴실험자로 부터 얻어진 측정치와 HOS의 출력자

료를 비교한 결과 충분한 검증력 (validation) 과 정확도 (prec isi on) 롤 확인하였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스템의 기능요건 규명， 시스댐의 기능할당， 제안

된 설계의 인간공학척 펑가， 교육훈련요건의 정의 등에 응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1982년에 Glenn, Zaklad. Wherry 둥이 HOS의 인지적 표현능력에

관한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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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OPS (23.41 , 42)

가. 개요

INTEROPS (Integrated Reactor Opera tor System)는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에서 개발된 운천현 모형으로 두 단계의 개발과정

을 거쳤다. 예비설계 단계에서 체계의 요소(elements of system) 들 각각에 대한

역할을 결정하는데 도옴을 주는 운천원 역할(opera tor role) 모형이 제 1 단계안

’운천원 역할의 개념객 모형’에서 개발되었다. 여 모형의 대상은 초기컬계시 책암

성의 할당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문제롤 해결하고자 개발되었고， 명령

제어-통신(cornmand-control-com munication; C3 라고명칭)의 관점에서 운전

현의 역할을 분석하었다. 제 2 단계는 설계와 형가의 순환주기 (life cycle)률 지원

하고자 천산모형융 개발하였는데， 이를 INTEROPS라고 하였다. INTEROPS는

예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운천원의 대옹(response)인 인지척아고 이산척인 제어

활동에 대한 시간기반 모형 (ti me- based model)이다. INTEROPS의 개발은

ORNL에서 개량형 모률~Hmodular) 액체 급속로의 개발 지현을 위한 개량형 제

어 개발 과제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다. INTEROPS는 개량 체계의 반복적인 셜

계단계 동안 가능활당(allocation of functions)에 관한 셰련된 평가를 활 수 있

다.

나. 개념척 특성

개념적 모형은 상위수준에서 체계의 정의에 매우 유용하다. 체계의 요소에 대한

기능적인 묘사를 생성한 후에. 기능에 대한 최초의 할당이 시도되고， 상셰한 설계

가 강력한 도구와 모형을 사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INTEROPS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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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복척인 순환주기의 중간단계에서 명가 도구로서 유용하다. 이 단계에서는 상

세한 셜계가 폰재하나， 이는 구축되었거나 prototype된 것은 아니다.

INTEROPS는 훤자력발천소의 얼수력 모형과 연계될 수 있으며， 모의된 시간

(simulated time)에 원자력발견소를 운견할 수 있다. INTEROPS는 시간 기반

이고， 인지적 또는 신체척언 시간 소비성 직무가 모형애 표현되도록 상당히 노력한

모형이기 때운이다. 운천원 모형은 시률레이션 모형 체계에 포함되는데， 시률레이

션 모형 체계는 발천소 과정， 제어/방지 체계， 운천훤 직무. 운천원의 천문지식 등

의 모형어 동척으로 융합된 체계이다. 이 체계에 대한 기능척인 구조를 ’지식 즘대

망 시률돼야션 모형 ’ (knowledge enhancement network simulation

mooel)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망 시률레이션{network simulation}과 지식 증

대 시률레이션의 창점올 결합시킨 것야기 때문이다.

추계척 과정 (stochastic process)이 직무의 척시성， 바결정척인 분기， 정신척

혹은 육체척 활동의 실때 등을 포함하는 운천원 수행도의 다양성을 셜명하기 위하

여 INTEROPS에 사용되어 진다.INTEROPS는 요사객인 모형이라기 보다는 예

촉척인 모형이며 따라서 설계 대안을 평가하는데 효과척이다.

다. 지삭 증대망 시율례이션

INTEROPS를 위한 기능적 구조는 다수의 파정파 여러가지 다른말로 묘사된

시플래이션 환경에 존재한다. 효과척인 과정간 통신파 동기화(synchronization)

은 아러한 한경에서 기술척으로 중추적인 문제이다. 시툴레이션 모형 체계는 혈수

력， 제어 및 방지체계， 공유기억장소(shared memory). 운천훤 칙우의 SAINT

(System Analysis of Integrated Networks and Tasks) 모형 및 운천훤의

전문지식에 대한 지삭기반 모형 등을 포함하는 하부체계의 동척 융합이다. 그림

2. 7은 INTEROPS 에서 구현된 지식증대망 시율레이션 구조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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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ES-P (Advanced Reactor In teractive Engineering SimUlation

for PRISM)는 모률라(modular) 액체 금속로 셜계률 위한 과도상태

(transient) 분석모형으로서 GE (General Electric)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INTEROPS에서 사용펀 개발 지원 도구로써 FORTRAN 언어로 구촉되어있다.

DIS(Data Iden tification System)은 과정간 통신율 취급하는 공유가억장소 혹

운 혹판(blackboard)이다. 상태변수의 최신화(u띠a tes) • SAINT로 부터

ARIES-P로의 지시， SAINT로 부터 지식베이스 모형에게로의 해석 등이 DIS를

통하여 천탈펀다. DIS는 오로지 FORTRAN파 통신되므로 LISP 기반의 모형은

DIS로의 충7D FORTRAN window를 사용해야만 한다.

SAINT는 연속척이거나 이산척인 사건의 시률레이션을 위한 망 시률레이션 언

어로서， 주로 인간-기계 체계 분석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시률레이션 언어이다.

SAINT 직무 망 (task network)운 INTEROPS 모형율 위해 조직척인 근간을

제공하는데， 망 시률레이션 모형은 직무의 정의， 척시성， 재어등을 구현하기 위한

훌륭한 구조이다. 제한된 인지 자훤은 인지척 칙무에 할당되고， 따라서 제어의 흐

륨이 망을 통하여 퍼져 있으므로 병렬척인 인지처리의 양은 제한받게 된다.

SAINT가 언칸올 모형화하는데 가치있눈 언어지만， 지식의 많은 양의 기호척

처리 (symbolic processing)를 해야하는 인지적 활동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는 단첨이 있다. 칙무망(task network)의 정보처리 능력은 외부모형의 전문지식

을 도입하는 방법에 의해 증대될 수 있다. INTEROPS 모형에서 지식 기반 모형

은 LISP으로 개발되었으며 기호처리률 위해서는 아주 척당한 모형이다. 지식 기반

모형은 오점진단(faults diagnosis). 상황평가， 의사결정， 캘차생성 등을 위한 천

문지직을 재공해 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발전소 모형은 공유기억장소에서 상태

변수를 최신화(u어ate)하지만， SAINT는 동척인 감시전략에 의해 이산적으로 참

조한다. 인지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깊은 지식을 요구할때 마다 LISP 환경에서는

새로운 과정이 생성된다. 동시에 발생하는 LISP 과청은 기호척 처라의 입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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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기억장소를 경유하여 SAINT로 부터 해석된 자료률 받는다. 지삭 기반 모형

은 어떤 결과(예률틀연， 진단， 절하， 평가 등)플 발생시켜 주며 그런후에 그 과정

은 소멸된다. 그 결과는 FORTRAN 기 억장소 첩근 프로그랩 (memory access

program)을 호훌하여 공유 기억장소를 통파하고 SAINT로 넘겨진다. 마져막요로

이상척인 감시제어 활동이 SAINT의 직무망내에서 션택되고 설행 계획되고 확인펀

다음， 콩유기억장소의 지시 (instruction파 로써 표현펀다. 그런후에 발천소 과정

모형은 지시를 입수하고 시f쩡한다.

본질력으로 인지적인 인간 행위의 예측척인 모형은 지식 기반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식 기반이라는 매우 추상화된(abstracted) 행위 수준

은 목표 지향척 (goal oriented)이고， 모형 기반척 (model-based)이다.

Rasmussen은 체계 내부 구조의 정신 모형 (mental model)에 기초한 정신 시험

(men tal testing) 에 의해 특정지워지는 계획의 유형 (type of plan ning)으로서

지식 기반 행위롤 정의하었다. 아런 관검에서 오검진단， 상황 명가， 그리고 컬차

생성 둥의 지삭 기반 능력틀운 발천소 과정파 제어/방지 채겨l 반응의 정신 모형에

의존한다. 운천윈은 발전소 과정의 정량척인 시율레이션과 유사한 정신 모형을 사

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신척인 정량 시율레이션은 매우 많은 단기 기억용량

(short term memory capacity)울 요구할 것이며 대부분의 목척에 인지척으로

비효율척일 것이다. 운천훤이 요구하는 모형은 단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추세 정보

(trend information)와 총괄척인 상태 (gross state)를 얻어내는 낮은 충설도

(low fidelity)를 가진 예측척인 모형이 다.

운천윈 모형은 이상 사건의 발쟁에 대하여 컬차를 발생시키는 목척-수단 분석을

지원할 수 있눈 함촉척인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발전소 계몽의 동작과정을 정성척

인 시률레이션과유사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모형은 안전， 불안천， 상당히 안천 등

의 셰부분으로 나눠진 발천소 상태 공간의 인지척인 대응 관계와 접촉한다. 비정상

사건의 발발에 따라서 모형은 사건을 상태 공간의 불안전 영역에 위치시키고 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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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공간의 목표상태를 선택하고， 현재의 상태로 부터 목표상태로 이동시키는 방

법을 포합한 가성이 형성된다. 청량 시율래이션 모형응 제안된 반응의 변동을 시험

하는 방법을 쩨공한다"정신 시물돼야션’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된다. 모형은 현

재의 체계상태로 부터의 계획을 웰치시키기 위해 초기화 된다. 가정된 행동은 적철

한 융화 (con fluence) 롤 수정하여 표현된다. 체계행위의 예측은 체계롤 통한 행동

들의 부분척인 영향을 단계적으로 천파하여 수행된다. 안정상태 반용(steady

state response)의 상태 공간은 개채 (intervention)의 접근도(accessibility)롤

결정하기 위해 계산띈다. 만약 현재의 상태와 목표 상태간의 거리가 언급한 상태

공간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줄어들면， 행동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고려된다. 만약

거리가 줄어툴지 않는다면， 그 가설운 우시되고 새로운 가설이 채택된다.

SAINToJl서의 4가지 상위수준의 직무는 정 상척인 체획 (norm al plan ning) ,

정보 탐색 (information seek ing) , 오첩관리 (fault managemen t) , 실행계획

및 실행 {schedule/execution} 이다. 정상적인 계획 직무는 목표 형 성 (goal

formation) , 하부목표계획 (s ubgoal plan ning) , 정상척인 절차의 조사(Iook

up) 등을 포함한다.

정보탐색운 이산적인 감사룰 수행할 것인지 또눈 무행동 (quiescence) 의 상태

에 머물것인지롤 확률척으로 결정하는 원인행위로 부터 시착한다. 상태변수는 감시

된 잭체 (monitored objects) 이며， 입력자료로 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만들어 내는

변환과정의 연속 (series) 에 의존한다. 의미있는 정보란 지식 기반 모형에 대한 척

절한 업력으로 정의된다. 직무망을 통과하는 정보처리는 이산척 감시， 설때검출 및

해석 (failure detection/interpretation) , 설패올 추정， 추쩌 추정 및 오류 검

출， 상황 평가 등의 연쇄을 거친다. 이산척인 감사는 모사된 갑지 오류에 대한 감

마 푼포 형태의 소음을 롱하여 불펀향 (unbiased) 이고 여파된 표시변수 (display

variable) 의 내부 표현을 생성한다. 추세는 연결펀 정성 변수들로 구성현 시간에

따폰 기억 (time history) 의 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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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검관리 기능은 체계 질패의 검출까지는 지배척이다. 고려해야활 증거의 양을

줄이기 위해 휴리스틱 (heu r istic) 이 사용된다. 오점 진단 직무는 가컬 형정파 검

증율 포함한다. 경보 (alarm) 형태의 신속한 분류와 척절한 매개변수의 장쩨하고

연속척인 추론야 최종 전단을 위해 사용된다.

새로운 진단이 생성된 후， 예비 실행 계획 칙무 (preliminary scheduling

tasks)는 목표 갈등 해결 (goal con flict resolution). 절차 선때 (preempty).

절차 질행 계획， 절차 조사 혹은 철차 생성 등이 된다. 새로운 진단운 새로운 목표

률 활성화시키고， 만약 새로운 목표가 현재의 목표와 불월치 한다면， 그에 대한 재

해결이 추구된다. 만약 새로운 목표가 그전의 목표를 대치한다면， 현재 수행중인

절차는 중단뀐다. 전형격인 비상대웅은 척절한 대용을 식별하기 위해 절차격인 지

식베이스률 참조하는 것이다. 이상한 과도상태는 지식 기반의 절차롤 생생하는 활

동을 요구하게 펀다. 또한 철차에 따르지 않고 지식 기반의 절차의 생성을 추구하

는 결과롤 야기하는， 상황에 의존적이거나 운천원 춤심의 조건이 존재할 수도 었

다.

질행 단계는 칙무 설행 계획파 오류 복구， 칙무 제거，직무 수행도 등을 포합한

다. 절차는 칙무들로 분해된다. 칙무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로 인하여 제거될 수 었

다. 오류 복구 직무는 어헌 제어 활동의 반욕을 요구할 수 있다. 활당 지석은 칙무

가 자동화 체께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지 혹은 직무의 수행도가 운천훤의 가담에

의존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참조되어 진다. 모돈 직무는 감독 제어 직무이거나

이산척 채어 직무이다. 모형은 확인되지 않는 자동화 체계에 활당펀 칙무에 대한

수동적인 지원 (back-up)을 활 수 있게 해준다.

라. 주요 인지특성 표현

INTEROPS에서는 운전원의 인지특성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원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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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가능한 몇가자 인지적 특성을 모형의 내부에 반영함으로써 원자력분야의

인지척 칙무를 표현하는데 척합하도록 하였다. 이를 얼거하면 다읍과 같다.

(1) 동적 감시 견략 (dynamic monitoring strategy)

이산척인 감시는 동척 우선도 행렬 (dynamic priority queue)로 부터 상태변

수률 추출하는 것이다. 수정을 위한 동척 규칙과 행렬의 구조와 구성운 동척 감시

천략을 구성한다. 처음의 우선도는 발천소 과정의 정확한 정신 모형을 유지하게 해

주는 상태 변수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운전원의 편향을 반영한다. off

tolerance reading , 오점 후보를 평가하는 utili ty, 감독 쩨어 요구활 만족시켜

야 하는 펼요성 등의 이유로 동척인 우션도는 일시척으로 안정치에서 증가하게 된

다.

(2) 가회척 인 감시 (opportunistic monitoring)

이산척 감시의 통계적인 특성은 우선도 뿐만 아니라 ’개념적 거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운전원에게 가까운 변수 - 예를 플면， 표시장치롤 시야안으로 옮길

때 요구되는 노력의 관점에서의 물리척인 근접도 - 는 감시되기가 쉬올 것이다.

(3) 망각 (forgetting)

시간에 따른 지식의 소멸 현상을 지수함수척으로 표현하였다.

(4) 증거 단위화 (evidence chunking)

운천원 모형은 새로운 진단에 인지적 자원을 활당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간

단한 휴리스틱을 사용한다. 경보의 올립이나 이산객언 감시 사건은 일시척인 집단

으로 단위화 된다. 증거 단위화 휴리스틱은 인지자현의 경체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

용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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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 터널링 (cognitive tunneling)

스트라}스하에서 감시 직무의 영역 감소 현상을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였다. 이러

한 현상을 인지 터널링이라고 한다. 인지 터널령은 진단 추론에서 중요하지 않은

증겨에 대한 사용 가능성의 감소로 설명되며， 이 가능성은 시간에 따라 단조척으로

증가한다.

(6) 확인 편향 (confirmation bias)

운천원이 일단 비정상 상태에 대한 가능한 해석 또는 진단을 하면， 편향된 형태

에서 상황에 척절한 정보를 처라하기 때문에， 확인 편향의 사용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 가설파 검증 (hypothesize and test)

정보의 형태가 인식되면 현재 가능한 가설의 한계내에서 앙셰한 연속적인 추론

에 의해 최초의 가셜이 형성되고， 가셜 형성 단계에서 식별되지 않은 오첨 후보는

검증단계에서 재검토 되지 않는다.

(8) 수단-목척 분석 (means-ends analysis)

현재의 상태에서 목표상태로의 이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가설과 검증과 협업한

다. 가셜은 상태공간에서 움직아고 정성 시풀래이션이 현재와 목표 상태간의 차이

가 가설의 이동에 의해 감소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다. 상태 공간상의 차

이를 최소화하는 가설이 높은 채택 가능성을 갖는다.

(9) 의도형 성 오류 (intentional error)

의도형성에 관한 오류는 menta I slips2.로 나타나며， 잘못된 절차 생성은 강

력하찌 않은 정성 시플래이션을 야기한다. 의도척 오류는 지식베이스의 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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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발생활 수도 있다.

마. 수행도관련 평가기능

INTEROPS는 4가지의 운전원 수행도에 관한 척도를 제공하여 기능척 책임성

의 활당과 짜어 기능의 배분 타당성율 다양하게 평가활 수 었게 해준다.

(1) 인지척 작엽부하

INTEROPS논 운천훤의 제한펀 착엽 기억장소 용량을 표현하눈 인지객 자훤이

라는 개념율 갖고 있다. 많은 활성화된 인지객 직무에 대한 인지척 자원의 사용도

(주로 평균 혹은 최빈)가 인지적 작엽 부하의 지표가 된다. 또 다른 지표는 인지적

칙무의 대기의 킬이이다. 이 길이는 인지척 자훤에 대한 수요의 지시자이며， 이와

같은 대기는 INTEROPS에서 요구대기 (request queue) 라고 한다.

(2) 잔단 민감도

가능한 사건의 집합에 대한 진단정도를 말하며 집합의 각 훤소에 대한 진단의

최대 차여가 지표가 된다.

(3) 반옹 지연

사건의 발생과 운천원 행위의 시작간의 시간상 차이이다.

(4) 검층과 제어 오휴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존재할때， 이 대응을 자동화 체계에 할당된 대

웅파 훈천원에게 할당된 대응으로 나누었을 때， 가능한 결과는 정확한 행동， 불필

요한 행동， 직무제거， 올바른 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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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ES (57-60, 63)

CES(Cognitive Environment Simulation}눈 미국 Westinghouse사에서

개발펀 인지모형의 기반올 통한 소프트웨어척인 시률래이션 모형화 도구이며，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응용단계에 있다. CES의 개발은 원자력발천소 운전 및 보수에 판

한 사고의 상당부분이 인척요소에 가인하고， 비앙상태에서 언척행위를 결정하는 충

요한 요인이 의도형성 (intention formation) - 수행해야할 행동를 결청합

(deciding on what action to perform) - 이라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운

천현의 의도형성에 관한 오류는 위험도 (risk) 에 대한 인척공헌 (human

contribution)중 중요한 요소이며， 확률폰척 안천성 명가(Probabilistic sarety

A&';essmen t : PSA) 에서 이러한 인척오류의 평가를 위한 보다 효파척인 방안을

필요로 한다는 사철은 CES와 같은 원자력발천소 운천훤의 행위를 모형화하는 과쩨

률 성립시켰다. CES는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하여 원자력발천소 비상운천시에 운천

훤이 어떻게 의도률 형성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시율레이션 도구이다. Reactor

Code가 발전소의 열수력 과정을 모형화 하는 것파 같은방법으로 CES모형운 인간

의 의도형성을 탐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분석적인 천산 시툴레이션 도구이다.

가. 거폰구조

CES모형은 인간의 인지활동중 의도형성을 모형화의 대상영역으로하고 있다.

이는 작업자의 실행오류 (execution error) 에 대하여는 그 가능성 (likelihood) 및

형태 (form)의 평가가 이미 가능하께 되었다는 점과， 찰못된 의도(erroneous

inten tion)는 위험도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공풍유형얼꽤(common mode

fail ures)의 잠재척 현인이라는 점 등의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모형화의

영역이 되는 의도형성이라는것은 추론과정 (reasoning process)에 기초하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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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CES는 의도형성을 표현하기 위해 추폰 등 인지과정의 시풀레이션을 포함

하므로 인지모형의 범주에 속한다. CES는 여러가지 비상운전 상황에서 수행 가능

한 운천훤의 반응을 탑구하게 해주는 인지과정의 시율레이션으로서， 주어잔 문째해

결 자훤 (problem-solving resources) 에 대한 상야한 문제해결 상항을 비교분석

할 수 었게 해준다. 궁극격으로 상황명가 (situation assessmen t) 및 의도형성을

결청하는 인지과정을 모사함으로써 운전원이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를 다룰 수 있

는 해석척민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척:로 CES가 제공할 수 있는

운천핸 반응에 대한 해석가능 항목은 마음과 같다.

- 의도형성의 질패를 유발하는 상황파 요인

- 의도 껄때의 형태

- 다음을 포함하는 의도 질때의 결과

• 누락오류 (errors of omission)

• 칙무오류 (commission errors) 와 공통유형질때

오류복구 (error recovery)

즉흥적 행위연쇄 (improvised action sequences) 등.

CES모형의 최종적인 개발목적은， 인간신뢰도 훈석을 통하여 PRA에서 위험애

대한 인객공헌올 예측， 인척오류(특허， 꽁통유형질때와칙무오류)를 유발하눈 상항

의 식별， 인척오류를 생성하는 구죠의 이해， 위헝/오류 저감천략(risk/error

r때uction stra tegies)의 개발 지원， 원자력발천소 인간·기계 체계에서의 변화가

운천원 수행 도에 마치는 영향을 예측하눈 것 등이다. 운천원의 의도는 원자력발천

소의 감시， 상황명가， 설명， 반응을 판단하는 추론과정에 기초한다. 인지과학의 관

점에서 지식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사용되는 가는 거폰척으로 자료에 의한 지식의

활성화(data-driven activation of knowledge)와 지식에 의한 관측과 활동

(knowledge-driven observation and action)의 반복척인 순환에 달려 었다.

즉， 실세계에서 어떤 상황이 주목되면 이는 어떤 내부 지식을 활성화하며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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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윤 새로운 판찰이나 행동을 유도하여 절국 또 다른 내부 지식을 활성화한다.

CES 개발자둘은 인지모형들은 자료가 어떻게 지식을 활성화하고 활생화된 지식이

어떻게 특별한 관찰이나 활동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특이성 측면에서 구별펀다고

주장한다.

CES모형은 원자력발천소 비정상장태와 정상상태 동안의 운천을 포함하는 비상

상황하에서 인간의 의도형성에 영향을 주는 인지과정율 모형화의 대상으로 하눈데，

이 영역은 Rasmussen의 행위분류 관첨에서 보면 규척기반행위와 지식기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ES 모형에서는 훤자력발전소 비상운전에 대한 인지척 수요

(oognitive demands)롤 만족하기 위해 다음의 처리요견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

다.

- 여러가지 질때의 가능성이 주어진 상황을 헝가하기 위한 과정증거

(process evidence) 제시.

- 원자력발전소는 동적요로 변화하는 체계에서의 지속척인 증거의

감시 (monitoring) .

- 높은 착업부하와 제한된 정신자원 (mental resource) 으로 인한 가능한 증거

또는 설명 (explanation) 의 부분적인 시험 혹은 추구 가능.

- 주의집중 (attentional focus) 의 꽤어 및 수정 기능 포합.

- 새로운 신호 (signals) • 사건 (events) 과 지식-구동 선택의 기회척인 처리의

상호작용을 통한 주의집충의 제어.

- 불확실성과 위험하애서의 선택 기능 포합.

일반척요로， 모형은 개념 (concept) • 표현 (representa tion). 구현환경

(machinary)으로써 간략히 나타낼 수 있는데. CES 모형픈 의도가 어떻게 형성

되고 어떻게 잘못되었는 지에 관한 인지심려학의 일반척인 결과와 원자력발천소 비

상상황하에서 운천원 작업수행에 대한 구체격언 사혜 연구로 부터 나온 개념에 기

초하였다. CES는 질제 비상운견에 대한 유사체계로 고안현 모형화 환경으로 표현

된다. 사고와 사고복구대응의 천개에 대한 핵꽁학 등의 공학척인 천문용어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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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폰의 요사내용을， 작업수뺑 이 어렵고 요류생향이 있는 문제해결 상빵을 식

별하는데 객합한 문제해결 언어로 된 인지공학객 묘사내용으로 변환시키는데 주안

첨을 두고 있다. 구현환경 촉변에서 CES는 EAGOL이라는 천문가시스댐 소프트

혜어의 기반위애서 개발되었고， 따라서 펀문가시스템의 일반객인 구조인 지석표현

파 처리구조률 따른다. EAGOL은 다수의 결합발생 가능성을 가진 동척 상황에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용 문제해결 시스댐으로서， 지식쩨이스 (knowledge

base) 와 추론기관(inferen∞ engine) 올 가진 천형척인 전문가시스댐이다. CES

에서는 EAGOL의 이러한 기능을 아용하여 운천원의 의도형성파 관련되는 지식과

추폰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폰환경을 구촉하고 있다.

나. 모형화의 접근방식

(1) 모형의 기본툴

CES 모형의 접근방식은 기본척인 모형화 툴(framework)을 설정하고 여기에

인지척 처리자원의 채약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파악된다. 모형화 툴윤 관심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인지 활동들의 여러가지 유형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그 유형간

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오칙 하나의 모형화 개념과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툴은 결국 좁은 영역을 다루게 되는 단점을 가지는 반면에 그 영역에 대한 깊은 이

해와 연구률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었다. 이런 모형화 흘의 개념운 공식화펀 모

형의 펼요성과 복잡하고 넓은 영역에서의 인간행동을 다루어야만 하는 요구간의 철

충판계 (trade-off)가 존재할 때 자주 사용된다. CES에서 컬청한 모형화를 위한

모형화 툴윤 비상운전이라는문제해결 환경의 모형에 기초한 것이고， 강조점은 푼

제해결 환껑과 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인지척 수요(demands)의 모형화이다. 가장

기본쩍인 심리학척 제약이면서도 원자력발천소의 운전원 모형에 중요한 제약은 인

간이 제한된 인지과정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CES 모형운 동쩍이고 불확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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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복잡한 상황하에서 제한펀 자현을 가진 운제 해결자 (problem-solver) 를 모

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모형화 접근방법이 선태된 결파 인지 환청 시

률레이션 (Cognitive Environment Simulation, CES) 이라고 이륨지워 졌다.

의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인과척인 연관관계를 모사하여 운천원 행위에 대한

예촉율 하는 점으로 보아. CES눈 인과모형 (ca usal model)의 범주에 속한다. 이

것은 오류륭 유발하는 과정을 모사하기 보다는 수행도와 상황변수 사이의 묘사척인

정규정 (descriptive regulari ties) 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상관척 첩근방법

(correlational approaches)과는 차이가 있다. CES는 훤자력발전소에 의도형성

과 관련된 많은 요인툴야 있는 상황하에서 운천현이 어떤 행위를 취할지롤 어느 청

도 예측할 수 있으며， 오류의 형태와 원인의 식별을 가능하게 활 수 있는 것이다.

(2) 오류의 모형화 방식

CES에서는 언척오류룹 자식과 인지적 처리자원 그리고 사고 등에 의해 야기되

는 인지척 요구깐의 볼일치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지식과 처리에 소요되는 인

지적 자원을 변화시킴으로써， 운전원의 행동을 어떠한 잘못된 상항에 빠지게 하겨

나， 일시적으로 잘못되게 하든지 계속척으로 잘못된 상황에 머물게 하는 식으로 처

리할 수 있다. 오류는 인지적 처리의 결과이므로 오류구조는 인지척 처리구조에 활

려있요며， 주로 안지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CES의

모형화 방식은 운천원의 수행도와 오류에 대한 모형화 방식a로서 완천한 것은 아

니지만 주어진 범위내에서는 합리적인 첩근방식이라고 활 수 있다.

그림 2.8은 동척 시률레이션이 가능한 체계에서 CES의 역활을 보여준다. CES

는 서간에 따라 변화하눈 발천소 상태변수를 가상표서장치(virtual display)로 부

터 파악한다. CES는 가장표시장치로부터 얻운 업력을 토대로 파악된 발전소 상황

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성하고 - 즉， 의도를 형성하고 - 이를 수행하여 발전소의 상

황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역활의 수행을 위해서 CES 내부에서는 그립 2.9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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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서활동， 설명축조활동， 대응방안 관리활동 등이 서로 병렬척으로 작동한다. 이

세가지 활동은 자료-상태 (da ta -sta00) , 상태‘대응 (state-response) , 상태-상태

(sta te-sta te) 연계 (l ink) 동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지식저장소(pool of

knowledge)에 근거하여 작동하며， 각 활동은 후에 처리구조(processing

ma;hanism)의 분석자(analyst)로 구현되었다. CES 사용자는 이러한 CES 내

부를 판촉하여 운천원이 수행하는 자료수집， 상황명가， 가절컬정， 상황예측 등에

대한 정보롤 얻을 수 있다. 결과척으로 그립 2.10에서 나타나듯이 CES 사용자는

잘못된 의도의 식별， 원인규명， 결과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그렴 2.11에는 CES의

모형화 과정여 나타나 있다. 우선 CES 개념을 의도형성 방법에 대한 경험척 자료

와 윈자력발천소의 구조와 기능으로 부터 설정하고 이를 인지척 요구륙성

(cognitive competen띠es)으로 구체화 하였다. 요구특성에 대한 반복척얀 상세

검토를 거쳐서 상당히 정련된 후에 인공지능 기법을 몽하여 CES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발천소와곁이 복잡하고 동적인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작엽수

행에 대한 지식은 아칙 불완전하다. 그러나 운천뀐의 작업수행에 대한 현재의 지식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나， 앞응로 새로운 상황을 외삽하기 위해서는

CES와 같은 공식척인 모형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경험을 작업수행에 대한 현재

지식과 비교하거나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도 모형이 필요하다. 특히， CES는 비상상

항에서 운천원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현재의 지식올 표현해주며， 경험적

자료가 없거나 회귀한 새로운 상황에서의 의도형성에 대한 지식을 함축척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CES와 같은 인지환경의 서율레이션은 운천원의 작업수행에 대한 경

험자료는 물론 보완척으로 해석격인 자료를 제공할 수 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3) 구현방식

구현방식의 측면에서 CES는 천문가시스댐의 구조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지식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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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Studies
of Operational
Problem-Solving

Function & Structure
ofNPPs

Cognitive Competencies

Formalization
Modeling

Environmen t:
CES

그립 2.11 eES의 포형화 과정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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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와 처랴구죠(inference engine의 역할)의 두가지 기본요소를 가지고 었다.

지식베이스눈 운천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대신한 것이며， 처리구조는

추론기관에 악하여 지식베이스로 부터 어떠한 지식이 호출되고 어헌 인지작용이 계

획되는 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지식베이스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척철한 지식을 캡근하고 사

용활 수 없요며， 어현 처리주기 (process cycle) 에서 사용가능한 자료 천체를 검토

할 수 없다. 따라서 CES는 주어진 처리주기내에서 무슨 자료를 검토하고 언제 어

떤 지식이 활성화되는 지를 제어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러한 처l 어에

영향을 미친다.

- 지식구동 처리와 자료구동 처리간의 순환과 상호작용

- 어헌 처리롤 수행하는 자원파 착업부하의 상호작용이 다른 처리의 수행을 방

해 (예롤 들면， 어떤 처리 활동이 다음에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선택해야 하

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

- ‘흥미 있는’ 발켠에 대한 제한된 문체 해결자의 최우선 집중

이러한 채어행위롤 달성하기 위해 CES가 제안한 기본 처리구조는 ’분석자’

(analysts) 를 활용하는 것이다. CES에는 3개의 분석자가 있는데 각각 독립척인

책임영역과 처리개시 기준율 가지고 있어서， 이 기준을 만족할 때 정해진 처리작업

을 수행하고 지식베이스로 부터 필요한 지식을 호출한다.

(가) 행위푼석자(behavior analyst)

관측왼 발천소 행위가 기대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발천소 행위를 감

시하고 분석하는 책임이 있다. 행위분석자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것은 아니며 다

음의 두 경우에 한하어 생성 혹은 재생성된다.

- 자료 구동: 매개변수나 상태의 변화가 어떤 기준을 만족할 때. 이때의 기준은

목표로 부터 벗어난 정도， 제한치 이탈 (out-of-limits). 변화 또는 운천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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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척할 가치가 었는 행위의 변화 등이 될 수 있다.

- 지식 구동: 다른종류의 분석자가 행위 분석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발전소 매

개변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때.

일단 생성된 행위 분석자는 관심있는 자료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판측된 사건

의 경향을 파악한다. 행위 푼석자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판촉된 발천소 상황은 상

황 훈석자에게로 보내전다. 즉， 기대와 맞지 않을 시에는 상황 분석자의 생성을 유

발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다른 상황 훈석자의 업력이 된다.

(나) 상황 분석자 (situation analyst)

인식된 상황을 분석， 예측되지 않은 발견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가정하고 추척

하는 책임이 있다. 상황 분석자는 행위 분석자에게 훤자력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다

른 증거가 가정과 일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총거를 제공해 줄 것을 요

구하며 이률 위해 행위 분석자를 생성시킨다.

(다) 반응 계획 분석자(response plan analyst)

인식펀 벼정상 상황을 수정하여 바로 잡거나 대처하기 뷔한 계획을 선택하고 척

용하는 책임이 있다. 반응계획 분석자는 사고의 징후 (disturba nee; 예를 툴면，

합력의 저하)와 결합(faults; 예를 들연， 중기발생거 천얼관 파열)에 대해 이미 계

획된 반응연쇄에 대한 지식을 호출하고， 요구되는 반응계획을 감시， 척용， 설명하

눈 책임이 있다. 인석된 상황에 대한 반응방법을 가지고 있는 지식은 관촉된 행위，

셜명， 가정된 영향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등에 의해 마인드{mind}로 호출된다. 따

라서 올바른 반응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식때이스에 저장펀 반응정보와 밀첩한 관

련이 었다. 현재 불확힐성하에서 반응을 선태하는 기능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단

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분석자는 각가 결론을 유도하고， 필요한 분석자에게 그 결과룰 전달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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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동척인 과정 (active process) 으로 썰계되어 있다. CES에서의 문제해결 구

조의 기본척인 특정운 각 분석자는 매우 좁은 범위의 관점과 책임성율 가지며， 완

천한 문제해결은 다수의 분석자간의 통신과 연계구성을 통하여 이후어 진다는 것이

다. 다수의 분석자를 도입함으로써 문체해결중 여러가지 처리 유형 빛 서로 얽히고

병 렬로 발생하는 추론의 연쇄를 모형화하고 있다.

다. PAFs

PAFs(Performance Adjustmen t Factors) 는 CES내의 지식과 처리자훤올

변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작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요인틀의 집합으로서， 현자력

발전소 비상상황을 PAFs를 조정하여 모사할 수 있다. 특정한 PAFs의 초합을 통

하여 관심있는 상황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PAFs는 의도오류발생 상황， 의

도 오류결과， 의도 오류훤인 등을 식별해낼 수 있도록 해준다. 원자력발전소와

CES의 PAFs는 다-대-다 대응관계 (many-to-many mapping) 이며， 분석자는

CES에 대한 자료의 가상 표시장치 (virtual display)나 CES내의 지식파 처리 특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CES의 PAFs흘 사용한다.

라. CES의 전산화 구조

CES는 지식베이스와 처리구조로 구성되었다논 점에서 일반척인 천문가시스탱

과 구조척으로 동일하며 표현방석도 유사한 변을 보여준다.

(1) 져식뻐이스를 위한 지삭표현

지식표현의 기본단위는 두개의 지식 사이의 연계(l ink) 로 구성되며， 그 연겨l를

묘사하는 지식 연결자 (coupler) 는 지식베이스에 존재하고 운천훤이 가지는 훤자력

발천소 data -sta te evidence links. sta te-state links. state-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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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s 등에 대한 자식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지식 연결자는 두가지 지식에 대한

연판성의 강도를 정하여 지식의 호출순서로 활용한다. 연관성의 강도가 클수록 우

선하며， 이눈 지식의 첩근도(accessibility)를 조절하눈 역활을 담당한다.

(2) 처리 구조

발천소의 감시， 상황평가， 셜명축조 둥이 발천소 행위를 설명하고 인식된 발전

소 상황에 대한 반융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CES에서 처리는 다수의 독

립척인 행위자 (agent) 인 분석자의 활동을 롱하여 수행띈다. 처리 구조은 어헌 기

준이 만족될 때 분석자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분석자는 필요한 지식베야스로부터

지작을 얻어내어 정보처리룰 수행한다. 각 분석자는 지식베이스률 사용하여 분석자

의 생성， 중단 등을 위한 기준율 제공하고， 기대의 생성， 결론 유도， 반응결정 등

을 위해 필요한 발전소 지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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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SIMO (7.10.15)

COSIMO는 현재 이탈리아 ISPRA연구소에서 개발중인 인지 시율레이션 모형

(~gnitive Simulation Model: COSIMO)으로서， 사고 발생시 복잡한 작업

환경하에서 운전원 반웅을 모형화하였다. 운천원 직무에서 정보탐색， 혜 턴인식

(pa ttern recogn ition) , 진단 (diagnosis) • 감시 (moni toring) , 겨l획

(planning) 과 실행 (execu tion) 등의 인지적 가능을 모형화한 것이다. COSIMO

는 이와같은 기능들이 결합되어 인지과정의 .보수척 메가니즙’ (mechanism of

conservation)을 표현하는 인지 기본요소’ (primitives of cognition) 에 따라

모형화한 환경에서 작동한다.

인지척 기능들은 인간과 작업환경의 전반척인 상태를 모형화하는데 충훈한 유연

성과 모률화(modularity)를 제공하는 정보구초내에 구현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

정의 시률레이션에 필요한 지식과 메카니즘의 각종 source률의 상호작용을 기술하

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혹환(BlackBoard: BB) 구조를 사용하였다. COSIMO는

Lisp machine에서 수행되고 Sun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발전소 시율레이션 프로

그랩파 상호작용을 한다.

COSIMO는 안천성 측면에서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대한 척합성을 조사하기 위

하여 가상척인 사고 상황에서 운천원의 행위를 명시척으로 묘사하여 탑구하는데에

유용하다. 운전원의 인지적 기능의 전산 모형화 구조흘 통하여， COSIMa는 다음

과 같은 항목을 분석활 수 있는 응용력을 가진다.

- 특정 상황하에서 운천원의 행동방식 분석

- 인척오류 유발 상황규명

- 주어진 문제해결 자원 제약(운천원 지식， 인간-기계 상호 연계， 철차 등)하에

서 운제해결 상황 파악

- 오류복구를 위한 조건의 파악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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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간-기계 체계에서 발생가능한 변화의 효파 조사

가· COSIMa의 구조

COSIMa의 기본구조는 그립 2.12와 갇이 지식베어스(Knowledge Base:

KB)와 작업기억장소(Working Memory: WM)로 이루어져 있다. 지식베이스는

운천원의 지식을 저장하는 가상적인 구조이고， 작업 가억장소는 이러한 지식을 사

용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1) 지식베이스

지식베이스는 가상척이고 무제한척이며， 그 내용은 기하학척인 구조(구성요소의

연결， 위치， 상태 등) , 파청의 표현(다양한 행위， 인과관계， 기능척 경계와 역치

등)， 제어 연쇄(행동， 직무，철차와 그 각각의 효과 동)의 형태로 발전소에 대한 운

천원의 지식을 의미한다. 지식베이스는 프헤임 (frame) 또는 스키마타

(schemata) 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었다.

COSIMa에서 프레임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지식 프레임

(Knowledge Frame: KF) 인데， 지식 프레임에는 경험법칙 뿐만 아니라 물리적

또는 공학척 훤리의 형식으로 체계의 구조와 움칙임이 묘사되어었다. 또 다른 프레

임의 유형은 그립 2.13과 같이 규칙 프레임 (Rule Frame: RF)이다. 이것은 여

러가지 상황에 대해 마리 정의된 행동의 계획을 포합한다. 따라서 경험과 학습은

규칙 프레임을 편집하는 것으로 보았다. 규칙프레임픈 사고의 유형을 나타내는 라

벨 (label) • 그 사고에 대한 친숙도 (familiarity)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고룰 경헝

한 횟수와 관련되는 주관적 빈도(subjective frequency) , 그 사고를 특정짓고

그 사고의 발생시 기대되는 증상을 묘사하는 속성 (attributes) 파 속성값

(attribu tes-valu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77 -



ENVIRONMENT

-
--

---
--

’
·

-----
•

-톨-“-

ACCIDENT κ
{

•-
atlnbulea
。 000 。 ‘t--

AcnoN

폭홍눔 •-
뉴-

RBF

SM

cues

•
elF

WM

KB

MX:IIlI톨!’ I

。 00 。

‘~

￡종능

Pbyw1caJ
principle.

Rule. 01
thwnb

뼈F

그림 2.12 COSIMO 구조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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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프레암내에서는 물리척 증상파 논리객 증상틀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물리격 증상들은 발전소 운천변수들(예를 들면，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로 유압되는 유량이 고(high) • 증기발생기내 압력아 감소)과 관련이

있고， 논리척 증상률은 Boolean 지시자뜰(예를 툴연， 혐프 지시계자 on. 조절밸

브 지시계가 off)과 관련이 있다. 종상은 다음과 같은 요소틀로 구성되어 었다.

- 변수(예: 압력)

- 물질(예: 냉각수)

- 발천소 기기(예: 증기발생기 l}

- 수치 (예 : 55)

- 의마값(예: 높읍)

* 수치적 마분치 (예 : +4 u/t)

- 의미척 미분치 (예 : 증가됩)

- 시간 (s)

- 수치 이 력 (예 : 200. 300. 350)

- 물리척 현저 (physical salience)

- 인지척 현저 (cogn iti ve sa lienee)

불리척 현저는 증상의 풀리척인 성질(예를 툴변， 지서계의 형태， 제어반의 위

치， 경보들의 광도 또는 경보음의 코기)을 나타낸다. 인지척 현저는 증상의 주관척

인 친숙도와 중요성을 나타낸다. 예룰 들면， 어떤 특별한 지시계가 현재 직무와 특

별한 연관이 었으므로 운천원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체계에서 발생하눈 과정의 통척인 변화룰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식구조

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그립 2.14와 같이 동척 프레임 (dynamic Frame) 이 라

는 규칙프래임의 확장구조를 사용한다. 동척 프레임운 운전원에 의해 수행되는 인

지적 파정의 다양한 변화와 같은 특정과청에 대한 셜청구조(configuration)의 진

천을 묘사하며， 사건발생 후 부터의 경파된 시간，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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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hanged symptom) , 천에 관측되지 않었던 새로운 증상，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증상 (changed symptom) , 규칙프레업의 정적인 부분 (static frame)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깨체속성행렬

COSIMa에서는 규칙 프레임과 연관된 개체속성행렬 (Entities- Attribu te

Matrix: EAM)이라는 지식구조를 제공한다. 고립 2.15와 같이 EAM은 증상과

규책프레암의 빈도 표시의 접합으로 볼 수 있으며 행렬내의 어떤 원소는 특정 사고

상황에서 특청 속성값을 나타낸다. 각 개체를 묘사하는 속생의 접합은 제각기 다르

므로.. EAM에서 나타나는 번 영역 (empty space) 은 그 개채에 대한 속성이 나타

나지 않응을 의미한다. 속성의 수는 그 개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운천왼의 지식

과 관련이 었으며， 지식은 운천현이 경험한 사고의 수에 의존하고 사고의 빈도가

높율수확 더 많운 속성이 존재하게 된다 (36) .

속성 A에 대한 륙정값 v는 다음파 같은 진단도 (diagnosticity) D (A , v) 로 나

타낼 수 있다.

D(A, v)=(N‘ n) /(N- l)

여기에서 N은 천체 개체의 수， n은 A에 대한 속성값이 v인 개채의 수룰 나타낸

다. 진단도는 해당하는 속성에 대한 특정 속성값에 의해 제공되는 개체의 판별수준

을 나타내며， 그 값이 를수록 판별력은 커진다.

(3) 작업기억장소

COSIMa에서 작업기억장소(work ing memory)의 역할은 지식베이스의 내용

과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운석하고 평가하며， 가셜을 생성하고， 어느 가설이 걱합

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작업기억장소는 자료의 알시척 저장 및 관리와 더불어 인

지과정을 위한 착업영역을 포함한다. 작업가억장소로의 첩근을 허가받은 현저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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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5 개체속성행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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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료(즉 외부의 salient cue) 는 지식베이스를 조사하기 위한 호출조건(calling

condition)이 된다. 작업기억장소로 필요한 지식을 가져오는 COSIMOoJl서의 메

카니즘은 8M (Similarity Matching)과 FG (F requency Gambling) 이 다. 이

두가지 인지 기본요소눈 인지척 수요을 최소화하고， 즉각척인 정보처리 활동에 대

한 기회롤 최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운천원이 수행합을 의미하며， 이는 인지심리학척

요로 비상시 운천훤이 행하는 가장 일반척인 문제해결 천략요로 알려져 있다(36).

8M온 운전훤의 지식(즉， 규칙프레임)에 포함된 상용하는 기대 (expectation)률

가지고 있는 지각된 환경 cue률 얼치시컨다. 아 파청은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잠재척인 후보자들(candidates)인 프례임의 집합을 생성한다. 이 후보자는

단일한 가절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된 가철의 집합이 된다. SM에 의해 선정된

바 있고 부분적으로 일쳐된 가설중에서 최종 선정을 위해 FG가 사용되는데， FG

는 가장 빈도가 높고 친숙한 사고 상항을 기훈으로 선택한다. 그 최종 선정 결과불

을 CIF (Curren tly Instan tiated Frame) 이 라고 한다. elF는 확인

(oonfirma tion)과 실행 (exec ution)을 위해 작업기억장소로 천달된다. 이 CIF는

부가쩍인 내부 cue롤 형성하께 하며 발전소의 불리척 과정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외부 Cue와 더불어 작업기억장소와 지식베이스 사이의 동척 상호작용율 위한 ’호

출조건’의 최선화된 집합이 된다. 이때에 메타 지식 메차니즘(metaknowledge

mochanism)은 진행중인 인지활동의 유지， 재힐행계획 (rescheduling) , 재형성

(resetting)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인지모형에서 SM과 FG는 표현되는 인지활동이

나 그 과정의 평가에 척용되는 보수성의 훤칙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며，

COSIMO의 인지 기본요소로 파악된다.

COSIMO릎 인지활동 활성화 및 수행 측면에서 보면， 낮은 수준의 활동어 더

높은 수준의 인지과정에 의해 제어됩율 알 수 있다. 이련 두가지 유형의 활동윤 시

율레이션쌍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활동의 선택과 순서는 인간-거계 상호착용의 진행

상황과 그 시간에서 운천원의 상태률 묘사하는 인지과정과 관련된 자료의 양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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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한다. 모형의 기본척인 이론변에서 8M파 FG는 모사되는 활동이나 인지파청의

명가에서 항상 유지되는 보수성의 훤리 (conserva tion principle)를 나타낸다. 따

라서 그것은 모형의 인지 기봄요소(primitive of cognition)로서 간주된다. 그러

나 COSIMa에는 또다른 유형의 인지 기본요소가 존재하는데， 연역척/귀납척 추론

(<led uction Ii nduction reason ing)과 유추추론(analogical reasoning) 등에

겨초한 의사결정 과정과 계획과정이 묘사되는 칙첩추폰(Direct Inference: D I)

이다. 칙캡추론은 위와 같운 과청- 즉， 의사결정과정이나계획과정 -이나 SM-FG

가 최총 선정 결과물을 생성하는페 질때했을때 활성화 된다. 아경우 운제해결자는

대부훈 연속척인 다단계 추론과정을 사용하는 천략을 사용해야 하며， 아것은 매우

많은 주의 자원 (a tten tion resource)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인지척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타당하다.

나. 주요 인지기능

COSIMOofl서는 4가지의 인지척 활동이 고려되어 었다. 인지적 여과

(cogni tive filtering). 진단(diag nosis) , 확인 (confi rma tion) , 계획

(planning) 등 4가지 인지활동과 체계적 시물돼이션 사이의 의미척인 연결은 퍼

지 논리 (fuzzy logic)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다. 퍼지 논리는 운전훤의 근사척인

지식과 실세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표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방법으로 인지모형

에서의 응용은 척합한 것요로 생각되어진다.

(1) 인지적 여과

COSIMO oJl서 발전소의 물리적인 거동과 인지모형간의 상호 교류는 인지척 여

과기능과 의미 해석자(i nter pre ter)흘 통하여 표현하였다. 인지여과의 메카니즘은

현재 자각된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을 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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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저성 (salience) 의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COSIM。에서 cue에 대한

현저성은 물리척인 차훤과 주관척 유의성과 관련한 현저성의 맥락으로 구성된 두가

지 매개변수의 결합 합수이다. 의미해석자는 수리척/논리척 자료(예를 들면， 압력

율 나타내는 수치， 밸브의 깨꽤 퉁)롤 운전훤에게 의미었다고 판단되는 의미척 자

료않emantic data; 정상， 낮다， 높다 등)로 변환시킨다. 이 변환은 의미척 표현

과 수리적 표현 사이의 퍼지매칭 (fuzzy matching)를 통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인지 여파활동에서의 환정에 대한 Cue는 현저 성율 기준으로 한 션택 메차니즘을

통해 작업기억장소에의 접근플 허가받게 된다.

(2) 진단

COSIMa에서의 진단활동은 지식베이스와 작업기억장소률 연계하기 위한

Simi lari t y Ma tching (SM)과 Frequency Gambling(FG)의 계산척 특성에

의폰한다. 진단은 일정한 시간에 걸쳐 수행될 수 있고， 다소 불연속적인 형태의 동

객과청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진단활동은 다큰 계획과 설행을 형성하

기 위해 또는 새로운 진단과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충지될 수 있다. 진단활동의 결

과는 주로 elF (Current Instan tiated Frame)라는 프레임이며， elF는 어떤

시간구간에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연판된 활동들의 계획을 포함한다. elF는 발

천소상에 적용할 수 었는 활동 (action)과 검증 (testing)의 형태로 수행된다.

(3) 확인

COSIMO에서의 확인활동은 증상에 가초한다. 충상은 곧 cue야며 CIF롤 결정

하었던 진단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증상은 최고의 진단도

(diagnostici ty) - 지식베이스에 포함된 프레임의 집합에 대해 cue의 정보의 유

용성을 나타냄 - 을 가진 것이다. 예툴 툴면， 많은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cue는 낮

은 진단도를 가지는 반면， 어느 한 프돼임에서만 나타나는 cue는 최대의 진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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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확인윤 시나리오의 가설에 대 한 검증 뿐만 아니라 관측이나 활동의 기대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인지활동이다. 확인과 인지척 여과는 함께 수행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 과정은 두단체로 구성된다. 우션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률 가지고 첫

번째 가성을 형성하게 하는 자료구동 과정 (da ta-driven process)이 수행띈다.

그 다음에는 첫번째 생성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폭넓은 정보수칩을 하는 가셜구

동 과정 (Hypothesis-driven Process) 이다. 자료구동과정은 인지 여파률 통해

수행되고， 가절구통과정은 또다른 인지여과 과정을 함유한 확인활동을 통해 수행된

다.

(4) 계획

경협습득과 학습의 시율레이션은 복잡한 계획과정율 형성하께 해준다. 일반척으

로 경험이 많은 운천원윤 많윤 절차와 복구전략이 알려져 있을 때， 두가지 접근방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즉， 1) 즉각척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척절한 계획을 포함하

고 엄격히 절차화펀 규칙 프레임이 생성되고， 2) 유추과정에 의해 운전원이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는 기존의 계획을 적용시킨다. COSIMa에서 이펀 계획과정은 지식

표돼임내에서 수행된다. 경험이 상대척으로 척은 운전원의 경우는 지식프레임에 없

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수행되는데， 발천소 구성요소들간의 기능척/구

조적 연계성에 대한 추론이 폭넓게 수행된다‘ 이는 초보자는 행동의 계획을 수협하

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운천원보다 더 많이 지식베이스에 의존함을 의며하며

COSIMa에서는 이를 표현하고 있다.

다. 혹판 시스템

COSIMa의 천산화 구조는 혹판(BlackBoard: BB)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았

다. 혹판구죠는 운천훤의 추론과 의사결정을 표현하기 위한 인지모형의 전산화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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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본구조로서 제안되었다. 이 혹·딴구조는 다음의 3가지 이유에서 인지모형의

기본구조로서 강력한 장검율 갖고 있다.

一 계획， 진단， 여파 동의 활동을 병렬척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전훤의 성향

(propensity) 이 다양하게 추어졌을때， 이와 같은 추론의 유연성에 의한 척

용척인 행위를 표현하기 위한 어펀 천산화 구초가 필요하다.

- 새로 입수된 정보에 따라서 계획와 동척인 수정과 컬명에 칩충활 수 있도록

해주는 인지과정의 외형척인 표현을 지훤활 수 있어야 한다.

- 점차 증가하는 기회적인 의사결정의 전개와 상황의 변화에 대처활 수 있는 농

력이 표현 가능해야 한다.

(1) 혹판 구조

그림 2.16과 같이 혹판구조는 일반척으로 다음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1. 혹판 자체와 내부구조.

2. 혹판에서 작업하는 행위자(agen ts) : 지식원 (know ledge sou rce) 또는 천

문가(specialist) .

3. 행위자의 행동을 관리하는 제어자 (controller) .

혹판구조는 체계에 의해 생성되고， 추론의 과청을 잠재척으로 도올 수 있는 모

는 정보률 수집한다. 행위자는 독립척인 개체 (entities) 로서. 혹판구조에서 새로이

사용가능한 자료훌륭 받고 혹판구조를 최신화하는 새로운 연역 (ded uction)을 생성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행위자는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이률 제어자가 관리한다.

혹판구조는 모형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조화된 객체 (structured-objec ts)

의 다양한 종류에 일치하는 서로 다른 정보의 수준틀(levels of information)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수준응 계충을 형성하는데， 대부분의 추론과정이 이 계충에

따라 얼어난다. 반면에 자료의 특성은 객체가 위치하게 될 수준을 묘사한다. 행위

자는 영역의존 추론메카니즘의 하나롤 의미하고，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혹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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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간캡적으로 교류한다.

(2) 행위자 (agent)

행위자는 야기본체 (triggeri ng body). 션뱅조건폰체 (precondi tion body).

행동본체(ac tion body)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었다. 야기본체에서는추론과정울

도올 수 있는 행위자에 의해 초기조건이 명가된다. 어떤 사건에 의해 야기될지라도

행위자는 행동본체를 항상 직캡 수행할 수 었는 것은 아나다. 얼행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부가척인 자료가 요구된다. 이 요구조건은 행위자의 션행조건본체를 형성한

다. 행동본체는 야기본체와 선행초건본체과일치하는 자료에 대한 추론 메카니즙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눈지에 관한 지식을 포합하고 있다. 혹판구조룰 수정하는 유얼

한 방법은 행위자의 행동단계를 실행하는동안 혹판에 새로운 객체의 생성이나 이미

존재하는 객체의 수정 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혹판에서 새로 입수된 자료가 행위

자의 야기폰체 부푼을 만족할 때 마다， 여 행위자는 하나의 직무를 발생시킨다. 발

생된 직무는 겔행계획과정과 행위자의 행동본체의 설뺑동안 사용될 자료의 집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 직무는 제어자에게 잠재적인 행위자의 추론에 관한 정보를

준다. 행위자의 상행은 다음의 3단계로 수행된다.

1) 행위자가 야기되고 ’야기펀 직무’ (triggered task)라는 새로운 직무를 발

생시킨다.

2) 야기펀 직무는 그 직무의 선행본체가 만족될 때 까지 수행되지 않고 기다린

다. 이런 직무를 ’거원하는 작무’ (invocable tasks) 라고 한다.

3) 만약 제어자에 의해 생성되는 기준파 조컨에 의해 기훤하는 직무가 선택되

면， 행위자의 행동본체가 수행된다.

그림 2.17은 제어자가 새로운 직무률 실행시키기 위해 선택했을 때 마다 발생되는

가폰척인 혹판 사이클을 나타낸다.

혹판의 한 잭체에 의해 하나 이상의 행위자가 야기되고， 하나 이상의 객체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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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l 러한 상호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제어 메차나즘이

필요하다. 제어 메카니즘은 다양한 기훤하는 직무충에서 다음에 관리해야 할 칙무

를 선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COSIMa의 가장 충요한 부분이다. 각각의 칙무들

은 서로 다른 정보의 수준을 다루는 행위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매우 다흔 의미를

갖는다. 그 결파 직무의 수행이 매우 복잡하지만， 혹판에 나타나는 운제해결과정의

생성물은 칙캡척으로 제어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펀 직무가 더 타당할수록 발

천소는 더 빨리 정상상황으로 수렵할 것이다.

(3) 제어자

하나 이상의 행위자가 BB의 갇은 객체에 의해 야기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객

체가 단일 직무에 의해 생길 수 있을때， 재어 때카니즘용 그들의 상호작용을 운용

하기 위해 필요로 하다. 째 어 메카니즘은 다음에 활성화되는 깎종 ’기원 직무’ 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메카니즘은 혹판시스댐내애서 아주 종요하다. 싫제로

직무들은 서로 다른 준위에서의 추론을 취급하는 행위자들에 의하고 완전히 서로

다폰 의미률 갖고 있다.

직우실행의 결과와 결론들은 코제 다르므로， 문제해결 파청의 결과는 제어자의

선택과 칙접척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선택펀 직무가 더올 관련이 있울수폭 발천소

는 정확한 양상으로 더육 빨리 수렴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혹판의 제어자 선택

을 구촉하고 추진하는 선택기춘은 될 수 없다.

칼은 구조내에 서로 다른 혹판툴 - 영역-혹판(Domain-BB: DBB)와 제어-혹

판 (Con trol BB: CBB) - 이 공유할 수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특히 CBB

는 DBB의 칙무들에 첨가되는 직무률을 발생시카고， eBB가 다음에 실행되는 직무

들을 선택함으로써 계획 때카니즘율 조정할 때， 다른 것들의 대안으로서 그 자산의

직무툴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합으로써 CBB는 그 자신의 계획 메카니즙에

영향을 미친다. CBB의 각종 체어행위자(control agen t) 들과 제어수준(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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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들이 표 2.2와 2.3에 열거되어 있다.

라. 인지모형 (COSIMO) 의 구축

(1) 구조

COSIMa에서는 표 2.4와 2.5에 열거된 것과 같이 다양한 DBB 행위자와 수

준들이 존재하며， 현재 4가지의 서로 연관현 시나라오들 • 즉 자료 획득(data

acquisition) , 진단 (diagnosis) • 확인 (confirmation) 및 계획실행 (planning

execution) - 에 대한 모의가 되었다.

이들 천략들은 그물의 연관된 수준파 행위자뜰에 의해 정의되고 SM과 FG 인

지 기본요소 뿐만 아니라 4가지 인지기능뜰을 구축한다. 혹판 형성에 따르면， 각

천략들은 천략수준에서의 잭체에 의해 표현된다. 각 천략의 서로 다른 단겨l들은

Focus 수준의 focus 잭체틀이다. 이들 시나리오들의 의존 - 즉 중단， 연쇄， 이풍

등의 상호작용 -은 CBB에 의해 관리된다. 현재까지는 제어의 아주 간단한 메차니

즘틀만 구축되어 있다.

(가) 자료획득 시나리오

이 시나려 오는 주로 여파언~1 기능을 수행사키며 그림 2. 18과 같이 다음의 단

계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즉 외부 Cue로부터 분석되지 않은 입력자료들은

Environment Level의 객체들로 표현된다. 이 칙무는 Get-Environment 행위

자에 의해 수행된다. Decoding 행위자는 이틀 얼제자료(숫자들의 리스트)률을

Sign Level에서 새로운 객체들올 생성시키면서 발견소악 다른 울리척， 논리척 변

수틀과 연판시킨다. 그러면， 여파 행위자(fi lter agent)는 그틀의 기대되는 중요

성을 명가하기 위해 Sign 잭체들혜 응용펀다. 이렇게 해서， 주어잔 여건에서의 천

반척인 현저성때문에 설명되는 잭체들은 Interpreted Agent에 의해 의미척 7}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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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eBB 수준들 설명 (7)

Definition Eltample

Untreated represent마ion 3QO.9.7, II , .. ….R,
of physical world 0 I

Data decoded, 앞I of - indlcalor 5= 10 R
indicators and alann:; -alarm 23

Data cognirively and -indicator 5
physically tilκκd - alarm 23

Significant data Perceived prohlelll
interpreted (perceived relative to sleam
cues) generator I

Potenllal hypotheses -SG I IOlct hreak
related to perceived -SG 1 inlet break and
cues valve I blocked open

Hypothesis currently SGl inlet break
being used

AclJon‘ to be executed
on the plant

표 2.3 eBB 행위자툴 설명 (7)

Agent‘ Tnggering I’reconditions Ilody
Get-Environment None None Acqui‘ ition of

new set of data
Decoder New ra“’ data None Dec찌’ng new

raw·data
Filler New object on Nonc Filtering on basis

<;igna’ level of physical an‘l
cognitive salicncc

Inlerpreter New object al None Seman!lca’’c\'eJ Inlerptcla lJon of
Sign filtered data

Slmllar;t \,· Ne..... ohJccl al None Matching
matcher level perceived hctwccn

or ne" ohJect al perceived cue‘
level elF and knowledge In

dynamic frame‘
FrequenC). New object at None Conflict
gamhhng le\'cl rcc;olution on sci

Set of ‘’r hyπllhe:o;e‘
IIypothese‘

F‘ ecuter New ohJecl at F、'aluahon SI싣11 :.1 1 F.‘ecu!io l1 of
Ie、 cl CJ f- activated aC11‘>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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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DBB 수준툴 설명 (7)

level‘
Problem

Strate~y

Focus

P이Icy

Agenda

Ta....k

Definition

Prohlcm to he solved

Slraleglc~ currently u..ed

1능mporal agent selectIon
cntena

Permanent agenl seleclion
cntena

Set of invocable and triggered
ta c;ks

[‘current task to be executed

Example

Main’am the safety h;vels

Data acqUlsition,dlagnosl‘’
confirmation, . _

Prefer tasks al signal level

Prefer recent tasks versus
old ta‘ks
Get-Environment, Decoder,
U띠ate-focus， ...
Update-focus

표 2.5 DBB 행위자들 켈명 (7)

Agent‘ Triggering Precondilions B뼈y

Pu’-problem-on- None None Initiahze BB
BB actIvitIes

Stop-r’roblem New problem Solution of Stop BB activity
tnggering on current
problem problem

Start-strategy New problem None Activation of
initial strategy

Vr애ate-치rategy New strategy Rule‘ for Selection of a
activatIOn of new strategy
strategy

Initiallze-focu... New strategy None SelectIon of the
Ii f'i t focus of
triggered strategy

Update-focu‘ New focus object Salt‘faction of Selection of next
In잃ered CoαIS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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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value)들로 변역되고 변환왼다. 이 천략의 결과는 지각펀 수출

(perceived leve l)상의 잭체로 나타난다.

(나) 잔단 샤냐리오

이 시나리오는 8M과 FO 인지 기본요소틀， 즉 진단 인지기능(diagnosing

cognitive function)을 구축한다. 새로 ;<J각펀 책체뜰에 따라， 진단과정은 실시

된다. 이 과청은 그림 2.19와 같이 2단계를 거친다. 첫째 단계에서는， 지각된 수

준의 새로운 Cue~ 의해 야기되는 Similarity-Matcher Agent는 Hopotheses

Level 집합의 하나의 객체를 구성하는 Potential Diagnoses 집합을 발생시킨

다. 둘째 단계에서는. 그 객체로 부터 하나의 가설이 Frequency-Gambler

Agent에 의해 선택되어 진다. 이 가셜은 현재의 Hypothesis Level의 객체가 띈

다.

(다) 확인 시나라오

확인단계는 그림 2.19와 같이 판계된 정보에 대한 환경을 탑색합으로써 시작된

다. 확인천략은 진단이나 성행전략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3단

계로 구성된다. 즉，1) 확인을 위한 자료선택. 2) 확인의 첫단계의 요구조건을 기

반요로 수행되는 자료획득전략. 3) 기대되는 자료와 지각된 자료률 비교합으로써

수행되는 확인의 실제단체들로 구성된다.

(라) 계획실행

한 가철이 확인되었을 때， 이 가설에 관련된 행동계획이 실행된다. 첫번째 행동

은 현채 시간파 진단된 상황에 관련되는 운천원 지식베이스의 규칙프레임으로부터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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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간단한 예

간단한 사폐에 대해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예룡 기술하졌다. 이 모형윤 채어반

(oootrol panel)을 감시하는 운천원의 각종 직무활동에 대해 모의하였다. 정성척

인 발천소 상황을 지시하눈 데이타들의 첫번째 세트(set)는 제어반을 주시하는 운

천원에 의해 감지된다. 한현， 물리척인 계통이 비정상척인 상황으로 천개된다. 운

전원은 이 새로운 상황을 감지하고 설영을 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의 첫번째

가셜은 제어반에 와해 제콩되고 반박되는 정보에 의해 확정을 하지 못한다. 두번째

가설이 생기고， 이때 성공척요로 확정을 한다. 운전원은 발천소를 안정한 상태로

되툴리기 위해 여기에 대응되는 발천소 회복계획을 설시한다.

모의는 계통플 새로운 정상상태로 도달되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의 감지로 종료

된다. 이러한 양상을 모의하지 위해 이 모형은 72 사이클을 실행하었고 약 10Q7fl

의 객체플을 발생시켰다. 그림 2.20 은 질행 말기에서의 CBB와 DBB의 요약을 나

타낸다. 각 segment는 새로운 CBB 객체가 가동중일 때의 시간 간격을 나타낸

다. segment내의 숫자눈 객체의 생성 사이클을 나타낸다.

각 사이플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Cycle 1-2 Put-problem-on-BB action: 새로운 푼제가 BB에 도입

Cycle 3 Start-strategy action: 자료획득 천략울 발생시킴

Cycle 4 Initialize-focus action: 현재 전략의 첫째 Focus률 발생시킴

Cycle 5 Get-environment action: 새로운 실제 데이타의 획득

Cycle 6 Update-focus action: 현재 천략의 다음 Focus률 발생시킴

Cycle 7-10 자료획득 전략이 실행됨

Cycle 11 Update-strategy: 새로운 천략이 선택됩

Cycle 12-19 비정상척인 상황 감지 (Cycle 19)

Cycle 20 Update-strategy: 새로운 천략의 선택， 진단이 시착됨

Cycle 21-24 진단 전략의 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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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25 Update-strategy 는 확인천략을 선택합

Cycle 26-38 확인천략의 질행

Cycle 39-43 새로운 진단천략이 싱행됨

Cycle 44-57 새로운 확인천략이 실행됩

Cycle 58-63 Executer와 Planning 행위자들이 실행됩

Cycle 64-71 최종척인 자료획득천략이 짚행됨

Cycle 72 Stop-problem은 BB를 종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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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인지특성

1. 의At결정의 인지적 구조

의사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의사결청의 륙성

을 표현할 수 었는 의사결정구조롤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문제를 떠받치

고 있는 콩통된 인지객 유형 (type) 과 화원 (dimension) 올 언석하는 것이 중요하

다(3). 다음은 와사결정의 인지척 유형과 차원을 요약한 것으로， 의사결정의 배경

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규명하여 문채의 난이도나 의사결정의 구조척인 문제첨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01 라한 특성은 의사결정의 직무구죠롤 직접 설명하지는 못

하나， 의사결정 문제의 복잡도 결정이나 구조훈석 등의 출발점이 된다

(3, 4, 54, 55) .

가. 의사결정의 유형구분 (54)

의사결정을 결정의 결과로부터 분류할 때에는 의사결정의 구조와 내용이 결합하

여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나， 인지척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공통되는 기본유형을

가지고 있다. 인지척언 측면에서 의사결정의 기본 유형은 선택 (choice) , 진단

(dia gnosis) , 예측 (prediction) 등이 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에는 이러한 선태/

진단j예촉 등 세가지 유형의 직무가 차별척으로 결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원천의 운천작업도 이와 같은 의사결정과정의 초합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는 대표

척인 인지척 의사결정작업이다.

(1) 선택 (choice)

선택은 복수의 속성을 가진 복수의 대안이 가시척으로 있을때， 의사결정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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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었는 속성에 대한 효용값을 단순히 곱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다.

예를들변， 새차률 구입한때 가격과 연비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두가지 대안의 선택

이 이후어지는떼， 만일 가격과 연비가 서로 철반정도 된다면， 가격과 연비라는 속

성에 대한 효용에 따라 의사결정어 이루어진다.

(2)진단 (diagnosis)

진단은 두개의 관측증상에 대하여 의사결정자의 인지구조내부에 내재된 어떠한

가정된 내용파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예를틀변 환자의 협합파 체폰이 관측치로 주

어질 때 의사는 두가지 병을 가정하여 각각 나타나는 중상을 상정하고 기억되어 있

는 비중을 곱하여 결론척으로 감기언지 간영언자를 판단하게 펀다.

(3) 예측 (prediction)

예측은 두개의 관측치에 대하여 두개의 가정율 이용하여 상대척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예를둘면 불가지수가 처음에는 오른것으로 나중에는 내라는 것으로 관

측되었을때에 미래의 예측은 오른것과 내런것에 대한 일정한 내재척인 비중을 곱하

여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판별력을 가지는 지 어부에 따라 채택된

다.

위의 세가지 의사결정의 유형에 대한 상대척인 난이도는 가시척으로 주어지는

관측치와 기억상에 펼요한 값와 비율 빛 내부척인 인지척 작용(곱셈과 덧셈등)의

횟수라는 두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예측〈선택〈진

단악 순서로 인지적 직무의 난이도가 큰것으로 분석된다(54) . 그렴 2.21 은 의사결

정와 인지척 기본유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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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의 인지척 차원

(1) 자극의 수와 결과의 문제

의사결정에서 가장 단순한 문제는 신호검출상 하나의 증거에 의하여 선택하

는 것이며， 대안 X 값의 증가와 가능한 결과의 수에 따라 의사결정의 복잡도가 결

정된다. 후보대안의 선택결과가 두가지 밖에 없다 하더라도 많은 압력자극을 펼요

로 하는 것이변 의사결정은 북잡해친다. 예흘틀면， 매우 많은 종류의 병척증상을

기반으로 많은 병명을 상정할 수 있는 의료진단과 같이 복잡한 의사결정이 있다.

훤자력발천소의 특성으로보아 동시에 200여개의 경보들 {특정한 상태의 변화를 표

시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수많은 사고원인과 그 결과 상태종의 하나를 판단해야 하

는 가장 부담스려운 진단의 사혜를 보이고 있다.

(2) 의사결정의 시간 개념

의사결정에서 소요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거의 동시에 주어질 수도 있고 순;;t}척

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 소용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모든 의

사결정 정보를 동시에 처려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자의 정

보처리 능력의 제약과 정보의 시차에 의하여 의사결정야 개별척인 단위로 순차적으

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정보의 시간척 특성에 따라 그 근본

적인 특성이 다료다.

(3) 요소간의 상관관계절정 특정

의사결청 과정에서 사용되는 관측치와 비중은 상호 독검척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수춘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척이 높은 학생은

선발고사 성 쩍도 높다. 입시사청 에서 선발을 위한 예측칙무는 이려한 상판관계를

고려하여 두가지 관측치에 비중차이를 주고 응시자들의 학업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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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품선택에 있어 내구력 있는 제품운 외양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역상관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나，인간은 의사결정에서 이러한 상관관계의 구조를 찰 이용하며， 심

지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억지로 상관관계를 상정하기도한다.

(4) 의사결정의 인지척 요언구조

의사결정의 요소가 가지는 상관관계에 의하여 각 요소들운 특정한 구조를 형성

하게 된다. 진단 직무의 경헝을 통하여， 대부분의 물리척인 증상이 다른 증상과 일

청한 연관구조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열수력학척인 계몽에서는

캅착스런 합력의 증가눈 대부분 은도의 증가로 이어지게 펀다. 이러한 상관관계 구

조는 어떠한 진단의 원인규명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의사결정의 난이도를 완화시

켜 준다. 일반척으로 인간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추정에 인과척인 상관구조

를 파다하게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5) 의사결정의 준최적화 (su b-optim ization)

여러분야의 실험/분석의 결과， 인간은 의사결정착엽에서 이상척언 수행도를 가

졌을 때의 최적상태와 상당히 거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경우， 어느정도의

비최격화(sub-optimization)를 보인다. 특히，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는 최적화와

는 먼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가 단순할수록 최척과의 격차는 줄어든다.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결과 이려한 비최척화 정도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구조가 있음이 밝혀졌

다. 예를틀면， 의사결정시애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나륨의 휴리스틱을 동훤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주의 (attention)나 기억 (memory)등의 부담을 줄인다.

휴리스틱의 사용은 의사결정과정의 효용을 개선시키지만， 한펀으로는 편향

(biases)의 원언이 되며 최적화를 상실할 수도 었다.

- 106 -



2. 의사결정의 인지척 한겨I와 특성 (3, 54)

원천 운천훤의 칙푸수행의 특성에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하는 인지척 륙성이 있

다. 훤자력발천소 운천원이 어맨 고장경보에 접했다고 가정한다면， 운천원은 두가

지 가놓한 사고에 대한 가정중 어느 하나를 진단해야 한다. 가정 A는 매우 낮온

확률의 사고이나 중대한 영향이 있고 가정 B는 상대격으로 발쟁할 확률이 높고 사

소한 경우에， 진단의 결과에 따라 수행조직이 선택된다. 가정 A가 사실이라면 터

빈을 정지시커야 하며 반대로 가정 B가 사실이면 터번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직후에 발생한다. 두가지 발전소 상태가 속성이 되고 수행조치가 선

택의 대상이 된다. 운천왼은 수행조치의 선택에 따론 cos t-benefit 입창에서 상대

척인 J:f l 충을 흡하여 선택직푸를 결정한다. 즉， 터빈문제가 터빈을 정지시키거나，

정지시켜야활 문제가 있는데 계속 가동을 결심하는풍 각기 다른 조건에서 선택되는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통하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 다음 선택직무를 수행한다

(14.54).

제어질 운천원에 관한 기존의 직무를 검토하면 견체 운천현틀에 비하여 상대척

으로 의사결정의 부담이 코다는 것을 알 수 있다(59) . 제어설 운전원은 발천소 천

체의 가동상황에 대한 종합척인 파악에 대하어 최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원

천과 같운 대규모 시스랩에서는 상횡파악이 단순한 감시 (mon itoring) 의 수준이

아니라， 결함의 감지와 진단 및 문제해결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범위와 수준을 가진 의사결정의 수행도가 운천훤의 천체 직무 수행도

률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어실 운전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지특성이 운전훤의

수행도에 큰 영향을 미철 뿐만 아니라， 결과척으로 원천의 가동 안전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제어설 운천훤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지특성윤 다음과 감이 요약할 수 있다

(31, 34.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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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 의사결정의 인지척 기본구조는 일반척인 의사결정구조와 동일하며， 인

지심리학척인 일반특성을 전형척으로 보여준다.

- 의사결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의 범위는 직무요구기능에 따라 변화한다.

외부조건의 지각파 수행행동 사이에는 일정한 수준의 인지척 과정이 개입된다.

인지척 과정에는 수행되는 행위의 본질을 결정하는 어떠한 요건틀이 존재한다

(a 54). 일반척으로 의사결정이란 행위의 내용과 특성을 결정하는 인간의 인지작

용을 의미하게 되며， 공통척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54， 55) .

- 선택을 야기하는 자극정보가 주어질때， 반드시 복수의 대안들중 하나를 선택해

야 한다.

- 의사결정은 단순반용에 비하여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긴(약 1초 이상) 경우

로한다.

- 바른 의사결정의 확률은 자극정보의 확률척 특성과 운전현 자신의 인지척능력

한계애 의하여 궁극적으로 1. 0 보다 척다.

이러한 인지특성은 의료진단， 고장진단， 일기예보， 비행사항해， 생산제어， 인훤

선발， 법정 배심행위， 소버자행위 등 실제로 많은 경우얘 공흥척인 속성이며， 의사

결정륙성에 대한 핵심아다. 모든 의사결정의 실행결과는 다양한 양상을 띠지만， 모

두 어떤 공통척인 요소가 있다. 즉， 모든 의사결정이 이폰척으로는 달성가능한 정

확한 의사결정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논데는 인간자신의 정보처리능력에 어떠한 한

계가 주어져 있기 때운이다. 인간의 정보처랴 능력은 특정한 척도로서 나타나기 보

다는 청보처리의 내용에 따라 코께 변화한다 (3 1， 55).

인간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특성과 구조척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지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안지적 취약특성에 대한 연구결파롤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5 , 15, 16, 31. 35. 54, 55).

가. 추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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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서 인깐의 인지척 과청을 통계척 절차에 바유하면， 확률척 자료를 정

확히 인식하고 기억하는 추정 (estimation) 의 과정과 이 자료를 바탕으로 훤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는 추론(inference) 의 과정이 있다. 이러한 절차는 2단계의 파정

요로 간주된다. 즉， 통계학자 혹윤 심리학자는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묘사척 통

계량(평균， 비율， 표준편차 등)을 계산하고， 이렇게 추정된 모수를 표본에 대한 추

론을 하는데 사용된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흘 죠사할 때 이러한 통계척

단계와 유사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추청외 과정에서 명균， 비율， 표준편차，

증가율 등 네가지 기본척인 모수를 추정하는데 인간은 독특한 한계와 편향을 보이

고 있다.

(I) 팽균인식의 편향

심리학의 실험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작용에서 수량에 대한 인식의 결파로 평균

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우수한 뻗이다. 추정된 평균값이 기계척인 7예산보다는 상당

히 뒤떨어지나 륙정방향으로의 편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독협적으로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도 평균척인 의미로 인식하려는 경향과 순차척인 경우 전체 평균하는

다폼 평균인식의 시간척 의존성이 었다는 첨이 지척된다.

(2) 비율인식의 편향

비율의 추정은 벼록 작지만 체계적인 펀향활 보이는 경향이 있다. 중간볍위에서

는 추정이 비교척 정확하지만， 보다 극단쩍인 값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값을 피해서

보수척인 추정을 하는 경향이 었다. 실제로 매우 드문 사건의 추정값이 피실험자의

상상어l 의해서 직접적으로 유도되는대 그 빈도에 있어서 과대평가된다. 비율편향의

이유는 극단값을 이야기하는데 대한 피설험자의 거부반응이나 사건발생확률이 상대

척인 사건빈도뿐만 아니라， 사건의 현저함에 의해서 가중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익숙치 않은 자극은 발생빈도가 높은 자극에 비해 주의를 끌며 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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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께 인식되는 반면에 빈번한 자극윤 척응이 되면서 주의률 끌지 뭇하게 펀다.

드문 자극의 상대척으로 큰 현저함은 상대척 빈도의 추정치를 높이게 된다. 의사결

정파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비율인씩의 편향이 발생되는 주요한 원천은 작엽자가

환경에 대해서 가장 이지척으로 현저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때 발생한다.

(3) 변동추정의 편향

일단의 숫자에 대한 분잔 혹은 표준편차의 추정이 요구될 때 인간은 펑균의 추

갱만큼 찰 수행하지 못한다. 분산을 구하려면 보다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므로 이러

한 정확도의 저하는 당연하다. 변동의 추정은 자료의 평균값에 역비례한다. 같운

변동을 갖는 두 집단의 슷자들 중에서 더 큰 평균을 갖는 집단이 더 척은 변동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또， 변동의 추정치가 변동추창작업의 가장 두도러진

자료집단의 두 극단값(최대값파 최소값)에 크게 영향융 받요며， 이 두 극단값 사。l

에 자료의 퍼진 청도는 상대척으로 무시된다.

(4) 증가율 얀식의 편향

작업자는 일련의 과거와 현재의 자료점을 바탕으로 미래의 경향을 예촉하게 된

다. 운천훤은 파거의 온도기록을 조사해서 공정의 온도가 일정한지 증가하는지를

결정해야한다. 만약 증가한다변 일정비율로 증가하는지 가속척으로 증가하는지를

알아야한다. 인간은 일반척으로 이러한 예측작업을 찰 수행하지 뭇한다. 지수칙으

로 혹은 가속척으로 증가하는 함수의 경향을 예촉하는데 있어서 채계적인 보수척

편향를 가진다. 인간의 미래예측운 판측합수의 미래로의 수학척 외삽

(extrapolation) 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다. 흥미있는 사일은 이와같은 편향이 천문

가 집단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증가률 추정에서 핵심이 되는 내

용은 인간은 성장함수를 이 함수를 지배하는 수학척 법칙에 따라서 외삽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만일 자가억제과정이 없는 성장함수의 외삽이 요구된다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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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펀향을 보정해주거 위한 셜계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의 대책은 컴퓨

터에 의한 가장 척철한 외삼이 명료하께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수적 경향의

영향율 줄일 수 었는 두번째 가능한 설계변경은 외삼되는 합수의 종속변수를 변형

(tra nsforma tion)시커서 합수가 가속곡션이 아닌 션형외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선형함수의 외삽은 쉽고 펀향이 없다.

나. 추론의 한계

작업자가 당연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은 자료자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는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를 처리하고 그 자료롤 바탕으로 가설의 추론해야하는 문제다.

추청에 있어서의 최척이 추론에 었어서의 최적율 보장하지는 않는다. 작업자가 진

단 혹은 예측해야하는사스댐의 상태가 있으나 그 장태는 모호하며， 확롤객 단서에

의해서 관촉자에게 반영된다. 이러한 단서가 인식되지반 이틀의 인식은 주의력의

한계에 의존한다. 진단과정에서 관촉된 단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작업기억장소

에 있는 다른 경쟁척 가절에 대항해서 평가률 받눈다. 궁극적으로 하나의 가설이

선택되고 선택된 가설이 보다 많은 단서를 추출함으로써 검증되는 궤환과청이 어루

어진다. 진단은 또다른 행동의 선택을 야기하역 여기서 결과의 비용과 가치가 고려

된다.

(1) 시간의 효륨에 따른 하나의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의 통합

순서객으로 정보를 모으는데 있어서의 어려용을 말한다. 작업자는 일반척으로

보수격인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가셜을 수정(혹은 확률율 초청)하는데 있어

서 자료의 진단에 도움여 되는 관측치로부터 최 척으로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흘 추출하지 못한다. 일단의 자료가 관축된 후에 특정한 하나의 대안을 선호하

는 주관쩍 확률은 극단적으로 평가되지도 않으며 자신있게 최적값으로 주어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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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눈다. 이러한 현상은 극단척 확륨이 추정뀔 때 나타나는 보수척 경향과 같은 것

이다. 보수척인 확률수정현상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크게 제가지 부류로 나뉘

어질 수 있다.

(가) 집합결함 (Aggregation deficiency)

인간은 가능성 비율의 분자와 분모등과 갇이 각각에 대한 독협척인 영향을 추정

하는 것은 잘 한다. 그러나 확률을 수정하는 결합과정은， 요구되는 정신척 산술기

능의 한계나 사전확률에 대한 기억의 결합 때운에 찰 수행하지 못한다.

(나) 반응 펀향(Response Bias)

인간은 단순히 그들의 정신적 계산이 상대척 정확도를 가지고 유도한 극단척 확

률을 언급하기롤 꺼린다. 이러한 반응 펀향의 셜명에 따르연 그들은 단지 극단척으

로 높거나 낮은 확률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 버독립성 (Nonindependence)

지수척 성장의 보수척인 외삽에 대한 설명과 휴사한 비독립성의 셜명에 의하면

Baya;의 정리에 따른 확롤계산의 실험겔척 가정이 거의 모든 실세계의 정보획득작

엽에서는 찰 맞지않는데 연속척인 표본의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Bayes 정리의 가정

이 실제 상항과 많이 차이가 나는 중요한 원인이다.

정보흘 모으는데 있어서 보수적 경향파 기억의 한계때문에 인간이 시간의 효름

에 따라 증거률 모올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는 연속척인 자극에

서 초기자극에 지나친 가중치를 두는 경향(primacy), 초기에 형성된 가설에 집착

하는 경향(anch oring). 가장 최근에 발생해서 작업기억장소에서 생생한 자극에

지나친 가중치률 주는 경향(recency)등을 들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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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정보원으로부터의 청보의 통합

다른 정보윈으로부터 정보가 유도될 때는 그것이 동시이둔 순서객이든 간에 추

가척인 한계가 인간에게 부파된다. 진단， 선택 그리고 예측문채의 복잡도가 증가함

에 따라 최척 수행도와의 피라는 커진다. 여러가지 다른 단서를 처리해야만동H능 의

사결갱자가 당연하는 푼재는 단서의 수의 증가와 신뢰도의 저하분쩨둥이 었다.

(가) 정보현의 수의 영향

갱보원의 수가 두개를 념어서게 되변 인간은 일반척S로 더 많은 정보롤 ，'''1-용해

서 보다 정확한 의사결청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주의력과 작업기억의 한계로

인해서 작업자는 여러개의 정보원의 진단의 영향율 동시에 쉽게 통합활 수는 없다.

여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인간은 그들이 척철하게 흡수할 수 있는 정도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청보롤 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나) 신뢰도의 영향

어떤 정보원에 대한 편향을 만들어내는데 현저합의 영향은， 모든 정보훤이 어느

하나의 가설에 대한 진실성 혹은 예측된 변수의 수준과 관련해서 동둥한 수준의 유

익한 정보를 쩨공한다면 어느 단서가 선택되고 어느 단서가 무시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동등합이 향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단서는 특정한 가

설에 대해서 진단에 매우 도울이 되는 반면， 어떤 단서는 거의 진단에 도용이 되지

못히는 정보가 되기도 한다. 현저하지만 정보가치가 없는 단서가 두드러지지는 않

지만 정보가치가 와는 것에 비해 상대척요로 지나치께 강조되며 결국 궁극척인 의

사결정의 정확도률 저해한다.

(다} "as if ’ 휴리스틱

정보유용성 부족의 두가지 이유(낮은 진단성과 낮은 신뢰도)는 논리척으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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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독렵척이다 . 그러나 두가지 모두 판촉현 자극자료하에서 어떤 가셜에 대해 얻어

져야할 정보률 줄이는 효과률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의 어느 가설에 대한 믿음이

정보의 신뢰도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률 나타내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측과 진단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최척의 조

정율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완천한 신뢰성파 진단성이 부족할 수 있는

여러 단서률 처리활 때 사랍들은 모든 증거를 동등하게 신뢰할만 하다고 생각하는

’ as if ’ 휴리스틱 (h e uristic) 율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휴리스틱은 의사결정자

가 신화성이 낮은 자료로부터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매우 위험한

정보처리편향폴 보이게 된다.

(3) 판단의 지나친 과신

판단에 대한 지나천 과신은 진단증거를 과대평가하논 위험한 경향을 표현한다.

사랍이 일반척 지식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자신의 기억의 신뢰도에 대해 보증되지

않는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 가설의 여과

인간의 기억과 주의력의 한계가 처리되는 단서의 인식을 채한하듯이 가설취급파

정도 질질적으로 방해가 펀다. 인간에게는 동시에 취급가능한 가설의 수가 제한된

다. 착엽기억장소와 주의력의 분산 및 검증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인지척 한계때문에 인간의사결정자는 가능한 인지척 부담이 흔 최척의 의사

결정천략을 피하려고 한다. 대안수가 매우 많을 때 가설을 잘라서 인지 척 공간에

대한 요구를 줄이거나 쉽게 고려펼 수 있도록 제한된 수만큼을 선택해서 문제를 단

순화"'1 키는 천략을 척용한다. 선택작업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몇개의 특성에만 주

의룡 기율이고 그 특성에서 높은 값을 갖는 몇개의 사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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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제외한다.

라. 가철의 선택

인지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다수의 가설을 선태하는데 있어서 모든 가설을 펑

가하카보다는 상당히 단순화된 선택방식을 척용한다. 가용성과 대표성은 션택방식

의 전형쩍인 사례로 가절의 친숙한 정도나 상상의 용이성 청도 등 매우 휴리스틱을

적용 대치하는 방식이다. 가용성과 대표성은 종종 유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

격 가셜은 짜료에 따라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보다 이용하기 쉬운 가셜이 일

반적으로 높은 확롤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찰 맞지 않는다면 사랍틀은

이롤 휴리스틱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가쉴을 선택해서 그

가설하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중요한 결파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틀이 잘 맞지

않는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예롤 들어 TMI 사고는 초기가설을 잘못 형성한

것어 재난의 중요한 현인이었다. 초가에 찰옷된 가절을 형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인

지척 문제는 다양하다.

(1) 대표성

대표성은 일단의 관측된 증상이 어떤 특별하고 친숙한 가절이 사겔일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파 물리척으로 유사하거나 그 대표척인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사

성이 존재한다면 그 가설이 선택된다. 이것운 직관적으로 보면 매우 호소력 있는

천략이고 실제로 많은 경우 유용할 수도 었다. 그러나 대표성 휴리스틱율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문제는 그것이 가켈선택에서 다른 충요한 요소와 관련된 정보(사

천확률)가 무시된 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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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운 가설에 대한 예나 발생이 쉽게 연상휩 수 있는 정도률 의마한다. 이

휴리스틱은 일반척으로 설재상황에서 대부분의 빈번한 사건이나 조건이 쉽게 연상

펀다는 사실에서 사천확활을 개략척으로 계산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

다. 작업자는 일반척으로 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을 취급하지만 불행히도

절대척 빈도나 사전확률과는 별 관계가 없는 다론 요소들이 가설의 가용성에 큰 영

향을 준다.

마. 가설의 검증

의사결정과정은 대개 연속척이다. 일단 초가가설이 형성되면 이를 확인하거나

기킥효}기 위해서 추가증거를 핫게 된다. 고장진단이 그 천형객인 예인대 특정한 집

단의 증상만으로 즉각척으로 최종척인 진단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추가청보률 얻기

위해 요구되는 탐색과정은 최척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세가지 중요한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 확인펀향 (con firma tion bias)

착엽자는 선택된 가설을 확인하는 정보는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를 부

인할 수 있는 정보나 검증은 피하려는 경향이 었다. 이러한 편향은 작업자가 초기

에 형성된 가설과 상반되는 정보폴 처리하지 못하는 얼종의 인지척 터널 시각

(cognitive tunnel vision)을 형성한다. 그와같은 현상은 특히 높은 착엽부하의

조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었다.

(2) 부정척 증거 (Negative evidence)

부정척 증거를 사용하지 않는 편향은 고장진단이나 가절검증에서 종종 발생한

다. 특정한 증상이 없다는 것을 찾는 것은 사실여부에 대한 간캡척얀 확인증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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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지척 특성에 의해 이러한 부정척 증거가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3) 인과척 추폰 (Causal inference)

두개의 단서나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찰봇 추론되면 가설겹증에서

심각한 변향이 발생할 수 있다. 그와같은 인과관계는 두가지 사건이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을때 ’만약 Aol면 B여다’와 같은 형태로 묘사월 수 있다. 물론 그들이

함께 발생한다는 단순한 사껄이 필연척으로 그들아 인과척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만약 A이변 B이다.’가 반도시 ’A가 B를 발생시킨

다.’롤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려냐 인간은 두 사건사이의 인과척 요소를 강조하려

는 강한 편향을 가지고 있다.

바. 가치와 비용고려의 인지특성

작업자의 의사결정에는 경제적 고려가 들어가므로 어떻게 비용과 이악의 인식이

잠재척￡로 바최척의 의사결정의 윈인이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아 중요하다. 다양한

의사결정 결과의 비용과 이익은 의사결정의 편향에 근폴척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그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와 기대되는 벼용 맺 이익에 기반을 두어

야 하는 것야 합리척이다. 그러나 고장진단과 같은 착업에서 인간의 행통은 가치와

비용촉변에서 합리성에 입각한 척절한 가중치률 부여하지 붓한다

(1) 최척의 처방

의사결정의 최적 모형에서 바용과 가치는 의사결정이나 선택의 다흔 잠재척 결

파에 할당되며 진단결과에 기초한 선택된 행동은 기대이익을 최대로 만들거나 기대

손싱을 최소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제한조건하에서 일반척인 의사결정자는

최격의 행위에 도달하지 못한다. 최적 처방에 따르면 기대되는 손성을 일정량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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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는 가대되는 이익을 같은 양만큼 중가시키는 행위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한

다. 따라서 기대효용의 변화는 그것이 확롤의 변화에 의한 것아둔 효용의 변화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의사결정자에게 같은 영향을 주어야한다. 그러나 인간의 의사결

청애는 이러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다.

(낌 인식된 이득파 손실의 차이 : 손실의 감소와 이득의 증가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

(3) 참재척 손실이 같은 양의 이득보다 의사결정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손질의 부정척 효용은 손실값에 따른 가속합수의 형태를 휘하여 큰 손설은 작은

손실보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손실에 대한 효파는 이득파는 정반대이다.

결과칙으로 모험척 선택에서 손성과 이득 사이의 차이가 커질 수록 피설험자는 모

험올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친다.

(때 시간압박하에서 의사결정자는 긍정척 증거보다는 대안과 관련된 부정격 증

거에 더 큰 가중치를 준다.

(5) 동등한 기대값을 갖는 잠재적 이득사이에서 선핵을 할 때는 모험을 회피하

고 잠재척 손실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는 모협지향적이다.

사. 반복 의사결정의 결함

천문척인 의사결정자도 꽤 심각한 최척성과의 괴리를 경험한다. 인간수행도에

대한 대부분의 규칙에 대한 경험으로 연습은 수행도를 향상시키고 최척 수준으로

첨점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하나， 전문가로 인식되는 의사결정자들이 사실은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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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그틀의 의사결정결과도 변동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변동은 작업기억장

소와 주의력 에 대한 인지척 한계가 천문가에게도 제한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

히 진단작업의 경우는 의사결정문제가 관련 특성의 익숙한 증상으로 표현되자 않으

면 그 결과의 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변동을 껄명하는 세가지 다론 이유는 의사결

정착엽의 특정이 되눈 본찰에 칙접 연유하고 있다.

(1) 꿰환으로부터의 찰못판 결론 도출

의사결정은 확률척이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진 결정일지라도 우연척 요인에 악

해서 찰못된 결파롤 초래활 수 있다. 마찬가지로 찰뭇펀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례환의 좋고 나쁨이 피성험자로 하여끔 우연히 좋은 컬과를

낳은 잘못된 천략올 따르게 하거나 우연히 나쁜 결과률 낳은 척절한 전략을 포기하

게 한다. 각각의 정확한 궤환은 철과를 만들어낸 규칙을 더욱 공고하게 활 것이다.

만약 이 큐칙이 부적절하지만 우연히 좋은 결파를 낳았다면 그 강도는 더육 강해지

며 이률 극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2) 지연된 궤환에 대한 제한된 주의

종종 의사결정으로부터의 궤환은 지연될 수 있다. (의사의 경우는 몇일， 지원자

가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는지를 평가해야하는 허가위훤회나 죄수가 교도소 밖의 생

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지를 평가해야하눈 가석방 담당사푸왼의 경우는 몇년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지연으로 인혜 의사결정에 고려되었던 요소들 중 많은 부분이

잊혀지거나 왜곡된다. 더구나 의사결정자는 궤환이 이용가능할 때는 다른 사실에

정신아 팔려서 궤환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될 수도 었다.

(3) 궤환의 션태척 인식

예측작업에서 보이는 많은 방법이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인간의 의사결정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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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과산을 조장한다. 의사결정자는 많윤 인지척 요소로 인해 의사결정자는 그

틀의 션택결과에 대한 꿰환정보의 긍정척인 부분에 상대격으로 많윤 주의를 기울이

게 되므로 의사결정의 척충융율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궤환정보에 대한

선택척 인식으로 인하역 의사결정천략이나 션택규칙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예측의

질패가능성이 상대척으로 무시띈다. 또， 의사결정자는 객용펀 규칙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택된 것들이， 가준을 넘지 못랬지만

다른 이유로 프로그램에 허용된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잘못된 추정

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갱리하면 주어진 영역에서 전문가악 의사결정은 그 영역에 대한 친근감， 단서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지식 그리고 인과구조에 대한 좋은 모형등으로 인해

초보자의 그것보다는 훨씬 우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석만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의 정확성을 보충하는데는 불충분하다. 의사결청작업에 존재하는 본래의 편향

운 심지어 자신감에 넘치는 전문가도 그의 의사결정정확도에 대한 과장된 추정치흘

가진다는 것율 보증하기에 충분활 것이다.

아. 스트레스하에서의 의사결정

월반척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모형에서는 인간의 한계에 도랄하여 최척화를 추구

활 수 없으며 적절히 타협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고 합리척

인 의사결정과정을 보인다는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조직내

에서 야기되는 질제척인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당사자의 강한 욕구， 위험이나 불유

꽤한 결과를 회피하는 경향， 어떠한 목척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에눈 이성적이고

합리척이기 보다 감정을 동반하며， 캐인별로 행동파정에서 강력한 저해경향

(q)posing tendency) 이 있 다. 그 결과로 충톨 (conflict) 이 발생하며 이 러한 충

롤은 심리적 인 스트레스의 심각한 윈인이 되며， 스트레스로 인해 합리척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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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컬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충돌현상을 배경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을 묘사한 것

율 충롤이폰모형 (c onflict-theory mode l) 이라고 하는데， Irving L. Janis,

Loon Mann 풍이 제안하역 사회학， 교육학， 인지심리학 등에서 매우 폭넓게 활용

되고 었다.

의사결정에서의 충돌은 주관척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가 개입되는 의사

결정을 수뺑해야 할 때 발생한다. 야러한 충돌현상은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각 대안

이 선택결과로 심각한 손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째닫게 될 때 더욱 높아진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근훤적으로 이러한 충톨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치않는 스트패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파롤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충톨현상에 대하여는 상세히 검토하

고 파악해야 한다. 충롤현상의 외부척인 증상윤 주저합， 동요(망셜임)， 고민， 염려

(우려) 등으로 나타나는데， 외부객으로는 같은 증상을 보이더라도 인지적으로는 여

러가지 다양한 대응때턴(coping pattern)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34) .

대응꽤턴의 유형은 화재， 홍수 등파 같은 비상사태에서 잘 나타난다. 비상사태

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에는 극심한 충돌현상올 관찰할 수 있다. 충돌이폰모형에 의

하면 비상사태에서의 의사결정현상을 중요한 목표에 대한 위협이나 위협의 주관척

인 느낌율 주는 경우 대부훈의 의사결정에 확대척용할 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의사결정의 인지척 과정을 발켠하기 위한 4가지 질문이다. 각 질문의 형

태률 보면， 대응왜턴에 대한 몇가지 천형척인 예를 파악할 수 있다.

- 찰운1. 변화률 가하지 않으면 현재의 위헝도가 심각한 수준인가?

- 질운2. 변화를 가하면 현재의 위험도가 심각하게 되는가?

- 철운3. 현실척으로 더 나운 해결책율 기대할 수 었는가?

- 질문4. 해결책을 찾고 생각하는데 충훈한 시간이 있는가?

질문1이 ’no’이면 변화의 펼요성은 없으며 대응패턴은 고정되나 ，’yes-이면 다

음 질운이 척용된다. 절문2에서 변화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다면， 의사결정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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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없이도 변화를 가활 수 있다. 그러나. 질문3에서 현설척으로 더 나은 해결책

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방어척 회피 (defensive avoidance) 라는 독륙한

인지척 천략이 대응패턴이 된다. 더이상의 좋은 해결책이 가능하며，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면 탑색， 사정， 임기응변 등 정상척인 의.A}결정에서의 경계 (vigilance) 가

대웅때턴이 뀐다. 그러나， 화재등에서 천형칙으효 볼 수 있듯이 잭판척인 상황과

무관하게 일단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판단되 면， 소위 ’초경계 (hypervigilance) ’

상태에 이료게 된다.

초경계 (hyper-vigilance)현상은 방어척 회피 (defensive avoidance)와 함께

매우 불완천한 탐색이나 평가 등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의 결합을 초래할

수 있다. 초경계는 천재지변과 같은 어이없는 일에 대하여 인칸이 천형적으로 나타

나는 반응이다. 이때 사람은 예상되는 나쁜 결과에만 집중되고 그러한 것이 발생하

지 않을 것이라는 청보롤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 또， 당장 무슨 조치이든 취해야

한다는 합력을 느끼며， 천반척인 영향이나 다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

하게 선택한다.

방어척 회펴 (defensive avoidance)는 의사결정자가혼란스려운 정보， 희망격

관측， 입수된 정보의 왜곡， 선택척 부주의 등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전형척인 대응

때턴이다. 이때， 만일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연기하는 것이 위험이 척다고 느끼면，

우물쭈불하는 증상을 보이며 의사결정을 미루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렇지 않다면，

책임전가를 위하여 의사결정을 대신할 다른 사랍을 찾게 될 것이다. 방어척 회피

상태하에서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을 하가천에 대안에 대한 더이상의 정보룰 기대

활 수 없다면 스스로 보강천략(bolstering tactics)을 수행한다. 보강천략은 의사

결정아후에 의사결정의 결파에 대한 인지척 불화(cognitive disson ance)를 감소

서키는데 유용하다. 다음은 방어척 회피상태에서 나타나는 천형척인 보강전략의 예

이다.

- 좋은 결과에 대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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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결과를 최소화

- 볼려한 느낌에 대한 부정

- 의사결정 후 요구되는 행동의 어려움에 대한 과장

- 사회가 무관심함을 가정(개인척인 의사결정)

* 개인적인 책입의 최소화(사회적 압력 또는 명령).

자. 그홉에 의한 의사결정

한사랍의 의사결정자에서 발견되는 인지객 특성파 대응패턴의 형태는 다수의 의

사결정자가 개입되는 상황에서도 거의 동일하며， 오히려 여러가지로 증폭될 가능성

이 었다. 예를들면， 의사결정을 위한 외부조건의 수용과 이해과정에서 한사랍의 인

지척 결함에 의한 의사결정의 오류는 다론사랍에 의하여 감지되지 못하며， 같은 상

황에 있는 다른 사랍도 거의 동일한 결합을 보야는 경우가 번번하다. 따라서， 다수

에 의한 감시 및 검검 또는 감독기능이 때로는 전혀 무력한 경우가 발생된다. 이러

한 꽁통유형오류 (com mon mode failure)는 하드훼어와 유사하게 다수에 의한

그룹의사결정에서 보이는 독특한 인지척 특성의 하나이다.

특히， 방어척 회펴나 초경계 등과 갇은 스트레스하의 인지특성은 특정 조건하에

놓인 그룹내의 의사결정에서도 관측된다. 이러한 그룹의 예는 관리자 모임， 노동조

합， 종교단체 등 독특하면서도 공통된 상황을 가진 그룹에서 많이 발견된다. 집단

척인 방어척 회피현상에 대하여 t그흡사고(group thought)"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도 한다. 예를 뜰어， 심각한 외부경쟁에 칙연한 산업체가 강력한 가격， 품질， 설

계 경쟁력을 가진 외부 경쟁자에 대향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룹

사고의 현상율 요약하면 표 2.6에 얼거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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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모형화의 이론적 방법론

L 인지공학의 이론 배경

운천원의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인지척인 요소를 충점으로 착엽 수행도 모형

을 개발할 경우에는 인지공학의 패러다입 (paradigm) 을 활용해야 한다 (3， 54). 인

지공학에서는 모형화의 이론적인 기반으로서 다음과 같윤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정 운전현 모형의 형태척인 분류에 의하여 모형개발의 목척과 가능한 범위를 규

청하고 있다. 인지적 착업수행도에 대한 개념객인 정의와 더불어 필요한 차원을 정

의하고 있다. 또한， 안지척 제어의 수준에 대한 기존의 인지심리학적인 기반을 겨

준으로 수행도의 기본성격을 결정하는 인지적 제어의 이산적인 단쩨구분을 셰가지

로 제시하고 있다(3 1) . 마지막으로， 인지모형에서 가장 독특하게 처리되눈 지식의

유형과 각각의 특성을 구분하여 인지모형의 개발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각각 고

유한 모형화의 이론척인 기반을 설정해야함을 보이고 있다 (3 1， 34, 38).

가. 모형의 형태 (54)

(1) 규범 적 모형 (norma tive mode l)과 묘사척 모형 (descriptive mode l)

규범척 모형 (normative model)은 주어친 작업영역에서 착엽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모형이다. 즉， ’Should’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작업자의

착업어 수행되어야 하는 방석을 추천 (recommendation)하는 모형이다. 반면에

묘사쩍 모형은 모형의 대상에 대해서 관측을 통해서 여러가지 예측가능한 실제의

지식율 얻어서 이를 통해 유용한 유추를 수뺑하기 위해서 구성된다. 묘사적 모형은

작업자의 행위를 그대로 관측해서 구성되며 작업자가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Do ’, observed) 모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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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모형 {predictive mode l}

예측모형은 작업자의 수행도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구성된다. 예측모형을 통

해서 수행도를 예측할 수 있다연 시스탬이 실제로 구축되기 전에도 설계단계에서

이 시스댐의 수행도 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나 비용상의 큰 잇점

이 있다.

(3) 전문가 모형 (expert mode l)

천문가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전

문자와 초보자의 수행도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초보자에게 어

느 부분을 훈련시켜야할 지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천문가 빛 초보자의 각각의 묘

사척 모형 (descriptive model)을 구성해서 비교함으로써 규범척 모형

(normative mode l)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나. 수행도의 차훤

(1) 효용성 (effectiveness)

효용성은 ef feeti veness 또는 efficiency 으로 정의된다. 모형에서 작업수행

도를 펑가활 때에는 이를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척도가 펼요하며

효용성은 바로 이렇게 수행도의 척합성 (goodness)을 명가할 수 있는 특정한 차훤

이다. 질제로 평가가 적용되는 영역에 따라서 efficiency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

다. 그 예로， 타이핑파 같은 작업에서는 효용성의 차훤은 속도와 정확도의 조합으

로표현될 수 있S며 원자력발전소의 감지 (detection)작업 혹은 신호검출(signal

detection) 착엽의 경우는 올바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miss rate와 발생하지

않은 신호률 감지한 false-alarm rate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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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향(bias)

편향은 효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량들 사이의 절충 (tradeof f)을 표현하는 차원

이다. 예를 툴면， 타이핑작업에서는 속도-정확도간의 반비례적인 절충관계가 존채

하므로 작업자가 속도에 치충활 경우 정확도가 낮아지고 정확도에 쳐충할 경우 속

도가 떨어진다. 또한 신호검출 (signal detection) 작업에서는 갑지환 신호와

false alarm 의 횟수 사이에는 비례척인 철충관계가 존재하므로， 검출기준

(criteria)을 낮게 하면 감지펀 신호의 횟수는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f alse

a월rm의 횟수도 따라서 증가하며， 검출기준을 높케 하면 false-alarm'운 줄일 수

있지딴 신호롤 놓치는 mISS가 증가하므로 신호의 감지횟수는 감소하게 펀다.

(3) 최 척성 (optimalit y)

주어진 조컨하애서 수행도 전략의 선택을 최적화하고 최척에 크게 벗어나지 않

는 시스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bias pa rameter를 최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타이핑 착엽에서눈 속도와 정확도를 어느 수준에서 결합할 것인지가 수

행도의 최척화롤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신호검출에서는검출기준을 어떻게 잡느

냐가 최척성율 좌우하는 요소가 펀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어려가지의 조건이

주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bias parameter가 결정되게 펀다. 단， 여기서 최척의

수행도란 완벽한(perfect) 수행도가 아니라 주어진 여러가지 조컨하에서 기대이익

함수플 최대로 하는 수행도를 의미한다.

다. 인지작용의 단계구분 (3)

운전원의 작업수행도눈 채계의 기능에 대한 학습과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학습의

결과로 결정된다. 작업수행의 기저는 학습의 과정에서 형성된 인지척 제어의 수준

파 단계에 의하여 구성되므로 인지착용의 단체에 대한 구훈이 모형의 출발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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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측면에서 인지작용의 단계를 구분하면， 다읍과 같이 인지척 단계

(cognitive stage). 연상척 단계 (associati ve stage) , 자동화 단계

(autonomous stage) 등으로 구분활 수 있다.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운천원의

인지작용과청에 대한 수준이 연속척이지 않으며， 각각의 독특한 인지과청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 인지척 단계 (cognitive stage)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논 작업에 대한 선언척 지식 (declarative knowledge)

올 갖게 되는 단체이다. 이 단계에서의 지식은 장호연판성이 없고 개별쩍으로 존재

하는 사실 (fae t)의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이 단계의 지식만으로는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2) 연상척 단계 (associative stage)

이 단계에서는 인지척 단계에서 얻은 지석들의 이해과정에서 오류률 찾아내서

제거하고 개별척인 선언적 지식들이 전체적인 작업수행의 관점에서 연관성을 가지

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언적 지식이 절차척 지식 (procedural knowledge)으로

전환되는 단계이며 선언척 지식의 일부는 여천히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하지만 익

숙한 작업수행은 이러한 절차적 지식에 의해 。1 루어질 수 있다.

(3) 자동화 단계 (autonomous stage)

철차의 수행이 더욱 빨라지고 숙련되어서 의식척인 노력없이도 작업야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이다. 착엽기술이 숙련될수록 작업수행에서 언어의 개엽은 출어들며

작업기술에 대한 지식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진다.

라. 운전원 지식의 특성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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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표현되어야 할 지식은 상당히 넓은 범위툴 가지고 있으묘

로 개별척인 모형화는 불가능하며， 이론척인 유형과 구성특성에 따라 파악되어야한

다. 인지공학에서 제시하는 모형의 지식은 구성의 측면과 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1) 구성의 측면 (3 1. 33)

인간은 추상화 (a bstraction) 와 분해 (decomposi tion)를 축으로 해서 서스댐

에 대해 형성된 지식을 체계화한다. 인깐은 하나의 셔스댐을 여러 추상화 계충으로

이해함으로써 시스댐에 대해 경제척이고 깊이 있는 이해룰 할 수 있다. 추상화계충

이란 발견되는 개개의 저석을 척당한 수준의 목척-수단관계(means-ends

relation)로 구분한 것으로 Rasmussen은 추상화의 계충을 물리객 형태 - >몰리
척 기능 -) 일반척 기능 -) 추상척 기능 -) 목척의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시스탱

의 내부 동작에 판한 모형을 추상화 상위계충에서 고려하는 것이 작업자가 얼제로

경험하는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작업자는 추상화 상위계충의 지식만으로 작업하

기률 훤한다. 이는 추상화 상위계총의 지석들이 비교척 시스댐의 사용목척에 가깝

고 이것이 하위의 복잡하고 모호한 개별척 상항들율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

다.

목쩍-수단관계 이외에 추상화 계충의 일반척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각 계층은 같은 시스댐을 묘사하며 그 차이검은 서로 다른 계충은 시스템에

대한 다큰 descriptions파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각 계충은 자신의 유일한 개념파 원려롤 가지고 있다.

- 시스랩을 묘사하는 계층의 선택은 관측자와 그의 시스탬 통제에 대한 지식

및 관심에 의해 결정된다.

- 척절한 시스탱의 기능에 대한 요구는 하위계충의 조작얘 대한 제한으로 나타

나며 시스댐 상태의 진화는 상위계충에 대한 하위계충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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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충의 교차척인 판계를 파악합요로써 시스댐의 이해률 증진시킬 수 있다.

분해 (decomposition)는 각 지식을 천체-부분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다. 지식의 체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위계척인 구조라 할 때 시스댐에 관환

산발척인 지식률을 분해-집단화(decomposition -a ggrega tion) 하여 이해하는 것

은 사랑이 경험하는 시스댐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분혜의 항목운 whole

system. subsystem, functional circuit, circuit-stage. componen t의 형

태률 가질 수 있율 것이다.

분해와 관련된 것으로 스키마(schema)라는 개념이 었다. 사합은 자신이 처한

환경속에서 정형척으로 구분할 수는 없더라도 연관성이 았는 것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이해하려는 경향이 었다. 인지심리학에서는이러한 비슷한 특성의 집합을 스

키마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는 알상생활에서 각개의 사상을 개별척으로 파악하는 것

보다 복잡도를 줄여준다. 여려한 스키 마가 하나의 절차척인 형태를 따제 될 경우에

이를 특별허 스크렵트(script)라고 부른다.

(2) 형태의 촉변

인간의 지식은 선언척 지식과 절차척 지식으로 대별될 수 있다. 선언척 지식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지삭여며 지식툴 상호간에눈 별다를 연관성이 없는 지식을 의

미한다. 반면에 절차적 지식은 작엽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치석이며 여러개의 선

언척 지식이 연관성있는 구조로 결합된 형태를 가진다.

130 -



2. 모형화의 접근방식

인간의 행동을 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모형화의 방법론은 사

회학， 심리학， 생리학， 교육학 등 방볍론의 배경에 따라 매우 큰 폭울 가지고 있다

O. 38.40. 64) . 인간-기쩨 체계에서 착엽자 모형의 방법론은 모형에 의하여 해석하

려고 하는 주목척과 작업자의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시스댐의 인간공학척 척합성

을 펑가하려는 경우. 작업자에게 부여펀 기능과 관련되는 인간공학척 톰성융 반영

할 수 있는 모형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근육노동과 같은 신체적 기능 (physical

function) 의 촉면을 강조할 경우와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이나 푼재해결

(problem solvi ng) 과 같운 지능척 기능(in telligent function)의 측면울 강조

할 경우에 각각 다른 방법론에 의하여 개발된다(38.57).

기존의 모형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형화의 방볍론은 지능척 기능의 단일된 측면

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모형화 방법론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능척 기능의

여러가지 단변을 기준으로 구훈활 수 있다.

‘ 제어 이론 (control theory) 방식

- 의사소통이론 (communication theory) 방식

- 통계척 의사결정자 (statistical decision making) 방식

- 정보처 리자 (information processor)방식

- 심볼처리자 (sym boHc processor)방식

가. 제어여론<Control theory) 방식 (5.57)

제어이론방식은 동적체계에 대한 기존의 제어이론을 작업자의 수동제어기능에

척용하여 모사한 것이다. 현대 제어야론에 의한 시스템의 해석이 인간의 역활에도

동일하게 척용될 수 있는 부분은 수동제어조착이 중심이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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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어조작 이상으로 감시 (monitering) • 의사소통(comm unica tion) • 감시

(supe rviso ry) 에 대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제어이론모형의 특성은 안칸-기계

체계를 폐회로(closed loop)로 보고 체계내에서 작업자를 제어기 (con troller) 또

는 의사결정자 (decision maker)로 취급된다. 기법상 궤환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천달함수(transfer function)에 의하여 표현한다. 특

히， 작업자를 자동제어기와 같운 양호한 수행도가 유지되는 완전한 기능척인 요소

로 가정하는데， 제어 대상에 대한 완벽한 내척 모형을 포함한다.

제어이론방석의 모형운 보정 (compensa tory). 추적 (pursuit) • 사천 인식

(pre-cogni tion) 등으로부터 감독기능에 걸쳐 확대 척용되고 있으며， 기술척요로

도 안정되어 었다. 그러나， 인지적인 측연에서논 기술기반행위에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어이론 판점에 따른 방식파 다촌 기법을 결합하여 복합모형

(hy bri d model) 이나 누척모형 (cumulative model)의 방향으로 보완척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 의사소통이론(communication theory) 방식

인간의 행동은 무엇이 일어났는가 만의 거능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무엇이 일어

날 수있는가도 관련되어 인척수행도애서는 불확실성 (uncertai nty) 이 충요한 역할

을 한다. 의사소통이론방식은Shannon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원천등에서 대부

분의 착업은 주어진 입력보다 적은 양의 청보를 반응에서 취급해야 하는 정보집약

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성격은 자극으로 주어진 모든 정보롤 함촉활 수 있는 반

웅이라는 측면을 가진 정보처리모형과 다르다. 이러한 천달과 의사소통의 이론에

의하여 동척체계콜 기술하며， 상항파악등의 기능철명이 정확하다. 기존의 인지모형

에서 communication theory가 중심이 된 모형은 아직 없으나 캄시기능에 대한

모형화 방법론으로 매우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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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몽계척 의사결정 (statistical decision making) 방식

의사결정에 대한 통계척인 이해률 기반으로 하는 모형으로， 의사결정과정을 일

정한 수준의 불확젤성과 위험도를 가진 복수의 대안으로부터 단일한 대안을 션정하

기 위하여 가용한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철차로 정의한다. 따라서， 베이즈

(Ba yes) 이론파 SDT(Signal Detection Theory) 등이 모형화의 기본척인 기법

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척 기법은 인간의 인지작용중에서 감시， 경계， 상황평

가， 가절검증 등에 매우 첩근된 표현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응용의 사례도 많다. 특

히， 다수의 의사결정이나， 불확겔성과 위험도의 처리， 가설의 형성과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의 표현이 척절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학적 요소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베이죠 이폰을 적용활 수 있는 기법이 제공된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모형화의 수단

으로 부각펀다. 그려나， 규범척 모형 (normative model)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묘사척인 목척을 만쪽하기는 어려우며， 세부척인 표현이나， 인지파정의 지식처

리척인 과정을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었다.

라. 정 보처리자(information processor) 방석

인간과 컴퓨터의 은유(metaphor)에서 출발하여 인간은 일종의 순차척 정보처

리기 (serial information processor)로 정의한다. 작업자의 인지과정을 청보의

입력， 변환， 저장， 결정， 출력 과청으로 설명한다. 작업기능에서 입출력 정보라는

외연적인 출발점으로부터 컴퓨터의 정보처리와 유사하게 작업 소요 지식의 처리요

소를 정의해 나간다. 정보처리자 모형은 주어전 직무에 대해 가용시간과 정확도간

의 철충관계， 수행도와 가용자현간의 비례관계， 자료제한척 (da ta-limited) 입력

으로 인한 수행도 저해， 주의력이나 기억 등 자원제한척 (resource-limited) 측면

에서의 다중칙무(multiple ta혀{)， 시분할(time-sharing)등의 처리에 기본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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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도구로서 척용가능하다.

철제로 인지척 자원제약에 의한 정신부하 평가， 시분활 직무상호간의 간섭 예

측， 동일한 인지척 자원의 훈활 풍에 대하여 성공척인 사례가 많다. 특히，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모형요로 편집기의 설계차나， 개인 수행도차의 평가에 성공척인 사

례를 가지고 있다.

마. 심볼처리자(symbolic processor) 방식

정보처리자 모형과 유사한 관검에서 작업자의 기능을 순차척인 쳐리기놓보다 휴

리스틱 (h eur istic) 등 다양한 처리방식울 기능척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심불처리

중심의 표현방식을 활용한다. 비교적 최근에 발천한 인공지능기법의 지윈에 의하여

인간의 내부 지식의 형태와 내용 및 그 활용방식에 대한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특히， 지식의 구조화와 추폰의 다양성 및 인지 척 제어 수준의 변화에 따른 처

리방식의 차등화 등이 가능하므로 오류의 발생등 인지객인 기능의 모사에 가장 강

력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현다. 최초에는 심불처리방식이 인지척 과

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보조척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직무 요건을 표현하고 직무

수행도를 구성하는 상세한 항목을 지정활 수 있는 수단으로 응용될 수 있다. 또한，

착엽의 복잡도와 작업부하 요류현상의 모사， 인과척 간계구조의 분석에 확대 척용

될 수 있다.

심볼처리방식의 실제 기법은 인공지능분야의 지식표현과 추폰기법에 대한 개발

된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 특히， 천문가시스탱 기법이나 정성모형/시

률메이션은 부분척이기는 하지만 착엽자의 인지척인 내부기능에 대한 핵심을 표현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다.

앞애서 언급한 모형화 방법론을 비교검토하연， 다음 네가지 측면으로 포형화의

경향을 찰펴볼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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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안간의 지능척 기능중 인지작용의 표현을 중점객으로 특청한 이해부위만

을 대상으로하는 모형화를 추구하고 있다.

풀째， 주로 기계적인 모형을 구성하고 인꽁지능거법을 중섬으로 작업자의 부분

기능을 표현하눈 경향이 었다.

셋째， 인간의 정보처리측면을 강조하고 인지작용에 대한 이론배경으로 인지심

리학의 연구결과를 벼교대상으로 적용하려는 방법론의 시도가 많다.

넷째， 모형화 방법론의 주된 차이청은 정보의 획득과 표현에 대한 개념의 차이

에서 비롯된다.

모형화의 방법론이 인지기능을 충심으로 하는 경향과 기법상으로 인공지능 기볍

에로의 집중경향을 보이는 것은 시스댐의 성격이 인간의 인지착용과 관련된 기능을

중점척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모형이 기계적인 구조를 가지께 된 이

유는 주요 관심기능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기능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젤명

형 모형 (descripti ve model)보다는 규범형 모형 (norma tive model)에 치중하

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처리와 판련한 모형에서 기졸의 관촉과 아해

만을 중심으로 할 경우 모형의 일관성이나 일반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척용와

해석상의 오류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인지심리학의 이론적인 배경을 확보하고

이폰척으로 규명된 인지적 현상을 모형의 주안점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가되고

있다. 모형화 기법에서의 개념차이란 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표현하논 방식으로， 가

능성을 표현하는 우도비 (l ik elihood ra tio) , 기 대효용 (expected utility) , 주관

척 확륨 (subjective probability) , 의사결정 척도 (decision citeria) 등이 있는

데， 활용되눈 기본개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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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3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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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결론

1. 모형화의 방식

본론에서 검토한 바와 같아 운천원의 인지작용에 대한 운천원 인지모형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인지심리학의 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지석구조를 가능한 한 근접펀

방식으로 묘사해 내는 mIcro 수준의 모형과 운전원의 입무와 작업절차를 천반척으

로 표현할 수 있는 macro수준의 모형을 병행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 것을 요약

하면， 운천원 인지척 작업수행도를 묘사하기 위해 복수의 모형방법이 결합되어 사

용되어야 한다는 것야다. 특히 얀간의 내부과정의 훤리에 대한 인지과정

(oognitive process) 모형은 추상적으로 상위과정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의 가청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복잡한 실제 상황에 대하

여 실용적인 모형이 개발되려변 세부모형을 종합해야 한다. 이 경우， 최척 제어 이

폰방식이나， 그물망모형이 macro 모형으로 척용 가능하다.

운천원의 인지모형은 원전 안천성에 미치는 인척요인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

기 위하여 수행되는 운천원 작엽수행도 분석의 도구가 된다(63). 여기에서 분석도

구로서의 모형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물려척인 체계에 대한 모형과 유사한 개

념이다. 즉， 울리쩍 체계에 대한 모형화에서와 같이 운천원을 하나의 체계로 정의

하고， 체계의 요소(즉， 인간의 신체척， 생리적， 인지심리척 특성 풍 개별적인 인간

공학적 요인)를 분석하며， 각 요소의 특성에 대한 이론척인 연구결과률 하나의 체

계로 종합하는 과정을 말한다(38) . 인지모형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모형이 현자

력 분야의 인척요인의 검토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인지척 요인의 영향과 상관관계를

채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데 있다.

그력묘로， 인지모형의 개발목표는 훤자력 분야에서 운천원이 가지는 인지척 특

성의 체계화를 통하여， 그 영향을 작엽 수행도의 관점에서 정량척 또는 정성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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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석활 수 있는 훈석수단을 확보하는 것a로 정의할 수 있응며， 01를 위하여 천체

작업을 표현활 수 있눈 macro 모형과 상세한 내부륙성을 반영활 수 있는 mIcro

모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모형 (hybrid mode l) 의 개발 및 구현이 펼요하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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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화의 요건

운전훤 인지모형은 운전훤의 인지작용과 특성에 대한 체계화롤 위한 인지작용의

병샤척인 표현을 천제로 한다. 인지작용의 지식처리 중심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기존의 재래식 모형화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천체 작업수행도에

대한 기존의 모형화 방식의 골격위에 인지척 요인의 모사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

능의 모형화 방식과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방법객인 면에서， 천

체척인 수행도 분석에 척합한 기존의 모형 방식과의 결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운천원 인지모형은 어제까지 대부분의 인간공학 모형에서 개념적 구조와 이론적

모형이 가지는 추상척인 한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론척인 특

성을 표현하는 개념척인 모형 (conceptual mode l)요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전현의

특성을 모사할 수 었는 가동가능 모형 (runnable model)으로 구체화하는 과청

(즉， 소프트웨어객언 구현)을 포함해야 한다. 모형의 구현방식으로는 기존의 천문

가시스탱 개발도구와 인공지능언어롤 활용하여 부분척으로 구현하고 검토한다. 부

훈모률에서는 PC환경에서 개별척으로 개발하고 천체구죠는 워코스태이션상에서 구

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착엽수행도 분석을 위한 모형화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어실 운천원， 감독자， 현

장운천자， 보수검사자 등 여러분야의 운전요원에 대한 가능한 다양한 모형이 필요

하다. 그러나， 인척요인의 중요성과 그 영향 범위롤 기준으로 찰펴불 때， 그중 주

제어설 운천웬의 작업수행도 푼석이 우선척이며 그에 대한 모형이 시급하다. 주제

어실 운천원의 수행도는 계동의 운전 신뢰도와 원천 가동율에 직접척인 영향을 미

철 뿐 아니라， 제 어성 설계， 운천지원거능 개발 및 운천절차 개선 둥에 있어서 중

요한 기준요로 작용하므로， 이를 분석활 수 있는 방법폼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

다.

모형에서 포함해야할 운천원의 특성은 선체척. 생리척， 행동척， 심리척 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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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었으나 본 조사분석에서 제시하는 인지척 요인의 범위를 기

준으로 연관되는 상세 수행도 요인율 포합하도록 한다. 그러나， 운천훤의 모든 인

척요인을 셜명할 수 있는 일반모형을 개발할 펼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언간의 인

지과정에 대한 인지과학객 얼반모형의 개발을 시도혜서는 안되며， 운천원의 수행도

표현에 훨요한 주요 기능에 대하여 선택척으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훤천에서 운전작업의 특성과 그 변화의 추셰로 볼때， 운전원 모형의

개발범위는 일차척으로 운천훤의 감시감독 및 전단작업에서의 인지륙성 및 인지작

용의 구조에 춧첨을 맞추도록 한다. 인지공학의 방법에 이론척인 의사결정의 기본

구조를 기준으로， 본론에서 요약된 체계척 현향과 휴리스틱 및 오류현상의 구조를

모사활 펼요가 있다.

운천원 인지작용의 천산모형은 개발과청에서는 모형구조의 이론적 타당성과 일

관성을 검토하는 수단이 되며， 최종 개발완료후에는 결과척으로 원천계통의 하드웨

어척 거동을 모사하는 기존의 계통시물레이션 모형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작업의

시물레이션모형으로 활용된다. 인지모형은 운천원으로 대표되는 인간과 계통이라는

기계로 구성되는 인간-기계체계 (man-mach ine system) 에서 인간과 기계 양자간

의 상호작용(i nteraction) 을 시률레이션하여 작업수행도분석의 실용척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체계를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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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추후 연구방향

1. 모형개발의 방향과 전략

검토결과가 시사하듯이， 운천원의 인지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척 특성. 공학척 지

식， 실용객 규칙 등을 통합하게 되므로 일반성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모형의 접근

방법이 용용훈야에 따라 개별척으로 특성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웅용촉변

에서 불 때， 원천에서는 운천왼의 인자객 결함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이 정상격인

수행도 및 기능변화내용애 비하여 상대척으로 중요시되고 있a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활 수 있는 시율레이션 모형이 필요하다. 운천현 직무의 인지적 특성:로 볼

때， 모사할 수 있는 직무의 폭이 매우 넓으면서 외부조건의 변화에 따론 인지능력

의 범위와 특성이 변화되는 기능도 포합하여야 한다. 기폰의 모형에서 이러한 특성

을 반영하고 있눈 사례나 안정된 기법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므로 기

본척으로 독자개발이라는 천략척 기조가 펼요하다.

기존의 모형개 발 사례중 CES, INTEROPS, COSIMO 등 유사한 사례가 있

으나， 아직 개발 또는 확대과정에 있고 응용방향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파물의

도입활용보다는 구현방법이나 기본이론을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COSIMO는 모형화 방법론이 가장 일반성이 었고 구현도 상당히 완료되어 응용단

계에 있￡므로 기술도입 등으로 개발경험을 홉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운천원 인지모형에 대한 개발 휠요성의 인식이 비교책 최근일이며 응용방식도

아칙 많은 확장의 여지가 있으므로， 독자개발을 통하여 직무수행도 분석에 상당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개발사례에서 나타냐는 경험을 기술도입등의 형태

로 최대한 홉수하되， 중심이되는 재념오형개발단계에서는 l:l 1 교적 독자척인 구조와

특성을 갖도록 하여 응용법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구현측면을 강초하

여 평가수단으로서의 실용성을 확보하되， 기존의 전운가 시스댐 개발도구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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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함S로써， 소요 노력의 부담을 출이는 방식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

운천원 인지착용에 대한 개념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론척 타당성과 모형구

조간의 일관성 검토등을 위하여 부분척 인 구현파 셜헝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

종척으로도 소프트웨어 형태가 응용측면에서 유리하다. 인지모형을 소프트웨어객으

로 구현하기 위해 처음에 수행해야 하는 절차는 구현구조(implementa tion

fmmework)의 설정이다. 구현구조는 관심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인지척 활동의

서로 다른 유형에 대한 구조를 쩔쩡하고 또한 어떻게 상호작용(in terac t ion) 율 하

는지롤 알아내기 위하여 선택펀 한가지 유형의 모형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모

형화 천략은 복잡한 기술척 체계를 모형화할 때， 셰부척인 인지과정뿐만아니라 넓

은 영역의 인간행동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실용척인 필요성에 의하여 많이 사용

현다.

이러한 구현구조를 적용하여 구체화된 개념모형이 쉴갱되면 그 개념모형의 표현

율 위한 소포트웨어척 수단을 선정하여 시율레이션야 가능한 소프트웨어 모형으로

구현하게 된다. 기본척으로 인지모형은 인공지능의 개념에 의하여 구현구조가 설정

되므로， 구현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위해 주로 인공지능기법이 사용된다. 인공지능

기법은 모형의 개념척 구조설정으로부터 그 타당성과 일관성을 확인하는데 좋은 도

구로 파악된다.

2. 추후연구과제 재안

가. Rasmussen 의 인;<1 공학야론에 대한 상셰검토

운천원의 인지작용에 대하여 인지심리학의 학슐척인 연구차훤울 념어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인지공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Rasmussen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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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연구결과에서 찰펴볼 수 있다. 운천훤 인지모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인지

공학의 이론기반을 필두로 의사결정에 대한 인지적 내부과정을 모사하는 사다리

(ladder) 모형 (33.34), SRK 패러다임 (3 1) • 인지척 진단의 전략과 과정에 대한

4가지 개념구조， 추상화 계층 (abstraction hierarchy) (33), 행위형성요인

(BSF:Behavior Shaping Factor)의 개념 등 Rasmussen이 제시하는 이론객

인 연구결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인지모형을 척용하고 결과롤 해석해야할 때 이

론적인 견고합올 확보해야활 필요가 었다.

특히， 이상파 같은 Rasmussen의 인지공학척인 이론기반은 운천원 인지모형의

개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나，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검도 있고 싫재로 뭔자력분야에

서 어떠한 의미률 같는지 개념이상의 구체척인 분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펼요가

있다.

나. 운천훤의 인지특성에 대한 실사

본 조사분석에서 제시한 것은 인지심라학의 이론과 응용 경험을 기반드로 원자

력발전소의 운천원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제반 인지척인 특성， 륙히 인지척 한

계와 결합에 대하여 칩충척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특성의 개업

가능성은 질제 운천원의 작업상황과 임무의 특성에 대한 상채 검토를 롱하여 그 개

입의 정도와 원천에 며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훈석하여 모형에서 우선척으로 표

현해야 할 주요 인지특성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는 운천절차서에

의한 인지척 직무분석 (cogniti ve task analysis) 기볍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테

(63) • 기존의 인간공학적 직무분석 기법만으로는 인지객 요건과 특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구채펙으로 인지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두 단계의 조사분석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운천원애제 부여된 기능을 인지척 작부의 형태로 변환하여 푼석하고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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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지식의 내용 및 형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전원이 질제 착업에서

처하게 되는 작업상황의 제반요소에 대한 힐사률 통하여 수행도의 구조를 분석하여

야 한다. 운천원의 인지척 인 직무분석에서 소요되는 정보의 내용 및 형태를 파악

하는데는 운천절차서롤 중심으로 상세직무분석이 펼요하다. 운전현이 절차서에 따

라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전척인 직무분석기

법에 의해서도 충분한 수준의 분석결과롤 확보할 수 있다(23， 26) . 그러나， 칙무수

행파 관련되는 얀지격 상태와 소요 지식은 운천원의 내부척인 정보이므로 아직 공

식척인 분석수단이 확렵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하여는 인지심리학의 실험척 연

구에서 어제까지 사용해 온 원안분석 (protocol analysis)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

으로 생각되나(3， 63) , 응용을 위하여는 상당한 도구화 작업 및 관련 연구기반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 모형의 구현기술에 대한 상세 검토

모형의 구현율 위해 시급히 검토해야 하는 문제눈 인공지능기볍의 가능한 수단

파 언어의 선택이다.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근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천문가

시스댐 개발도구간의 선택은 개발하고자 하는 인지모형의 응용 목척과 사용되는 기

법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개발 목척이 타분야에의 응용을 전제로 하고， 사

용하는 지식표현거법이 규칙중심이라면 천문가시스댐 개발도구를 사용하며， 반면에

아주 독특한 인지파정 이나 전문가시스댐 개발도구가 지원하지 않거나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었는 부분애 대해서는 LISP, PROLOG, SmallTalk , C++ 등 인공지

능언어가 사용펀다.

대부분의 인지모형은 응용중심이고 외부 simulator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운에 천푼가시스템 개발도구의 사용이 척절하다 (2 ， 60) . 또한 운천훤 인지모형은

인공지능언어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상당히 많은 상호작용이 동척으로 얽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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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모형구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철감을 위해서도 천문가시스템 개발도구

의 활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선택가능한 전문가시스템 개발도구가 매우 다양하므

로 대상으로 하는 원전 운전원의 인지작용 및 그 특성에 척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인공지능 언어도 비용이 척게 틀고， 특히 새로운 구현기볍의 시도 또는 다양한 소

형 모률의 구현에 척합하고， 개발도구와의 연계가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유용성

은 무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언어와 개발도구를 상호보완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파악이 펼요하다. 모형의 기본구조설정이라는 초기 목척율 위

해서는 인지작용의 묘사에 가장 적합한 KEE와 LISP이 주된 구현수단으로 척합하

나， 개발 경험상 부분적인 구현에 유리하다고 제안된 바 있는 SmaJlTalk와 언어

의 일반성과 모형의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한 C+t를 병행하여 활용할 휠요성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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