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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 제 목

얀적행위분석기법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약

1979년 미국의 TMI 원전 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인적요인이 개입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일반

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불시정지의 30 - 90%가 인적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및 상당수의 불

서정지가 언간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인적오류에 기인하고 었

읍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유지와 불시정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극소화를 위해서논， 인적오류의 발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효과적인 인적오류 대응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로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주요 인적요인의 작업수행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운전작업의 시율레이

션을 통해 평가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기존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개선점의 도출과 앞으로 진행될 차세대원자로 MMIS 설계의 인칸공학

적 평가에 웅용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인적오

류를 효과적으로 저감한다는 목적윷 가지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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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는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적오류 분석 및 응

용기술 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어 수행된다. 먼저， 운전착업 시블레이션 소프

트왜어 개발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운전작업특성분석

。 운전작업 구조 개발

0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분석기 개발

。 수행도 척도 분석

그리고， 인적오류 분석 및 응용 기술개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0 인적오류발생구조 분석

o 작업오류특성 분석

o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인적오류발생 추이 분석

。 Compact Nuclear Simulator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 구성

。 인적오류 사례전파시스템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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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상기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소프트돼어 개발 분야>

。 운전작업특성분석 :

- 운전작업 시나리오의 선정 및 절차분석

- 비상운전 작업의 통사분류(안)

- 비상운전의 운전작업 특성

。 운전작업 구조 개발 :

- 비상운전의 운전작업 macro 구조 (흐름도)

- Micro-SAINT를 이용한 운전작업 구조의 네트워크 므형

。 운전작업 시율레어션 분석기 개발

- 블래보드를 이용한 추론구조의 표현기법

- 절차적 지식의 표현기법

- 메타지식 및 기능적 지식의 초안

- 모형활용 시율레이션 분석기 개념설계

- prototype 분석기 MINERVA- NPP

。 수행도 척도 분석 :

- 수행도 영향요인 (PSFs) 분류체계(안)

- 수행도 척도의 분류체계(안)

- 신체적 작업부하에 대한 예비척도 및 분석사례

- 인지적 작업부하에 대한 예비척도 및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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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오류 분석 및 웅용기술 개발 분야>

。 인적오류발생구조 분석 :

- 인적오류 분류체계(초안)

- 분류체계를 사용한 분석지침(초안)

。 작업오류특성 분석 ;

- 부서별， 계통별， 작업특성별 작업유형분류

‘ 작업절차분석결과

。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인적오류발생 추이 분석 :

- 인척오류가 개입된 64건의 고장정지사건 추출

- 9가지 유형의 인적오류 발생 추이분석 결과

。 Compact Nuclear Simulator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 구성 :

- C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 구성요건

- C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 기본환경

。 언척오류 사례전파시스댐 기본설계 :

-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인적오류 사례전파시스댐 시작품

- 시작품의 실제 사례에 대한 시범적용결과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소프트혜어 개발 분야의 연구 결과와 분석 경험은

차기년도에 수행될 인지특성을 포함한 운전작업 특성의 상세분석과 인지적

측면의 nucro 작업구조 분석에 활용되며， 제 1 단계의 후반기에 수행될 종합

적 운전작업구조 개발의 거반이 된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개발된 지식표현기

법과 추론구조를 확장하고， 시률레이션 소프트혜어 개념설계와 prototype 분

석기를 검토보완하여， 운전작업의 시율레이션으로 수행도 척도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실용화될 것이다.

또한， 언적오류 분석 및 응용기술 개발 분야의 연구결과인 분류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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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지침은 오류의 원얀과 결과를 좀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그동안 적당한 분류체계와 지침의 부재로 미진하였던 국내 사례의 상세분석

에 좋은 분석 tool로 활용펼 것이다 작업유형분류와 작업절차분석의 결과는

차기년도의 작업상세분석 대상의 선정에 활용될 것이며， 작업별 특성과 인적

오류 유형 또는 요언과의 상관관계 규명에 71본 자료로 활용될 잣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총 64건의 인척오류가 개입된 사례는 앞으로의 분석대

상사례로 활용되며， eNS를 사용한 인적오류수집체계 환경은 차가년도부터

사폐의 재조명을 위해 수행될 인적오류 접출 실험에 활용될 것이다. 당해년

도에 개발한 분류체계와 분석지침을 초안으로 많은 국내 사례의 분석에 적용

하여 얻은 경험， 그리고， 원전 착업특성의 오류 연관성 파악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체계와 분석지칩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본 과제에서 의도한 정형화된 인

적오류분석체계의 개발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올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본 과

제의 져11 1 단계 중간 결과물로 인적오류 사례전파시스템슬 개발활용하여 국

내 사례의 분석 결과를 현장 작업자에게 전파함으로써 인적오류의 저감에 척

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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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The Development of Human Behaviour Analysis Techniques

II. Objectives

One of the main causes in the accidents in nuclear power plants at

TMI in 1979 and Chemobyl in 1986 was known as human error. In

general, 30 - 90 % of nuclear power plant trip around the world were

induced by human erromeous actions. These facts represent that the

considerabl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 incidents have been occurred

by human erromeous actions in the performance of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 Hence, in order to maintain the safety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and to reduce the economic loss caused by unanticipated nuclear

power plant trip, we have to study man-machine interactions as a

starting point of researches on human errors and also have to apply som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human errors prepared through the

study.

This project is to study on man-machine interactions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to analyze human error cases systematically and

identify the effects of major human factors on human performance by

using the operator task simulation methodology. The results of this

project will be used for the enhancement of operating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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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applied to the human factor evaluation of the MMIS design of the

next generation Korean nuclear power plant, and used for the effective

reduction of human errors.

III. Scope of Project

This project has two major research areas , one is the development of

an operator task simulation software and another is the development of

human error analysi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In this year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an operator task simulation

software, we studied the followings:

o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or Tasks,

o Development of Operator Task Sσuctures Macro Structures,

。 Development of An Operator Task Simulation Analyzer,

o Analysis of Operator Performance Measures,

and the following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error analysi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 Analysis of Human Error Mechanisms,

。 Analysis of Human Error Characteristics in Tasks,

。 Analysis of Human Error Occurrence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 Establishment of An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Human Error Data

Collection with Compact Nuclear Simulator,

o Basic Design of A Multimedia-based Human Error Represe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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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year project are as follows:

<The development of an operator task simulation software>

。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or Tasks :

- Selction of operator task scenarios and analysis of task sequences

- Classification of verbs in the emergency operation tasks

- Characteristics of the emergency operation tasks

。 Development of Operator Task Structures (Macro Structures)

- Macro structures (flowcharts) of the emergency operation tasks

- Network model of the operation tasks by using Micro-SAINT

o Development of An Operator Task Simulation Analyzer

- Scheme for representing inference mechanisms using a black-board

architecture

- Methods for representing procedural knowledge of operator

- Prototypes of meta-knowledge and functional knowledge of operator

- Conceptual design of an operator task simulation analyzer

- Prototype of an operator task simulation analyzer

o Analysis of Operator Performance Measures

- Draft classification system of performance shaping factors

- Draft classification of performance measures

- Preliminary measures for physical workload and case analysis

- Preliminary measures for cognitive workload and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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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human error analysi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 Analysis of Human Error Mechanisms

- Human error classification system

- Guidelines for retrospective human error analysis

。 Analysis of Human Error Characteristics in Tasks :

- Work classification by organizational division, system, task

- Analysis results of the work procedure

o Analysis of Human Error Occurrence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 Selection of 64 trip cases involving human errors

9 types of analyses of human error occurrences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o Establishment of An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Human Error Data

Collection with Compact Nuclear Simulator:

- Requirements of the environment

- Setup of the environment

。 Basic Design of A Multimedia-based Human Error Representing

System:

- Prototype of the system

- Results of the system application of an incident case

The results of this year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n operator

task simulation software will be used for the next year researches such

as micro analyses and development of micro structures of opertion tasks,

and will be a basis for the integrated task model to be developed later in

this project. The prototype of task simulation analyzer will be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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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odified to be a useful software system assessing the operator

performance through simulation.

The human error classification system and guidelines developed in

this year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error analysi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will be a useful tool for the analyses of incidents

involving human errors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a total of 64

cases of which were collected this year. The human error experimental

environment established this year will be used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s, the results of which, together with the experiences from the

analyses of human error cases, will be reflected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human error calssification system and guidelines

resulting finally in the development of human error analysis system

intended in this project. The multimedia-based system representing

human error cases will be developed in the middle of this project long

term plan as an effective educational product for site personnel, which in

tum will contribute to reduce human error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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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흘료

‘-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일찌기， 1975년에 발표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평가 보고서인

WASH-1400[1]에 ”원전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인적요인”아라는

경고가 있었으나， 발표 당시에는 원자력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 이유

는， 원자력계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발전설비의 자동화， 기계

적 시스댐의 기술개발 둥에 보다 중점을 둔 나머지 발전소 운영의 주체가 되

는 인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풍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9년 미국

의 TMI 원전 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벌 원전 사고의 주요 원언중 하

나로 인적요인이 재입되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원자력 선진 각국은 원자력발

전소의 인적요인에 대해 높온 관심을 보이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공학

연구가 매우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칸공학 연구의 일환으로 원자력발

전소에서의 인적오류발생에 대한 조사가 여러 원자력 발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Hol1nagel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불시정지의 30 - 90%가

인적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요며 [2]， 국내 연구사례에

서도 서독， 캐나다， 일본， 미국 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고장정지의 30 

50%71- 인적오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3]. 국내의 경우에도 약

40%에 이르는 고장정지사건이 언적오류가 개입되어 발생하였음이 본 연구를

통한 논문에 발표되었다[4]. 이러한 발표결과는 상당수의 원자력발전소 고장/

정지가， 운전， 유지보수， 관리 퉁과 같이 인간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에서 발

생하는 인적오류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유지와 불시정지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극소화를 위해서는， 인적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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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응책이 수립되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의 원자력발전소는 단위용량의 증대， 계측제어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다양화， 고도화된 전자기술 및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안전성 캉화를 위한

안전설비의 보강 둥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운전원의

역할변화와 작업공간의 질적， 양적변화가 심하며， 원자력발전소 시스댐의 유

자보수 및 관랴에 대한 인간의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추진중인

차세대원자로의 인간-기계 연계체계 (~αl1S) 설계에서도 인간-기계 계변

(Man-Machine Interface, MMI라 약함)에 첨단 기기들의 도입이 고려될 것

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들이 새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때， 원자력분야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및 신뢰성의 보증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첨단 기기 및 기술의 도입이 매우 수용하거 곤란하다는 현실적 제약이 존

재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안전성을 위한 규제나 인허가 측면에서 더욱 민

감해진다. 따라서， 첨단 MMI 기기 및 새로운 기술의 적용시에는 인간공학적

평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각 설계요소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 작업자의 수용성 (acceptance)을 평가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원자력기술은 발전소 계통 위주의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왔

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또다른

측면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인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퉁한시해왔다. 국내에서는 인적요인의 중요성을 표면화시킬 만한 사고가 없

었음이 그 주요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외국

설계이며 체계적인 인간공학척 평가없이 운영중이므로， 인적요인의 국가별

차이로 인해 설계시 고려되지 못한 인적오류의 유발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오류 유발요인의 잠재성과， 인적오류의 개입에 의한 고장정지사

건의 발생률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공히 고려해 보면 국내에서도 인적요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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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과제는 국내 원자력산업에서 이러한 인간공학 연구의 펼요성에 따라

정부주도 중장기과제로 도출되었으며 국내에서의 인적요인에 대한 본격적여

고 체계적인 연구의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라고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언

적요인에 대한 연구는 외국기술의 도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자체적인

연구 수행이 펼수적이므로 정부주도 원자력기술개발 중장기과제에서 지향하

는 원자력 기술자립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술분야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착엽이란 인간과 작업대상인 시스템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인적오류란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생길 수 있는 작업

대상과 작업자간의 부조화 또는 불일치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적오

류의 효율적인 대응과 설계의 인간공학적 평가를 위해서는 인간과 시스템을

하나의 인간-기계 연계체계 (Man-Machine Interface System, 보통 ~α1IS로

약해서 부름)로 이해하고， 이 연계체계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기계 상호작

용 (Man- Machine Interaction)을 연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대

한 분석적인 연구로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인적오류의 분석과

주요 인적요인의 작업수행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연구의 결

과를 기존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개선점의 도출과 앞으로 진행될 차

세대원자로 MMIS 설계의 인간공학적 평가에 웅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원

자력발전소에서의 인적오류를 효과적으로 저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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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개발의 개요 및 목표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적 연구의 접근방법

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작업을 시

플레이션하여 설계를 평가하거나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

는 분석도구에 의한 접근방법이다. 이는 인간의 의사 결정， 체계에 대한 상황

평가， 문제해결방식 풍에 대한 기존 인공지능， 언지과학， 섬라학 둥의 연구결

과를 이용하여 운전원의 작업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사용하여

운전작업을 시율레이션함으로써， 인적행위의 수행도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시

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원자력발전소 작업자의 작업행위중 부정적 결과를 초

래한 인적행위， 즉 인적오류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인적오류의 감소를 위해 웅용하려는 시도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와같은 맥락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후자에 해당하는 인적오류 분석 및 웅용기술 개발의 두가

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5개년도에

걸친 제 l 단계 연구기간동안의 연구목표로， 먼저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소프

트웨어 개발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작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

원의 작업행위를 전산 소프트웨어로 모사하여， MMI 설계， 운전절차서， 운전

원 지원기능 동을 평가할 수 있는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고자 한다. 그리고， 인적오류 분석 및 응용기술 재발 연구에서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인적오류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룩 하는 인적오류

분석체계를 정형화하고 이를 활용한 인적오류의 분석을 통해 인적오류의 저

감을 도모하는 응용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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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제 1 단계 연구기간동안의 본 과제의 연구 추진체계는 그림1.2.1과 같다.

먼저，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는 크게 운전작업의 인지적

특성연구， 운전작업구조개발，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구현 및 응

용 둥， 세가지 세부분야로 나누어 수행한다.

운전작업의 인지적 특성연구는 운전작업 수행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작업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규명하여 운전작업 구조 및 시율

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 분석연구이다.

운전작업구조개발에서는 운전원의 작업을 거시적 (macro) 및 미시적

(micro)으로 분석하여 운전작업을 구조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시적

(macro) 작업구조 및 마시적 (micro) 작업구조를 개발하며， 이들 운전작업구

조를 종합하는 모형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거시적이라 함은

운전작업행위중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절차적인 작업행

위에 대한 것이고 미사적이라 함은 운전원의 상세한 내부적인 작업행위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운전작업구조의 모형만으로는 설계를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학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므로， 운전작업의 세부내용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률레이션 가능하도록 구현될 필요성이 었다. 이를 위한 작업이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구현 및 웅용 분야에서 수행된다. 여기서， 운전원의

작업을 소프트왜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모형화 방식 검토 모형화 기법 및

도구 설정을 통해 구현의 기반을 확보하며， 운전작업에 영향을 주는 주변요

인， 즉 운전원의 심리상태， 발전소 계통의 거동， 작업환경， 기타 영향인자들을

운전작업구조와 연계하여 운전작업을 시률레이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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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다. 운전원의 작업내용과 작업수행시 소요되는 지식에 대해 인공지능기

법을 활용하여 시물레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며， 인지적 직

무분석을 통해 운전원의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지식자체를 추출하고 여기에

지식표현기법윷 적용하여 운전원 인지모형에 반영하는 작업어 수반된다.

운전작업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운전원의 착업수행도 분석올 위해 결합되

어 주어진 상황의 통적변화에 반웅하는 운전원의 작업행위를 시률레이션하

고， 이를 기준으로 인적요소를 평가하는 사률레이션 분석기로 개발된다. 이

과정에서 수행도 분석을 위한 기준과 척도 및 활용구조가 아울러 개발되어

시율레이션 분석기에 반영된다.

인적오류 분석 및 웅용 기술개발 연구에서는 인적오류구조연구， 인적오

류분석체계 개발， 오류자료 수집 및 재가공 기술개발， 오류자료관리기술개발，

그리고 오류분석자료 웅용기술개발의 세부분야가 있다.

인적오류구조연구에서는 인적오류의 발생구조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연

구로서， 인지심리학 이론을 적용한 오류구조개발， 작업 특성에 따른 오류발생

분석 동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실제 발생한 사례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

초를 체공하게 되며， 반대로 사례분석의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으로 추후 보

완되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가진다.

인적오류 분석체계 개발은 인적오류구조연구의 결과와 사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적 자식을 바탕으로 오류분류체계를 확보하며 이의 적용을

통한 오류분석의 방법롱을 체계적으로 정형화하는 연구이다. 이 체계논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인적오류에 대한 분석에 적용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적오류연구의 주 자료원인 국내 고장정지사건 보고자료의 내용이 오류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시률레이션을 통해 사례를 재조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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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오류자료 수집 및 재가

공 기술개발을 수행한다. 모의제어반을 기반으로한 연구환경하에서 오류자료

의 검출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오류자료의 수집과 사례의 재가공을 위

한 기술을 개발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적오류 분석체계 개발에 반영되어

효율적인 오류사례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인적오류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유형의 자료가 축적된다. 예

를 틀면， 사례의 보고자료， 이를 조사 분석하여 얻어지는 자료， 기타 사례의

재가공 및 오류자료 검출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 동이 축적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형태 또한 서류， 도면， 영상 및 음성 기록 풍 다양한 형태를 가지

게 된다. 이러한 오류자료를 저장 관리하고 추후 응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오

류자료 관리기술을 개발한다. 제 1 단계에서는 다른 세부분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류자료의 구조와 관리/검색 구조를 개발하는 오류자료관리시스템의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인적오류연구는 궁극적으로 분석결과의 효과적인 웅용을 전채로 하고 있

는 만큼 오류분석자료의 응용이 중요하다. 오류분석자료 응용기술개발은 다

른 세부분야의 연구， 특히 사례분석을 통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적절히 활용

하기 위한 연구로서， 제 1 단계에서는 우선， 오류사례전파시스템을 개발 활용

하여 보고된 사례에서 인적오류의 개입과정 및 원인 둥을 현장 작업자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며， 제 l단계의 후반기에는 인적오류분석

결과를 웅용할 수 있는 분야와 웅용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여 져11 2단계에서의

본격적인 응용연구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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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년도 연구 요약

제 1차년도언 1992년도 연구에서는 운전작업 시율레이션에 필요한 운전

원 인지모형 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인적오류분석기술의 개발방향 설정을 위

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업무틀을 수행하였다.

。 운전원 인지모형 개발 타당성 분석

1) 인지섬리학적 특성연구

2) 모형개발사례 및 모형화 방법론 비교검토

3) 모형의 응용분야 및 개발방향 설정

0 인적오류 분석기술 개발방향 설정

1) 인적오류연구의 방법론 분석

2) 국내의 인적오류 발생현황 및 관련 보고체계 분석

3) 국내의 인적오류 사례분석 연구현황 조사

4) 인적오류 분석기술개발 방향설정

먼저， 운전원 인지모형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제어실

운전원의 직무특성， 의사결정의 일반특성， 의사결정의 언지적 직무구조 풍，

운전원의 인져모형에 반영되어야 할 인지심리학적 특성을 연구하였고， 모형

개발사례 및 모형화 방법론을 비교분석하였으며，모형의 응용이 가능한 분야

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타당성 분석 작업을 풍해， 운전작업 수행도분석을 위

해 개발해야 할 인지모형의 개발목표와 모형화의 요건 운전원 인지모형의

개발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원전에서 작업수행도분석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된 제어

실 운전원에 대해 인지적 특성과 한계를 파악한 결과 모형에서 반영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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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는 인지적 의사결정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사례룰 검토한 결과， 인지모형의 웅용방향은 MMI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할당의 타당성과 인지적 적합성동의 평가에 집중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언지모형은 의사결정수행의 인지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의 성격이 필요하며， 수행도 분석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활 수 있는 개념적인 견고성파 실체적인 활용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지심리학의 이론거반이 견고한 개념모형(conceptual

model)의 채택 또는 수정개발이 필요하며， 개념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

의 실제적인 응용을 위한 시블레이션 소프트워1 어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분석되었다. 또한，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법과 도구를

검토한 결과， 심볼처리방식의 인공지능적인 져식표현기법이 선호되며， 구현도

구로는 전문가시스템 개발도구와 인공지능언어를 병행사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는 결론을 얻었다.

과제추진의 전략면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작업수행도 분

석을 위한 인지모형은 국내의 고유한 개발이 요구됩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

반으로 운전작업 시물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야 한다는 측면까지를 고려

해 볼 때， 기존 외국 사례의 개발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줄

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인적오류분석기술개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존의 인적

오류연구를 유형별로 비교하여 각각의 한계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오류사

례와 발생현황 및 그 보고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인적오류연구의 요건을 도출하였다.

。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객관적인 인적오류 분석기법이 존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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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운전원 및 유지보수원의 행위특성을 반영한 오류유형 및 요인

분류 체계가 있어야 함.

。 현장으로부터의 사실적인 인적오류자료수집 및 수집자료의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있어야 함.

이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71술개발향목으로 인적오류분석체계개발， 인적

오류 사례전파 및 자료관리 기술개발， 인적오류 사례수집기술개발을 도출하

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오류사례의 수집， 상세분석， 사례

전파 동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체계화하여 개발할 것을 구

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와곁은 1차년도의 연구결과로 설정된 개발방향에 따라， 제 1 단계에서

수행해야될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적오류 분석 및 응용

기술개발의 개발기준 및 연구항복이 구체화되고 보완되었다.

4. 당해년도 연구내용 및 범위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제어실

운전원이 수행하는 운전작업 구조 도출과 시블레이션 구현용 소프트웨어 기

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0 운전작업 특성 분석

。 운전작업의 구조 개발

。 운전작업구조의 소프트웨어적 표현기법과 실제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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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물레이션 분석기의 개념설계 개발

。 수행도 분석 척도 개발

첫째， 운전작업 특성분석에서는 제어실 운전원의 작업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두개의 버상운전 시나려오를 설정하고 서면분석과 설사를 병행하여

운전작업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선정된 시나리오에 대한 서딴분석에

서는 비상운전절차서를 기반으로 상세한 운전작업의 요건과 구조를 조사하였

다. 서면분석에서 적용된 방법론은 고전적인 작무분석기법과는 달리 인지적

인 측면과 수행도 영향요인 (PSFs)의 연계성을 파악해 낼 수 있도록 보완한

직무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운전작업의 실사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운전원의 실제 작업내용율 한전 원자력연수원의 훈련용 시율레여터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운전원의 실제 작업내용에 대한 음성 및 영상자료를 기록하

고， 작업 당사자 및 한전 원자력 연수원 교수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앞에서

수행한 운전작업의 서변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였다.

둘째， 문헌으로 발표된 。l론적인 모형과 앞에샤의 운전작업 특성분석 결

과로 부터 운전작업에 대한 macro 구조를 개발하였다. 1차년도에 조사된 바

있는 다수의 운전작업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을 기준으로 절차적인 운전작업

구조를 우선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검토보완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

행하여 본 연구의 인적행위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운천작업 모형을 점진적으

로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모형개발의 초기단계라 아직 두개의

시나리오에 국한된 절차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한 모형이지만， 이를 작업구조

도로 정 형화하고 Micro-SAINT라는 network simulation software tool 을 활

용하여 macro 구조를 network 모형으로 표현하고， 이를 작업특성 연구의 진

전에 따라 보완하였다.

셋째， 운전작업 구조의 개발결과릎 본 연구의 목적인 인적행위의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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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전작업 구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표현하는

인공지능기법을 개발하고， 운전작업 구조의 시율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 분석기의 개념설계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운전작업 구조의 표

현에 적합한 인공지능 기법 검토， 추론구조 및 지식표현 기법의 수정， 구현도

구의 선정 둥을 수행하였다. 운전절차의 순서적언 구조는 물론 작업자가 내

부적으로 수행하는 추상화(abstraction)동 작업의 인지적인 상세구조를 포함

해서 전문가 시스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추론구조 및 지식표현의 형태

와 기법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시물레이션 분석거의 개념설계 및 prototype

분석기 MINERVA-NPP를 개발하였다‘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분석기의 개발

은 rapid prototyp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넷째， 운천작업 시율레이션에서 실채로 평가분석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수행도의 척도를 도출하고 일부 예비척도를 개발하여 사례

를 검토함으로써， 서률레이션 분석기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인적오류 분석 및 웅용 기술개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룰 수행하였다.

o 인적오류발생구조 분석

。 작업오류특성 분석

o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인적오류발생 추이 분석

。 Compact Nuclear Simulator(C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 구성

。 인적오류 사례전파시스템 기본설계

첫째， 인적오류발생구조 분석에서는 기촌의 오류구조 해석 방법론인

PRA측면에서의 접근방법과 인간의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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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둔 접근방법，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표되고 었는 cognitive

systems 논리에 의한 접근방법 둥 여러 접근방법악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였

다. 이 결과에 따라， cognitive systems 논리에 의한 새로운 오류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오류분류체계만으로는오류분석에 충분한 활용이 어려우므

로 개발된 분류체계의 사용지침도 약울러 개발하였다.

툴째， 작업오류특성 분석에서는， 작업분석 및 인적오류분석의 기반기술언

직무분석거법을 조사.파악하였다. 그라고， 문헌으로 발표된 기존 직무유형 분

류방법을 고찰하고 국내 원전의 발전소운영절차서를참조하여 발전소 조직의

부서별， 계통별， 작업특성별 작업유형분류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에서의 작업절차 분석방법을 검토하고 작업의뢰에 따흔 작업수행시 각 부서

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의 협력 및 정보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인적오류 발생 추이 분석에서는， 먼처 총 12

년간의 국내 원전 고장정지사건 보고자료를 수집하여 인적오류가 개입펀 사

례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사례틀을 분석하여 고장정지 사건중 인적오류가 개

입된 샤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인적오류에 대한 발

생유형， 원언유형， 대책유형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작업수행단계별，

작업형태별， 발전소 운전상태별， 발천소계통별， 발생시간대벌 인적오류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사례들중 소수사례를 선택하여 상세분석

함으로써， 앞서의 인적오류분류체계 사용지침에 대한 적용예제로 사용하였으

며， 또한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댐 가본설계의 시범적용 사례로 활용하였다.

넷째， e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 구성에서는 국내 원전의 고장정

지사건 보고자료의 내용이 인적오류연구에는 불충분하므로 사려 재가공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1차년도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행되었다. 당해년도에는

e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의 요건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오류자료

수집체계의 구성요건으로 운전작업에 대한 영상 및 음성 거록과 시스템 상태

돼ω



변화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요건개발을 념어서서 오류자료수

집체계의 환경을 구축하였다. 영상 및 음성 자료의 기록장비를 사용하여 오

류자료수집체계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발전소 시스템의 상태변화에 대한 기

록은 현재 eNS의 기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인적오류 사례전파시스템 기본설계에서는， 인적오류가 개입된 고

장정지사건에 대한 사건의 진행경위와 인적오류 발생내용을 text, 음성 및 음

향， graphics, anima피on， 정지화상 동의 멸티미디어를 사용하여 재현해 보임

으로써， 작업자의 인적오류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

전파시스템의 시작품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사례전

파의 기본개념 설정 사례전파시스템의 설계절차 설정， 시스댐 하드웨어 빛

소프트웨어 구축 원자력발전소 구성정보의 멀티미디어 표현 및 저장， 멸티미

디어 입출력 인터페이스 설계 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본설계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원전의 고장정지사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법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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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 장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제 1 절 운전작업 특성 연구

1. 개요

운전작업 특성파악을 위하여 크게 두가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운전원에게

발전소의 기능상으로 요구되는 공식적인 업무내용을 칙무분석을 통해 파악하

는 것과， 실제로 채어실에서 운전원이 수행하게 되는 작업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를 병행하여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

구 추진 체계를 그림 2.1.1과 같이 흐륨도로 나타내었다.

대상발전소 선정/분석

시나리오 구성 직무분석기법 수정보완

서류분석

- 절차서분석
- PSF 파악

샤물레이터 분석

그림 2.1.1 운전작업 특성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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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작업의 내용과 특성올 파악하기 위해 공식적

으로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운전절차서를 기준으로 운전 작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 원전을 선정하고 대상 원전의 계통과 기능을 파악하였으며，

운전작업의 어려용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분석대상 작업

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산업공학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직무분석기

법에 동사 및 목적어 분류를 수정하여 원자력 분야에 맞도록 개선하였다.

다음으로는 실제 운전원의 작업내용을 조사분석하고 운전경험을 수집하였

다. 앞에서와 동일한 대상원전과 운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실제 원전 운전

에 참여하고 있는 운전조를 대상으로 해당 시나리오에서 운전원의 작업내용

을 조사하였다. 한전 고리 원자력연수원의 운전원 훈련용 시률레이터를 이용

하여 운전작업의 과정을 상세히 Video로 촬영하고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Audio 기록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시률레이터 훈련 교수 및 운전 전

문가와 함께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운전경험과 작업수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운전작업 특성 연구의 수행체계에 따른 연구단계별 연구 향복은 다음과

같다.

0 대상 발전소 선정 및 분석

。 운전작업 범위 및 시나리오 구성

。 직무분석 기법의 수정 보완

o 서류분석

。 시율레이터 실사

2. 연구내용

가. 대상발전소 선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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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발전소 선정

작업특성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비상운전지침(ERG-WOG)의 참조

원전 (reference plant)은 Westinghouse형 PWR-1300 MWe급 4-loop 원전이

다[5]. 그러나， 연구의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실제 운전작업 분석의 편의

를 위하여， 대상발전소를 영광 1,2 호기로 선정하였다. 영광 1,2 호기는 비상

운전지침 (ERG-WOG)의 참조원전(reference plant)과 동형의 웨스팅하우스사

가압경수로형으로 1000 MWe 급 3-loop 원전이며， 비상운전의 논리와 절차

가 거의 동일하다. 영광 1,2 호가는 운전경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고리 원

자력연수원의 시율레이터와 통일하므로 운전작업 실사에 편의를 얻을 수 있

다[6]. 따라서， 영광 1,2 호기를 기준으로 운전작업 특성을 분석하였다.

(2) 대상발전소 계통 분류

EPRI- NP-3569[7]의 계통 구분과 NUREG-0700[8]의 운전모드와 기능분

류기준 및 원자력발전 용어집[9] 동을 참조하여 계통분류의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원전의 계통분류를 확정하였다[1이. 계측， 제어， 보호， 공정， 보조 퉁 기타

운전모드와 기능분류기준을 정의하고 계통의 범주 및 기능적인 유형을 구분

하였으며， 운전모드별 계통의 기능과 비중을 파악하였다.

(3) 계통별 주요 기능 및 운전변수 파악

계통별 주요 기능과 변수를 파악하였다[10]. 계통별로 주요 기기와 신호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며[II]， 그 결과를 직무분석에서 목적어설청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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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분석 범위 및 시나리오 구성

(1) 분석 대상 작업의 범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운전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 1 차년도 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다[12]. 직무의 일반적인 정의로부터 원전 운전원의 작.업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분석 대상 작업의 범위를 좁히기 위하여 시나라오를 젤정함으

로써 구체화하였다. 운전원이라 함은 광의에서 이러한 임무와 관련훤 발전소

장 이하 운영관리자로부터 현장의 기기 보전 담당자 동 원자력발전소에 종사

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운전상황의 판단과

기기 조작을 수행하는 주제어실 운전원에 국한하여 협의의 정의를 따랐다[8].

작업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기기와 계통의 작동조작을 통해 수행하는 감사제

어 작업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2) 기준 시나리오 구성 빛 소요 운전절차의 설정

기준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100 % 출력(full-power)의 정상운전으로부터

저온 정지에 이르는 출력운전 -> 비상 시나리오(I)(II) - > 고온정지 -> 저온

정지 둥과 같은 진행과정을 갖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선정 가능한 비상

시나리오의 범위는 Sm.허I-Bre와\: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 SGTR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 ICC (Inadequate Core Cooling) 퉁이 었다[13].

비상운전절차서 중 소형냉각재상실사고 (Small-Ere싫 LOCA)와 증기발생

기관파열사고(SGTR)가 대표적으로 운전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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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13] ， 비상운전절차 전반올 포함하므로， 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1.2 (a), (b) 는 두가지 비상운전 시나리오의 절차적인 구성을 통하

여 선정된 운전작업 시나리오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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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대상 선정 시나려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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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의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준 운전시나리오별 소요

운천절차는 비상운전절차서의 핵심단계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비상운전절차

서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시나리오는 기능회복절차 (FRG

Functional Recovery Guideline) , 비정상 및 청상운전의 포함가능성과 정도에

대한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는 가능한 다른 운전모드로 분기하는 경우를 배

제하여 분석 때상을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능회복절차

나 정상 또는 비정상 등으로 분기되는 것은 배제하였으나， 운전작업특성의

파악을 위하여 훨요한 비상운전의 작업특성 분석에는 무리가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비상운전시 주제어실 운전원의 직무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운전원은 영광 1 ，2호기의 주제어실 운전원을 의미하며， 작

업범위는 비상운전시의 작업중 두가지 시나라오 대한 작업을 제한적으로 의

미한다.

다. 직무분석기법의 수정보완

(1) 개요

직무분석기법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졌으나， 원자력분야에 적합한 기법

은 드물었다[1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작업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려

는 연구목적에 맞도록 기법의 일부를 수정하였다[14，151 우선， 분석의 핵심인

동사와 목적어의 분류체계를 분석 대상 시나리오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동사는 그 성격에 따라 별도의 해석이 펼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작업행위

를 의미하는 20여종의 일반동사와 행동에 원전의 기능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한 40여종의 기술통사로 구분 총 60여종의 통사로 분류하였다. 목적어는

계통과 기기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코드화하였으며 목적어를 수식하는 셰

-40-



부내용에 대해서도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직무분석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2) 분석용 동사의 기준항목 설정

직무분석의 기준동사를 설정하기 위해 Berliner Task Taxonomy[16]의 기

준동사와 Rasmussen 의사결정사다리 (decision-ladder) 모형 [17] 및 Wickens

의 의사결정 이론[18]에서 볼 수 있는 의사결정의 3가지 기본요소(p디mitive

선택 (choice)， 진단(diagnosis)， 예측(predict) 퉁) 퉁을 검토하였다. 또한， 절차

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를 파악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Berliner의 Task Taxonomy는 1980년대 초 NRC가 수행한 대규모의 직무

분석에서 활용되었으며[19] ， Rasmussen의 의사결정 사다리 모형은 미시적인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었다[20]. 각 동사는 독립적인 목적과 표현하는 행동범

위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절차서에 의한 작업의 대부분은 어떠한 분류체계에

의해서도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운전의 분석애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분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전의 운전원을 기준으로 한 기준동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였다. 일부동사는 원전의 비상운전과는 판련이

없는 일반동사이며 일부는 앞으로 약간의 수정과 세분이 필요한 상태이다.

운전절차서에 나타나 있는 동사는 주로 발전소의 기능을 표현하므로 작업

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원의 작업으로 절차서에 기술된 동사

는 일반동사와 기술동사로 구분하였다. 일반동사는 일반작업에서 사용하는

작업행위의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고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이다. 예를들면， II

스위치를·누른다”， “확인한다”， //비교한다” 등과 같은 동사는 통작에 대한 것

이다. 반면에， 기술동사는 발전소 특유의 기능과 기기에 대한 기능을 기술한

경우이다. 예를들면， ”증가/감소시킨다” 라는 동사는 운전조작이 아니라， 작업

의 기능과 목표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의 기준이 되는 동사를 해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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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작업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통사틀을 조사하여 미리 정하였다.

기준 원전의 비상운전절차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출된 일반통사와 기술

동사와 그 분류 체계는 다음 표 2.1 .1과 같다.

표 2.1.1 운전원 작업의 동사분류 체계

트립시킨다;정지시킨다

동작시 킨다;기 동한다;가동한다

조절한다;조작한다;조정 한다
차단한다

끈다

켠다

확인한다;점겸한다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재)수행한다;실시한다;

기록한다
반복시행

운전한다
감시한다

안정시킨다
중단한다

분리한다
유지한다

공급한다
시도한다

주입한다
여용한다

배기시킨다
선택한다

셜정한다
지시한다

격리시킨다
결정한다

돋-A;-
살린다

。| 반 (재)평가한다 기 보충시킨다드극

조치한다
(밸브)닫는다직무동사 ‘L느다 직무동샤
(밸브)연다;개방한다

증」

자문을 구한다
(밸브)배열한다;정 렬한다 ‘주지한다
복구시킨다

계산한다
전환한다;바꾼다

제거한다
대기상돼로 둔다

계속한다
(비상전원을)투입한다

분석한다
(증기를)덤프한다

본다
(급수유량을)형성시 킨다

(절차서로)진행한다
(조건을)확립한다;만든다

요청한다
(조건을)만족시킨다

(원언을)규명한다
감압시킨다

참조한다
냉각시킨다
(자동위치에)놓는다

최대로한다

최소로한다

(모선을)가압한다

(단계에)따른다

(신호를)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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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수행 영향요인의 파악

운잔원의 작업수행을 저해하거나 강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명된

많은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21 ，22] ‘ 여러가지 작업 특성에 따라， 영향의 방

향， 영향의 정도 및 구초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인

칸공학 연구결과의 전반을 조사하여， 절차서 분석이나 운전작업 실사에서 구

체적으로 원전의 작업상황에 관련되는 작업수행 영향요인의 분석을 준비하였

다.

(4) 서류분석 및 시율레이터 설사 준비

절차서의 상세분석 및 수행도 영향요인의 분석은 서류상의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실제 운전작업을 시률레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서류분석

과 운전작업의 실사를 위하여 조사 분석의 업무 양식과 기준을 개발하였으

며， Video/Audio 기록， 훈련 내용[13] 및 운전 경험 자료[23]를 준비하였다.

라. 서류분석

(1) 작업수행 영향요인 분석

운전원의 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가지 인

적요소의 차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간공학 연구의 전반에 걸쳐 작업수

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중에

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작업에 중요시되며 활용 가능한 요인을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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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작업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조사는 인간공학의 연

구의 전반을 조사하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Boff의 Engineering

Data Compendium[24] 이 나 Swain의 HRA Handbook[25] 풍 수행도 영향요

인의 기초자료를 집대성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중요시되

는 영향요인에 대한 참고문헌을 망라하여 수집하였다[22]. 연간 작업수행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작업수행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자료로 활용가능

하나，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특정조컨과 특정작업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특정한 시

스템의 작업 수행도 평가에 단순히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존재하므

로， 위탁과제 [22]를 통하여 선별적이고 신중한 적용을 추구하였다.

우선 설정된 두개의 비상운전작업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절차서분석과 시

률레이터 설사 및 연터뷰를 통하여 운전착엽의 수행도 영향요인을 일반적인

수행도의 차원에 따라 파악하였으며 수행도 영향요안의 분류체계(안)을 설정

하였다. 작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수행도의 차원에 대해서는 오류， 작업부하，

수행도， 수용도 퉁의 차원이 있는데， 세부차원과 상셰한 정의는 제 4 절에서

셜명하였다. 현재 도출된 수행도 영향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표

2. 1.2와 같다. 수행도 영향요인에 대한 상세한 항복， 영향의 내용과 특징에 대

한 설명은 별도의 문헌으로 설명하였다[22].

비장운전작업에서 두드러진 수행도 영향요인은 작업부하와 관련된 것이

다. 수행도에서 작업부하 차원의 중요성은 비상운전의 특성이 가지는 심려적

인 영향의 결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작업 내용상의 변화로 인한 외부적인

부담이 증가한다기 보다는 운전원의 작업수행능력에 현격한 변화를 일으켜，

작업부하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부하의 상대적인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행도 요얀은 MMI의 설계요소

와는 무관하며， 작성수준의 유지나 주의집중의 지원 등 MM1 설계요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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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 수행도 영향요인의 분류체계(안)

r?PSFj류 4 ‘>!p·sν까 γ 빠 > 부 변 수 :
- --- - 、 ‘ [t.·. 기 i ν r‘ ι 끼~..:._:‘~샤h、; ν ;、 μ ?

크기， 대역， 주파수， 지속사간， 소음형

태，소음원의 수， 발생장소， 내용， 소음

과 신호간 거리

광도f 대비， 칼라대비，파장，휘도， 휘광업

사각

온도， 습도， 피부온도， 손가락온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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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종휴， 인센티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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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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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광도

(신호)강도， 크기， 작업거리， 지속시간，

순서， 불확정성， 시야내 위차， 빈도수

형태， 크기， 조절장지칸 거리， 방향， 조

절장치의 수， 양립성

워크스테이션 l 시거리，작업범위

감각기모드， 작업내용， 집중형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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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 불확실성， 전행성， 입력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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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척요인 |스트헤스， 불안갑， 지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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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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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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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이러한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고 분석된다.

다음요로 중요한 수행도 영향요인은 작업 오류와 관련된 수행도 영향요

인들이었다. 운전작업의 동적인 특성과 작업자체의 비가역성 및 안전성에 대

한 중요성 풍으로 작업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는가의 문제보다， 작업을 얼마

나 정확하게 수행하는가의 문제가 비상운전의 핵심적인 관심사로 분석된다.

따라서， 일부 수행속도의 저하나 작업부하의 증가를 야기시키는 여러가지 요

인과 더불어， 결정적으로 오류의 발현을 야기시키는 영향요인에 대한 중요성

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요인의 정량적인 값과 그 세부 영향 구조

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분석이 펼요하며， 추후 계속되는 연구 대상으로 남

아있다.

기타， 다른 작업수행도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요인별로 그 영향

의 정성적인 특성과 내용을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수행도에 대한 영향

의 유형별로 살펴 보면 10여가지 유형의 영향관계를 고려할 수 었다. 우선，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영향 없음 풍으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도 있

다. 부정적인 영향의 대표적인 예로는 의사소통문제와 관련된 요인이 있으며，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훈련이나 숙련 등 개인적인 문제나 인센티브 동 사회심

리적 요인이 지적되었다.

좀더 세분하면， 일정환 수준 이하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가 갑자기 영향

이 발현되는 요인이 있다. 이러한 요인은 대부분 수행도에 오류차원의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앞으로 중요시되어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해당요언의 특성치 (attribute value) 가 변화함에 따

라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수행도에 부정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 었다. 이러한 수행도 영향요인들은 이미 상당히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

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수행도 영향요인의 분석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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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서 분석

운전원의 직무는 원전계통의 설계과정에서 인터페이스 요건의 형태로 인

간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기능을 운전목적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다. 그 형태는 계통별 또는 기기별로 가지고 있는 감시제어의 논리를 기반으

로 제어반에 제공되는 경보기， 지시기， 표사기 및 제어기를 활용하는 순차적

인 규칙으로， 절차서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비상운전온 완

전히 절차서를 기준으로 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운전원의 직무를 파

악하는 출발점은 당연히 비상운전절차서일 수 밖에 없다.

비상운전절차서에는 운전원이 해당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초건(진입조건

퉁)과， 해당조치사항의 상세 내용， 불만족시의 조치사항， 관련되는 조치의 분

기 둥이 명시되어 있어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자가 운전원에게 기대하는 모

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26].

운전원 작업분석의 첫 단계로 명시적으로 제공되는 비상운전절차서를 분

석하여 운전작업의 골격이 되는 운전원의 직무를 분석하였다. 절차서상으로

정의된 운전원 직무의 핵심온 직무의 순서적인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 상관

관계의 논리적인 구조는 비상운전에 필요한 운전원의 기능을 구조적으로 결

정하고 있는 운전원 직무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분석의 굴격이

되는 절차서의 논리적인 상관구조는 흐릅도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각각 진

행순서와 조건 및 분기 등 상관관계를 표시하였다.

또한， 개별 직무의 상세내용은 절차서의 직무서술에서 직무행위를 명시하

는 동사와 행위대상을 규정하는 목적어에 잘 나타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운

전절차서에 있는 직무서술을 상세히 분석하여 동사와 목적어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직무의 논리구조와 결합하여 일차적인 작업구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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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전작업 특성 설사

운전절차서에 의하여 운전원의 직무에 대한 순서적인 구조와 동사 및 목

적어 둥 대부분의 작업내용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현재 비상운전절차서가 운

전원의 작업을 대변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았어서 비상운전절차서 분석만

으로는 운전원의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없다.

현재 비상운전절차서는 절차서 자체의 구조나 작성 원칙변에서 운전원 입

장에서의 작업행위가 아니라 설계자 입장에서 계통의 기놓을 기준으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운전원의 작업 수행사에는 많은 전제조건， 계통 및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제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부담을 대폭적인

교육훈련으로 대웅하고 있으나， 절차서 자체의 직무와 운전원의 실제 조치

행위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비상운전절차의 수행에서

운전원 내부의 정보처리에 필요한 정보와 의사결정 방식은 절차서에 표현되

지 않고 운전원이 명시적이지 않은 형태로 함양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7].

따라서， 실제 운전원이 경험하는 운전절차의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비상

운전시 실제 운전원의 수행작업 내용을 분석하는 운전작업실사를 한전의 협

조로 수행하였다. 운전작업 설사는 절차서 분석에서와 동일한 시나리오를 대

상으로. 고려 원자력연수원의 훈련용 시율레이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수행하였다. 우선， 시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기준원전 제어실에 대한 사

전조사작업을 수행하여 제어반상에서 기기의 배치와 특성 영향요인 및 역할

분담 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대상 원전에서 많은 운전 경험을 가진 실제

운전조를 대상으로， 시율레이터상의 운전작업 행위를 촬영하고， 펼요한 관측

을 수행하였다. 촬영내용을 연수원의 훈련담당 교수와 운전절차 전문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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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 After-session에서 상세히 재검토하여，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

3. 운전작업 특성 분석결과 및 검토

운전작업의 서류분석과 시율레이터 실사를 통하여 파악된 운전원의 작업

은 여러가지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구분하면， 운전작업

의 난이도블 형성하는 착업자채의 특성과 외부적인 영향요인의 특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운전작업 자체의 특성은 원전이 대규모의 자동화체계이기 때

문에 나타나는 운전착업 자체가 가지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작업 시나리오인 비상운전이 가지는 특성 동 두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

고 본 연구에서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가. 운전작업의 어려움

원자력발전소는 대부분 자동화된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적인 기기의 입장으로 볼 때 필요한 운전작업이란 자동화된 기기에 대하여

그 작동 여부와 상태를 파악하고 펼요시에 보완조치를 수행하는 정도에 그친

다. 그러나， 원전이 고도의 자동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전원은 다

음과 같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운전 작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작업의 양적인 크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원전에는 개별적으로

자동화된 수많은 기기가 통시에 운전원에게 맡겨져 있다. 기기별로는 간단한

운전작업이라도 전체로 보면 양적으로 매우 방대하여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러한 부담은 신체적， 인지적， 조직적 부답 둥이 있는데， 운전초별로， 개인 및

시율레이션의 상황별로 다른 작업을 보였다. 즉， 같은 비상운전이라도 운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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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운전조직 및 개인의 상태에 따라 부담의 원인과 부담크기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상황파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동화되어 작동하더라

도 각 기기 작동상태의 적합성 판단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각 기기의 기능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기능

의 작동여부는 전체 운전상황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

라서， 간단한 기기의 파악도 때로는 전체 상황파악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운전절차의 진행에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파악의 부담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서나 훈련된 조

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상황파악에 실패할 위험성도 느끼고 있다.

셋째， 문제의 원언을 감지하는 진단작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기기의 작동상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다른 계통과의 기능적인

인과관계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적하여 원언을

파악하는 잔단(diagnosis)작업은 어려운 작업의 대표격에 속하는데， 원전이

기능적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동적으로 운전상태가 변화하므로 이러한 진단의

펼요성이 빈번하다. 진단은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성과 효율성

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원에게 부여되는 대표적인 운전기능이지만， 일정한 수

준 이상의 인과관계를 추적해야 하는 경우 그 어려움의 정도가 폭증한다.

넷째， 보완조치의 결정과 실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다. 진단의 결과에 따

라 펼요한 보완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계획 (planning)을 포함하므로

고정된 상황에서도 매우 어려운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문제이다. 특히，

원전과 같이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는 동적인 상황에서 운전원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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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된 범위내에서 이러한 작업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차세대 원전에서는 여러가지 공학적인 조치가 개발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운전작업의 어려움에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차

세대 원전에서는 운전작업 부담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작업의 양적인 부담 문제에 대해서 기기의 자동화를 통한 운전원

기능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으나 질적인 부담을 가속화시컨다. 대부분의 기기

나 계통 개발에서 자동화가 활발하며， 거의 무인화된 원전을 목표로 제시하

는 경우도 있다. 운전작업이 양적으로 많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각

계통의 개선과 계측제어기능의 자동화로 상당히 해소되고 있어， 운전원이 신

체적으로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자동화는 운전원에게 자동화에 따른 관리감독이라는 애로운 역할을 창출

하는 것이지， 운전원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자동화

는 공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하며 인간의 책임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작업의 양적인 감소는 예상되나 실제 질적인 측면에서

부담의 정도는 감소하지 않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종합적인 상황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상황파악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모든 계통의 운전상황을 표시하는 대형정보판이나 축약된 소수의

주요 변수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를 운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기기의 개

별적인 작동상태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전체 상황파악을 지원하고 있다. 운

전원의 상황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계통과 기기와 불리적인 연관성 뿐

만 아니라 가능적 맥락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합적인 상황파악의 필

요성에 따라 상황파악 업무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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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러가지 진단기능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운전작업에서 진단작업의

상대적인 부담은 줄지 않올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같은 대규모의 동적인 체

계에서 충분한 신뢰도를 가진 진단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원기능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운전원이 충분한 진단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가지 사고사례와 운

전경험으로 입증된 바 있어서， 비상운전에서는 진단을 배제한 증상기반의 절

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운전원에게 필요한 진단지원은 문제의 판별이나 원

인의 규명을 대신하기 보다는 주어진 상태에 상정가능한 가설의 구성이나

검토가 가능하며， 상정된 가설을 기준으로 계통과 기기간의 기능적인 인과관

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

분의 진단기능이 진단작업의 지원보다는 진단기능의 대행을 추구하고 있어서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따라서 운전작업에서 진단의 부

담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보완조치의 결정과 실행에 제약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운전원의 작

업은 절차서를 기준으로 여러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서， 비상

운전시에는 절차서를 기반으로하지 않은 운전작업은 완전히 금지하다시피 하

고 있다. 이러한 운전절차기반의 보완조치는 많은 교육훈련을 요구하는 결과

를 낳았으며，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보완조치의 범위나 정확성

측면에서 훨요한 완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강되어 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운전절차의 전산화 지원이나 운전원 조치

의 추적기능 동을 개발하고 있으나， 여러한 기능으로 운전작업의 질적인 변

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운전절차 자체가 그 구조나 작성원칙면

에서 운천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운전원이 절차서만으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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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는 운전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절차

서에 많은 제약과 교육훈련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운전작업의 작업부담은 감

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대규모 자동화 체계에서

와 유사하게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작업이 매우 독특한 자동화 작업의 전형적

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운전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학적인 분석과 연구개발의 결과로 상당히 다양한 지원 및 보완 조치

가 이루어져 았으나， 운전작업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나 질적인 변

화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다른 자동화 시스템보다 접

적도가 높고 요구되는 신뢰도도 높아서 어느 정도 작동하는 자동화 기능도

운전원이 체계적으로 집약하여 운전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운전에 필요한 상황파악 진단， 계획 둥 인지적인 작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이나 문

제해결의 성격을 가진 작업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작업의 성격적인 변화를

보이고 었다.

나. 비상운전의 작업특성

비상운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비상운전절차서와 교육훈련용 시율레이터

실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운전에서 운전원의 역할 및 작업특성에 대한

몇가지 사실을 규명하였다. 운전경험자틀로부타 수집된 의견과 시률레이터

작업내용에 대한 After-session에서의 분석결과를 가준으로 비상운전시 운전

원의 역할에 대하여 다른 운전모드와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분석된 작업

특성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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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운전에서 운전원의 역할

비상운전에서 운전원의 역할은 정상운전과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제어실 운전원의 전반적인 역할은 발전소 전체의 운전상태에

서 열생성， 열전달， 전력생산 동 각 계통과 기거의 기능이 각각 원하는 목적

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감시， 제어， 보호 안전 기능 둥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

함으로써， 전체 발전소가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역할이

다. 그러나， 실제 운전원에게 맡겨지는 구체적인 역할은 전력생산과 안전성

유지 퉁 두가지 운전목적이 상대적으로 조합으로 미묘하게 정의되며， 운전모

드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전소의 운전모드는 정상운전，

비정상운전， 비상운전 둥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지만， 각 운전모드에서도 매

작업순간마다 운전목적에 따른 세부 역할이 변화하므로 운전원의 역할을 이

론적인 내용과 같이 간단히 정의할 수 없었다. 비상운전에서 운전목표의 변

화에 따른 운전원 역할의 검토내용을 다른 운전상태블 버교하면 다음과 같

다.

비상운전에서는 원자로정지가 요구된 이후이므로， 운전원은 발전소졸 더

이상 전력생산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운전원의 역할에서

전력생산의 효율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되며 원자로를 포함한 전체 발전소

의 안전성을 추구해야 한다. 비상운전시 운전원은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

행해야 하는데 필수안전기능(Critical Safety Function)의 위협 여부를 파악하

면서 이를 유지 및 회복하는 역할과， 안전주입(Safety Injection)의 발생으로

부터 시작되는 공학적 안전설비(Engineered Safety Feature)의 동작이 원활

하게 작용하도록 하면서 사고원언을 진단하여 필요한 회복조치를 취하는 것

이 운전원의 이론적인 역할이다.

-54-



비상운전에서 실제 운전원의 행동상으로 관측되는 운전원의 역할은 이론

과는 달랐다. 운전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시률레이터에서는 운전목표가

발전 효융성에서 안전성으로 변화되는데 대하여 별 다른 부담을 보이지 않으

나， 실제 현장에서는 발전소의 계속적인 가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은 매

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는 것이다. 운전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설계된 기

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가를 판단하는 감독자(supervisory) 기능과 기기나

계통의 기능적인 결함을 발견했을 때 이를 교정하여 정상상태로 환원시키는

대비 (back-up)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작업행위는 다른 운전

상태에 비하여 오히려 매우 단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생된 고장사고에 대한 상황파악과 원인의 진단에 대

한 작업이 주된 운전작업이며， 이론적으로 요구되거나 시률레이터에서 관측

된 작업은 오히려 부차적인 작업이라는 것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작업의 주

된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 작업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예상되는 기능과 실제 현황에 차이가 발견되어 감독기능이나 대비기능

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상되지 않는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의 변화가 심하고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경우

에는 운전 작업에서 평소에 문제시되지 않던 의사결정의 인지적 수준과 작업

수행 영향요인이 운전원의 역할을 완수하는데 중요시된다.

(2) 비상운전의 작업특성 요약

운전원의 작업은 비상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운전작업은 간단한 표시등의 정둥상태

파악이나 반사적인 경보인식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며， 안전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심각한 손실의 가능성이나 절대적인 시간 및 정보 신뢰도의 부족 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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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고도의 의사결정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외형적인 성격이나 신

체적인 행위는 다른 일반작업과 다르지 않았다. 작업자의 능력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필요한 기능을 숙지하고 있어서， 비상운전

이라도 익숙한 조치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After-session

에서 파악된 운전경험자와 시율레아터 담당 교수 풍의 와견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버상운전시 현장에서 운전원이 경험하는 작업은 그 내용

이나 부하 변화의 폭이 운전원이나 설계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월등하게

커서， 운전원은 일종의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율레이터

에서는 능숙하게 수행하는 작업도 설제 비상 운전상황에서는 섬리적인 충격

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아주 간단한 작업도 수행하지 못하는 심한 편

차를 보인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폭은 비상운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뷰와 After-session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비상운전의 독특한 특성중

에는 실제 운전작업이 시율레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제 경험되는 세부

적인 작업 내용과 특성이 있으며， 운전작업의 특성으로 중요시되었다.

첫째， 비상운전은 운전원에게 운전목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상출력

운전시에는 발전소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단 비상운전에 돌입하게 되면 안전성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운전원의 작업목표에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급격한 변화롤 요구하므

로， 평소 정상 운전시에 익숙하게 수행하던 행동이나 의사결정의 방식은 오

히려 방해되거나 상반된 행동을 취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둘째， 비상운전시 스트레스 수준은 운전원의 인지적 제어의 모드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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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만큼 큰 수준이다. 비상운전은 운전원에게 상당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하

기 때문에 운전원이 비상운전을 수행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

다. 이러한 부담은 비상운전 자체에 대한 어려웅으로부터， 고장 및 사고 원인

에 대한 궁금증， 조직내에서의 인책부담， 장기적인 인사불이익 등 예상 사후

조치에 대한 부담 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 결과로 운전원의 작업과정과 의사결정에 적용

되는 인지적 제어모드가 연속적이 아니라 이산적으로 변화하여 작업능력과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셋째， 비상운전은 많은 전제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 비상운전절차서에 의

하면， 비상운전시 운전원은 완전히 절차서를 기준으로 기계적인 반응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원전의 설계 개념상으로 비상운전절차서는

매우 명확한 판정조건과 논리의 연쇄로 규칙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사

건의 원인이나 형태에 대한 진단과 파악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증

상에 입각한 독립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비상운전의 수행절차를 분석해 보면， 실제 절차의 전반이나 각 수행 단계별

로 상당한 수준의 전제적인 지식과 교육훈련이 펼요함을 알 수 있다. 비상운

전절차서의 외형적인 견고함과 명시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묵시적인 연

결고리와 지식 및 정보가 작업수행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비상운전에서는 운전원의 주된 작업 내용은 이론과는 다르다. 이론

적으로 파악된 감독자 기능과 대비기능 둥 비상운전시 운전원의 역할은 시율·

레이터에서도 동일하게 주된 작업수행내용으로 반영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는 주된 작업내용이 다르다. 실제 운전원의 주된 작업내용은 상황파악과 원

인 진단 둥이며 이러한 작업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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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복을 위한 제반조치의 가능성을 검토 및 시도하여， 발전소 자체의 상

태변화 원인에 운전조치를 동적으로 부가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통적인 진단과 대웅조치의 연쇄작용으로 운전원이 전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섯째， 비상운전절차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의 운전작업을 수

행하지 못한다. 현재 비상운전절차는 설계시에 설정된 사건시나리오를 기준

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이 시나리오와 다른 상황(실제적으로 계통의 상태 또

는 인터페이스나 정보상의 오류로 인해서든지)이 발생하여 운전절차서륜 벗

어나게 (순서적이거나 시간적인 측면 또는 논리적인 입장에서든지) 되면， 운

전원의 모든 조치는 비상운전절차서의 절차적인 전제조건을 벗어나서 갑자가

속수무책이 되는 상태에 빠진다.

다. 분석결과의 검토

(1) 분석 범위와 방식 검토

비상운전작업에는 운전원의 일반동사로는 쉽게 표현되지 않는 원전의 기

능척인 동사가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동사는 실제로 운전원의 직무수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수의 일반통사를 동원하여 세부적으

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동사의 선정과 재구성의 내용은 기

.술동사와 일반동사의 연계방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구성내용은

MMI설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한다. 운전원의 MMI구성에 따라서 운전원에게

매우 단순화된 일반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원전의 직무기능이 있는 반면에，

매우 복잡한 구성의 일반동사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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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분석에서 활용된 동사의 분류는 기존의 절차서에서 작업기능 표시에

익숙한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분석이 용이하고 초기분석에서 기본

자료룰 얻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동적인 측면이 중요시되는 분

류체계일 뿐 아니라， 통사의 선정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속성에 근거하고 내

부적인 인지과정의 특성을 반영하는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전의 운전작업

에 적합한 기본동사의 범위와 분류항목을 보강해야 할 펼요가 있다. 우선， 라

스무센의 사다리모형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3절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인지적 동사분류의 선택기준은 기존 원전에서 운전절차서를 기술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능적인 표현과 절차서의 기술동사를 일반동사로 변환하는데

얼마만큼의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하며， 시율레이션을 위한 작업의 모사에 어

느 정도의 노력이 소요되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선택되는 인지적 동사가 시

율레이션을 통하여 운전원의 직무를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제공

할 수 있는가에 딸려 있다.

(2) 분석 결과의 활용방향

작업특성 분석결과는 비상운전 작업구조를 설정하여 시률레이션할 뿐만

아니라， 운전절차서나 MMI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술동사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소수의 힌트에 의해 수행하는 일종의 패턴

화된 작업군을 의미하거나 원전의 특수한 영역지식을 근거로 별도의 과정으

로 수행되는 단위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미 패턴화된 기능은 훈련에 의해 일

련의 부분작업을 조직화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때 세부적인 조직화에는 개인

의 휴리스틱 (heuristi c)이 작용하여 임의의 조합과 구성을 형성하거나 임의의

한트를 시작점이나 확인점， 종료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기계적인

동작이 되므로 점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활용되는 정보량과 질이 축소되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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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고착행위 (captured action)가 될 가능성도 었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화

된 기능적 절차는 예외가 션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유사한 시작점， 확인점，

종료점과 관련된 정보의 판별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하는 투명성

(tranceparency) 요건을 분석할 수 었다. MMI 설계가 투명하다는 것은 MMI

의 설계특성이 운전원의 작업 의도 실현， 즉 절차적 행동 수행에 명확하여，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은 ]\IαIII

설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구성 자체에도 있다. MMI설계로 요구

되는 motor-skill이 충분히 형성되는가와 작업의 명확성 및 작업의도와 작업

행위의 결합이 개념적 양립성 (compatability)을 확보하는가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절차서의 개선에 활용한다면， 우선 기술통사 중심의 절차석에

대한 개선에 적용 가능하다. 우선， 어려운 기술동사 대신 일반동사를 사용하

여 절차서를 작성한다면 매우 이해하거나 수행하기 쉬운 절차서가 구성될

것여다.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작업을 축소된 범위의 일반동사를 사용하

여 일종의 작업행위에 대한 편향구조를 형성하거나 추상화하면， 상당히 효과

적으로 계통의 기농에 대한 거술동사를 주지시킬 수 있는 절차서를 구성하도

록 유도할 수 있다. 단순히 절차서를 일반동사로 변환하는 방식은 초보자에

게는 좋으나， 상세한 절차의 안내가 전문가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

으므로， 운전작업의 특성을 통하여 운전절차의 구성에 전문지식의 견고한 공

통배경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세밀한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운전원이

가지는 부담을 절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너무 추상화되어 어려운 절차서

는 교육훈련 부담이 폭증하거나 운전원의 가변폭이 작업수행도를 위협할 수

있으며， 너무 상세한 절차는 전문성 형성을 저해하고 사용자의 수용성이 낮

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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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도 영향요인의 검토 및 활용

본 연구는 작업수행도와 관련되는 영향요인을 수집하고 그 체계를 구축하

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개별 수행도 영향요인이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해 정리하는 지식추출작업이 수행되었다. 기준시나리오의 작업과 관련해

수행도 영향요인과 수행도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전행하고 있다.

수행도 영향요인을 각 유형별로 분류하고 수행도에 대하여 영향관계를 밝

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개별적인 요인의 영향과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종합적인 영향의 중요성이 안전성과 관련된 작업수행의 분

석에 중요시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밀도있는 분석과 실험연구를 요

구하므로 위탁연구로 수행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실제 운전작업별로 수

행도 영향요인의 종합적인 연관성을 분석하고 수행도의 여러가지 차원에 대

하여 충분한 영향관계를 밝히는 것은 다음 단계로 미루어졌다.

현재 수집된 자료는 규칙형태로 변환되어 운전작업의 직무구조가 시률레

이션으로 구현될 때 운전작업과 영향요인의 영향에 대한 시률레이션을 구체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베이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운전 작업에 대한 전

반적 평가에서， 작업 수행사 수행도와 관계되는 수행도 영향요인을 함께 모

형화하면 세부적인 문제점까지의 종합척이고 동적인 평가가 가능할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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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운전작업구조 개발 : Macro 구조

1. 개요

가. 배경

운전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은 인지적인 과정의 개입 유무와 절차서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받는 작업으로 구분 가능하다.

전자의 기준에서 본다면 작업의 인지적 수준에 따라서는 상황판단과 의사

결정 풍 고도의 인지적 과정이 많이 개입되는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아 혼

재되어 있으며， 또한 순차적으로 인지작업야 이루어지는 반면 동시에 병행되

는 작업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운전원의 작업은 절

차서에 의하여 요구 받는 것과， 절차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육훈련

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요구받거나 상황에 따라 배경지식이나 상식적으로 수

행되어야 하는 작업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기준이 적용 가능한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가는 표현

하고자 하는 운전작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랴 다르다.

운전원의 작업은 작업의 인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었다. 판단과

의사결정 동 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지적인 파정이 개입되는 정도에 따라，

개입의 정도가 적은 작업을 Macro 작업으로 개입의 정도가 섬한 작업을

Micro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자의 입장에서 작업을 Macro 수준에서

표현한다는 것은 작업구조에 인지적인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러나， 같은 작업이라도 Micro 수준에서 표현하면 작업에 따라서는 인지적 과

정의 표현이 강조된다. 운전절차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작업내용

과 운전절차서에 명시되지 않은 묵시적인 작업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인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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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Micro/l\llacro 인지적 수준의 구분이 운전원의 작업

시률레이션의 목적에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는 명시적/묵시

적 특성을 포팔할 수 있다.

나.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원차력발전소 운전원의 작업을 시률레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앞 절에서 언급한 운전원의 작엽 특성 분석의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운전작업와 개념적인 구조를 개발하였다. 두개의 비상운전 시나리오에 대하

여 비상운전철차서를 기준으로 한 절차서 분석과 주제어실 운전원의 운전작

업에 대한 시율레이터 분석 및 운전경험 수집 결과를 기준으로 운전작업의

Macro 구조를 도출하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며， Micro-SAINT를

이용하여 시율레이션으로 구현하여 검토하였다.

。 Macro 구조의 표현

c Macro 구조의 유형 분류

。 네트워크에 의한 Macro 작업구조의 표현

。Micro-SAINT를 이용한 시율레이션 구현

2. Macro 구조의 표현과 유형 분류

가. Macro 구조의 표현

Macro 수준에서 운전작업을 표현하면， 운전원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행

동적인 요소와 논리적인 순서가 Macro 작업구조의 골격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작업구조의 표현에서는 작업자를 단순히 작업 훨요성을 감지하고 반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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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 조작자(simple manipulator)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인간공학에서는 S-O-R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작업자의 생리적이며

신체적인 작업특성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 Macro 수준에서의 작업구조는

운전원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행동적안 내용과 그 논리적인 순서가 운전절차

서에 대부분 나타나 었으므로， 운전절차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또

한， 작업내용이나 각 작업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며， 표현방식도

흐름도(Flow-chart) 또는 그물망 (Network) 둥 작업의 순차적언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있다[27].

Micro 수준에서 표현해야 하는 작업은 운전원이 수행하는 작업의 순서

나 내용이 외부에서 관측 가능하거나 실험적으로도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작업의 일반적인 수행과정이나 전략은 물론， 사용되는 정보 및 내부지식

풍 대부분의 내용이 단순한 구조로는 표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Micro 수준의 작업을 표현하는 데는 운전원의 인지적인 정보처리 과정에 대

한 어느 정도의 표현력을 가진 이론적인 인지모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ACT[28]를 펼두로 다양한 관점을 가진 모형이 제안되고 있으

며， 인지공학에서는 인적오류 동 분석의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모형이 활용

되고 있으나[29]， Rasmussen의 의사결정 사다려 모형 [17] 이 대표적인 모형으

로 판단된다[27]. 표현방식 측면에서는 순차적이거나 고정적인 구조를 가지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모형으로는 표현이 부족하며， 작업특성을 표현하기에 적

합한 인공지능의 기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27，29]. 특히， 사용되는 지

식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식표현의 방법론 설정이 관건이라고

활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작업 구조 도출의 시작단계로 운전작업의 Macro 구조

를 우선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림 2.2. l(a) ，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원의

Macro 작업구초는 주어진 상황에서 운전원이 수행해야 할 작업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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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전상황의 변화에 따른 작업진행의 논리적인 연관을 간단한 흐름도의 형

태로 보여주고 있다. Macro 구조는 작업에 반영되어 었는 운전의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하므로， 작업에서 의도하는 기능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Macro 구조를 시률레이션할 경우에는 작업에서 의도하는 운전기능을 표현할

수 있다. 각 단위적엽의 순차적인 연관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운전원이 상황변

화의 진행에 따라 어며한 작업으로 진행하게 되는지를 시률레이션하는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 Macro 구조에 의한 운전작업의 유형분류

Macro 작업구조는 개별적인 시나리오에 대하여 펼요한 운전작업의 기능

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 인간공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전 다른

표현내용울 포함하고 있다. 운전원의 작업을 계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세부

적인 작업 행위와 전반적인 상황의 진행에 대한 구조를 구분하며， 작업에 대

하여 운전원이 이해하고 있는 구조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계층구조상으로 가장 세부적인 작업 표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칙무분석

의 결과를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Macro 작업 구조의 각 단위 작업은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표현하였다.

- 운전작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동사조합 : 지각， 언지， 수행， 기능 동사 둥

- 작업대상인 목적어 조합

- 작업목표풍을 의며하는 목적어의 수식어 조합

- 각 단위작업의 수행 조건

- 단위작업의 외부적인 연계조건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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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부항목의 내용에 따라 각 단위작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대상 시나리오에 대한 Macro 작업구

조 도출 결과를 분석하여，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11 가지의 운전작업 유형을

분류하였다 [22]. Macro 작업구조에 반영된 작업유형은 작업의 행동적인 난이

도를 표현한 것으로， 각 단위작업에 대한 세부항목의 조합으로 유형이 결정

된다. 가장 단순한 작업유형은 단순한 지각동사에 의한 작업행위와 단일 작

업대상을 지정하는 목적어 및 단순한 속성값의 확인으로 구성되며， 여러가지

통사와 목적어를 조합하여 단위작업의 내부에 또다른 논리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작업유형도 었다[22].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의도한 운전작업은 대부분 가장 단순한 작업유형으로

구성되어 운전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순한 작업유

형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절차서의 단계별 작업내용은 실제로 운전원에게는

동사의 연속， 목적어의 중복， 요구되는 속성값의 성격으로 인하여 단순작업유

형아 아닌 것이 많았다. 이는 기능적으로 단순한 운전절차도 실제 작업수행

에서는 절차서에서 의도하는 바와 달리 단순한 유형의 작업으로 수행되지 않

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현재 도출된 Macro 작업구조에서는 비상운전에서 작업의 각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복잡한 작업유형나 인지동사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작업

유형의 비중은 예상보다 적었다. 무엇보다 이는 비상운전이 운전원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부담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증상위주의 절차를 구

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작업은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패턴화된 작

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당량의 훈련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서， 절차서를 기

반으로 한 Macro 작업구조 자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세부유형은 Macro 작업구조의 내용을 구성하여 시율레이

션에 활용될 뿐딴 아니라， 작업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수행도 영향요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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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Shaping Factors)의 활용이나， 추후 계속되는 Micro 작업구조

의 설정 및 시률레이션에 활용될 예정이다.

3. 네트워크에 의한 Macro 작업구조

가. 네트워크 모형의 적합성

네트워크 모형은 체계기능의 부분적인 내용과 순서적인 상관관계와 논리

를 노드와 그 연관으로 표현함으로써， 전체 제계의 성능을 시율레이션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한 표현방식이다[12]. 네트워크 모형은 폐회로(closed-loop)

시스템내에서 시스템의 기능과 상판관계를 가지며 수행되는 인간 작업자의

거동을 연구하기 위한 유용하므로， 원전과 같이 복잡한 인간-기계 체계에서

인간 작업자를 중심으로한 수행도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모형을 웅용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29，30，31]. 운전원의 작업행위를 표현하는 한가지

방법은 기존의 직무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운전원에 대한 규정된 행위 내용과

순서를 구축하는 것아다. 운전원이 책자로 된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

는 경우는 규정된 작업행위의 내용을 각 노드에 표현하며 작업의 논리적인

순서는 노드간의 아크(arc)로 표현할 수 었으므로， 원하는 작업구조의 전반을

네트워크내에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네트워크 모형은 주어진 작업 시나리오에 대하여 운전원의 작업수행 내

용， 특히 종합적인 수행시간과 오류율을 예측하기 위한 운전작업 구조의 표

현에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운전착업 구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 모형의 특정은 다읍과 같다[31].

- 현폰하는 시스댐에 대한 올바른 직무 네트워크 모형은 기존의 직무분

석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쉽게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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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모형은 표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구현이 쉬우므로 한번 구축

되면 시율레이션이나 변경에 따른 수정이 쉽다.

- 네트워크 모형은 각 단위 노드의 자료를 종합하고 전체 작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수행시간 및 오류율 둥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논 전반적인 수행작업을 하부활동 또는

단위작업 (예를 들면， 운전원에 대한 요구기능)으로 분해하여 각 노드에 표현

한다. 작업의 순서는 노드간에 아크를 구축함으로써 표현된다. 네트워크 모형

은 노드나 아크의 표현에 고유한 적웅성 (flexibility)이 있어서 전체 작업수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나 영향의 방식에 대하여 다양환 가셜 (hypotheses)을

구축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네트워크 모형애 의하여 표

현되는 운전작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시장치 (Display) 접근에 필요한 시차를 고려한 작업수행시간 수정，

• 표시장치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에 기반을 둔 작업시간과 정확도 수정，

- 절차서에 기반을 둔 운전작업 순서의 수정， 작업의 누락 또는 첨가，

- 한 운전조내에서 운전원 간에 작업의 재할당과 그에 따른 순서의 수정，

- 스트레스 요인(Stressors)에 기반을 둔 수행 시간과 정확도의 수정，

- 기타.

이와 같이 네트워크 모형은 절차서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원자력발전소 운

전작업의 순서적인 특성과 행동적인 요건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준으로 운전원과 인테패이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시율레이션함

으로써， 운전원에게 제시되는 MMI의 설계내용을 검토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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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 네트워크 모탤링 도구 : Micro-SAINT

시스템의 거동에 대한 작업자의 개인적 또는 상호작용 행위를 모의하기

위해 네트워크 모텔랭 및 모의도구인 Micro-SAINT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왔

다[32]， Micro-SA과~T논 연속 또는 불연속적인 사고를 모의할 수 있는 네트

워크 모의 도구이다. 이것은 주로 인간-기계 체계 분석을 위해 특별하게 개

발된 모의 도구이다. 체계적으로 정의된 직무 구조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

되어 왔지만， 인지적 가능의 적절한 분해가 제공휠 수 있다면， 네트워크 구조

내의 일반적인 인지적인 직무를 표현할 수 있다.

Micro-SAINT 의 주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직무 네트워크 사고 구동 (event-따iven)의 모의 접근방식，

‘ 기본적인 직무구조 (평균시간， 표준면차 동)，

- 기본적인 기능적 특성 (전개， 실행， 분석， 직무， 변수， 기능 퉁)，

- 기본적인 데이타 분석 특성 (그래픽， 통계 둥)，

- 직무실행에 따른 애니메이션(animation).

Micro-SAINT의 기본요소는 직무이며 한개의 노드(Node)로 표시한다. 직

무는 분기점 (Branches)으로 표현된 우선순위 관계에 의해 다른 것과 관련되

어 있다. 직무(노드)와 우선순위 관계(분기점)와의 조합만으로 전체 시스템

또는 직무구조의 개팔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모형은 운전원 한사량 이상 포함된 도식화된 작업의 내용과 진

행순서에 대해 개념적인 그래픽 심볼(symbol)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분

석에는 고려하는 직무의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공학적인 요

인을 Micro-SAINT에 입력하여 몇가지의 입력변수를 변화시키거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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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sensitivity analysis)을 수행할 수 있다.

다. 네트워크 모형을 위한 Micro-SAINT 업력자료 수집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앞에서 설정된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Small-bre와 LOCA)와 증기발생기관 파열 사고 (SGTR) 동 두가지 비상운

전 시나리오에 대한 작업의 내용과 논려적 순서를 분석하였다. 작업구조의

기본 구조는 절차서에서 도출하였으며， 시율레이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비상운전절차서는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한 이론적으로 최적의 작업구조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작업구조에 대한 입력자료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밸브를 열고 닫는 운전원 웅답시간둥 절차서에 표시되지 않은 작업의 인간공

학적인 측면의 입력자료는 실제 운전원의 현장작업의 조사 분석자료로부터

얻었다. 훈련용 시률레이터에서 경보상태， 밸브 위치， 기기의 작동상태， 주요

운전변수의 전산기록 및 시간이 기록된 비디오테이프의 분석으로 입력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시율레이터 기록은 불연속적인 제어직무에 대한 수행시

간을 얻는데 사용되고， 비디오테이프는 의사소통 내용과 감시같은 연속적인

작업과 작업의 입력자료를 얻는데 펼요하다. Micro-SAINT에 입력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칙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운전원 사이의 통신 령크 (Links) ,

- 판넬위치 (계기의 운전변수 값올 측정하기 위한 운전원의 이동거리)，

- 기기의 운전형태 (수동， 자동 및 상세작업 형태)，

- 수행도 영향요인의 데야타.

-72-



라· Micro-SAINT룰 이용한 분석 사례 [31 ，33]

본 연구는 두개의 시나리오를 Micro-SAINT를 이용하여 운전작업을

Macro 모형화하고 운전원의 수행도를 예제로서 시율레이션하였다. 네트워크

모형으로 운전원 한사람 이상이 포함된 작업의 내용과 순서를 도식화하고 각

각에 대해 그래픽 심볼을 이용해서 작업내용을 표현하였다. 시률레이션하는

직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공학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

과를 Micro-SAINT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자료로 사용한다. 현재

Micro-SAINT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작업 세부기술사항은 작업행위， 자

원 (Resources) , 작업사이의 우선순위 관계， 시스템을 통한 정보흐릅， 직무수

행에 대한 주변 스트레스 요인과 PSF의 작용이다. 고리 원자력 연수원에 설

치되어 있는 시률레이터가 기준 원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타 수집이 비교

적 쉽게 수행될 수 있었다.

또한， 작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자료의 항목과 입력된 값의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몇가지의 입력변수를 변화시키면서 면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모형은 Micro-SAINT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였으

며， 20인치 고해상도 칼라 모니터를 갖춘 Macintosh 컴퓨터에서 시률레이션

을 구현하였다.

그림 2.2.2 는 네트워크 모형에 의한 운전작업의 모의 예제를 보인 것이

다.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의 E-O 절차를 보여주는 직무 네트워크 화변이 그

림 2.2.2 (a)에 나타나 있다. 모의 도중 주제어실 (MCR: Main Control

Room)내에서 운전원의 동작을 표시하는 애니메이션 화면이 가능하다. 그림

2.2.2 (b)는 운전원의 이동 경로가 동선으로 나타나는 운전작업 분석의 실행

화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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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2.2 Micro-SAINT를 이용한 운전원 직무의 동적화면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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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가. 네트워크 모형의 검토

본 연구에서 구축된 네트워크 모형은 비정상적인 발전소 상황에 대처할

때 일어나는 오류에 포함된 각 운전원의 작업과 상호간의 통신 패턴 및 상호

작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시률레이션 도구이다. 또， 운전절차서，

판넬 설계 및 인지적 관점에서의 기능할당 둥을 평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

는 도구이다.

운전원 수행도 분석은 현재 수행되지 않았다. 운전원 수행도 측정방법은

1) 웅답시간 (response time) , 2) 일련의 직무그룹올 완수하기 위한 시간. 3)

분기점에서의 의사결정 I 4)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돌리는 시간， 그리고 5)

심각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확률 퉁이다.

운전원의 미시적 (microscopic)인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상운전절차

의 세분된 직무를 보다 세분하여 분해 (task decomposition)하거나， 인지적인

운전작업을 파악하여 표현함으로써 운전원의 미시적인 행동이 시율레이션되

어야 할 것이다.

나. Macro 작업구조의 확장

Macro 작업구조에 의한 운전작업의 표현능력은 비상운전작업에서 수행되

는 운전작업에 대한 작업내용의 상당부분과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하는데 무

리가 없다. 그러나， 비상운전절차의 특성으로 보아 Macro 수준으로 표현하는

작업특성만으로는 운전원이 경험하고 실제로 수행되는 작업의 내용을 보수적

으로 표현하지 못할 위험이 었다. 특히， 작업의 진행조건이 순조롭지 못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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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Macro 작업구조에 의한 정상적인 작업수행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Micro 수준에서 운전작업을 표현하여 실제적인 작

업내용과 그 어려움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운전작업에 대한

Micro 작업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지적인 행동은 인간의

내부적인 처리 - 즉， 인간이 어떻게 주의를 하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

고， 결정하고， 대처하는 기능 - 이기 때문에 흑정 상황에서의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경험적으로 인지적인 특성들을 고려하는 수행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Micro수준에서 인간의 행동을 표현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인지적인 직무

네트워크 (Cognitive Task Network) 모형을 이용한 시율레이션 방법이 가능

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직무 네트워크 모형은 복잡한 시스댐내에서 인간

운전원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으나， 인지적인

직무 네트워크 모형은 아직 개발이 시도되는 단계에 있으며 [33，34] ， 실제로

웅용분야에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모텔링 소프트웨어인 Micro-SAINT를 확장하여 운

전원의 인지적인 네트워크 모형 구축을 시도하였다. Micro-SAINT는 복잡한

인간-기계 체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이며， 몇가지 수행도를 평가

하는데 비교적 성공적이다. 그러나， 운전원의 인지적인 작업구조를 표현해야

할 경우에는 현재의 표현방식은 부적합하며， 별도의 확장된 인공지능 기법의

연계기능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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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분석기 개발

1. 개요

가. 배경

(1)운전작업 시율레이션의 현황

원자력발전소에서 인적요인 (human factors) 에 대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운전작업의 모형화와 시률레이션이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35]. 이 분야에는 제어이론， 확률이론， 정보이론 및

의사결정 이론 풍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몇가지 접근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으나

[36], 인공지능기법을 기반으로한 방법이 인간 행동외 모형화와 시률레이션에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l7].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을 모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

을 채택한 몇가지 최근의 사례가 운전작업에 대한 특성 파악， 인적오류 분석

및 설계의 인적요인 고려 동에 인공지능기법에 기반을 둔 모형화와 시률레이

션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척하였다.

CES, COS~O， INTEROPS 둥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접근방법으로 운전

원의 인지적 행동의 모의를 시도한 대표적인 예애 해당한다. CES [37]는 의

료용 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원 모의 시스템의 예이다. CES는

Blackboard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발전소 운전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일련의

데이타들로 부터 운전원의 의도형성(intention formation) 과정을 모의한다.

COS~O [38]는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의사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서스템

으로 제안되었다. 상위수준에서는 발전소 상태를 전단하고 수행되어야 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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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항이나 절차서를 선택하며， 하위수준에서는 선택된 목표들의 실행을 퍼

지논리 (fuzzy logic)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INTEROPS [39]는 직무를 네트

워크 형태로 시물레이션하도록 개발된 OPPS[40]를 확장한 것이다. 이 시스

템은 진단을 수행하는 지식기반 모률이 운전절차의 순차적인 단계를 실행하

는 직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확률론적 분석 및 인공지능적인

접근방법 두가지를 혼합하여 채택하고 있다.

기타， Worledge는 네가지 상태의 운전원 모형을 이용해서 추계적인 모의

를 수행하였고， 시간에 따른 직무수행 실패확률을 평가하였다[41]. Fujita 동

은 Rasmussen의 의사결정 사다리 모형에 대한 상태전이 모형 (State

Transition Model)을 구축하고， 이모형을 사용한 시율레이션과 발전소 시률

레이터 환경에서 수행한 실험간의 운전원의 웅답시칸을 비교하였다[42].

(2) 활용분야 및 활용방식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복잡한 인간-기계 체계에서는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은 운전원의 작업행위를 분석해야 하는 여러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개발

방향과 내용은 활용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MMI 설계에 활용가능하다. 운전작업의 모형과 시률레이션으로 설

계의 결과를 시험함으로서 설계의 인간공학적 평가와 수정이 가능하다. 이

분야에 대한 사례로서는 COSIMO[38], INTEROPS[39], MIDAS[43] 와

CAMEO[42] 퉁이 었다.

둘째， 인적오류분석에 활용가능하다. 사고에 대한 초기조건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황을 기준으로 운전작업 시율레이션을 이용하여 무엇인

가 운전원의 오류를 표현하고 그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분야는

사고분석이나 HRA(Human Reliability Assessment)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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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역이다. 이 사례로는 DYLAM [44]이 었다.

셋째， 상호작용의 평가에 활용가능하다. 원인이 기계적이던 인간실수아든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을 때 운전작업의 시률레이션에 의하여 시스템의 응

답능력 (response capability)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비상운전절차서， 경보

및 진단시스템， 운전원 응답 잠재력 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여 사례로는

CES[37]와 SRG [45]가 있다.

나.연구내용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분석기 개발을 위하여 인공지능 언어 및 전문가시스

템 관련 구현 도구를 검토하였으며 인공지능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지식표

현과 추론구조의 구현 기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운전작업을 소프트

웨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분석기의 개념설계와

Prototype 분석기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 구현도구 및 기법 검토

。 지식표현과 추론구조의 구현 기법 검토

。 분석기의 개념설계

o Prototype 분석기 MINERVA-NPP의 구현

2. 구현도구 및 기법 검토

가. 구현도구 검토

운전작업의 셔율레이션 분석기의 구현에 인공지능기법이 적합하다는 일반

론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다 [12]. 1차년도의 연구결

과를 기반으로 시률레이션 분석기의 기능이 구체화되어 감에 따라， 분석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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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별로 가능한 인공지능 분야의 언어와 도구를 비교

검토하였다[46]. 다음은 1차년도에 이어 본 연구에서 추가로 상세히 비교 검

토된 인공지능 언어와 도구를 열거한 것이다.

o 인공지능 언어

- LISP

- PROLOG

- Small-Talk

샤뉴

P
L
)

。 전문가시스템 관련 구현 도구

- KEE

- ART

- KES

- NEXPERT

- G2

- SOAR

- Micro-SAINT

운전작업의 시율레이션 분석을 위해서는 운전원의 작업내용을 모의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며， 작업상황을 생성하고 연계하는 기능 및 운전원과 상

황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분석기능 둥이 펼요하다.

우선， 운전원의 작업수행 구조에 대하여 인공지능 언어에 펼요한 요건을

분석하면， 작업구조의 특성， 즉 Macro인가 Micro 구조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

다. 대상 시율레이션이 Macro이면， 구현에 필요한 기능요건이 구현에 사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Macro 구조의 순차적인 특성

-80-



과 동적인 연계에 편리한 네트워크 시율레이션 도구가 적합하다고 분석된따.

따라서， 이미 구현내용의 일부를 소개한 Micro-SAINT가 이 분야의 전용

도구로 가장 적합한 구현 수단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다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Micro 구조의 구현과 그에 따른 인지적인 직무수

행 메카니즘을 시률레이션 해야 하는데， Micro-SAINT는 이러한 기능을 제

공하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였다. 따라서 J Micro-SAINT흘 확장하여 활용한다

면， INTEROPS에서와 같이 다른 도구나 언어와 연계활용을 위한 기술을 개

발해야 한다. 아니면， SOAR나 CES에서와 같아 Micro 구조를 시물레이션 할

수 있는 전용의 전문가시스햄 Shell을 개발하거나 아예 LISP과 같은 기초언

어를 출발점으로 모든 기능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황의 생성을 통하여 분석되는 작업의 다양한 상황윤 제공하는 상황조작

기능은 원자력발전소의 계통에 대한 시률레이션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전 계통 시률레이터는 여러가지 개발된 사례가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코드들이 많으므로 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개발 전략으로 설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기능에 대한 구현도구나 언어의 요건은 이미 개발

된 겨l통 시율레이션 코드를 외부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데 편리해야 하며，

여러가지 상황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있는 인터폐이스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운전작업 구조의 구현에는 가장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LISP과 같은 언어는 활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는， 운전작업과 상황간의 상호작용 내용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실제로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분석기에서 활용의 측면

을 본다면 이 기능이 주된 구현 대상이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인 시률레이

션용 언어 및 도구가 가장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그래픽 애니매이션까지 내장기능으로 제공하는 좋은 사율레이

션 도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바， 운전작업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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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분석을 위한 인간공학적 분석기능을 가진 도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율레이션 분석기의 개념설계와 일부 운

전작업의 Macro 구조에 대한 구현을 착수하는 단계에서는 손쉬운 구현 수단

을 선택하여 일부 구현을 부분적이고 시험적으로 시도하는 rapid prototyping

전략을 선택하였다. 운전작업의 Macro 특성에 대한 구현은 Micro-SAINT를

활용하여 분석기의 시률레이션 활용가능성을 초기에 검토하였다.

Micro-SAINT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표현상의 한계점과 Micro 구조의

구현을 대비한 시험적인 구현은 PROLOG[47]를 사용하였다. 특히，

MINERVA라는 진단용 전분가시스템의 구현구조[48]를 참조하여 시험적으로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분석기의 개념설계에 대한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MINERVA-NPP라 명명된 이 분석기의 시험적인 구현 결과[49J를 기준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구현기법 검토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현재로는 PROLOG로 분석기를 구현하는데 기술적인 제약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나 모형 이외에 분석기능에 소요되는 노력이 과다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Micro-SAINT의 활용을 위한 연계기능을 PROLOG로 개발하는 것

은 기술적인 제약이 많으며， 비용/이익 측변에서 부적합하다.

셋째， PROLOG는 운전작업 구조의 MacroY- Micro 측면을 표현하는데는

제약이 없으나， Rapid-prototyping에 의하여 실용화 개발을 추구하는데는 상

당히 많은 체약이 었다.

넷째， 시률레이션의 일반적인 분석기능을 위하여 여러가지 기능을 개발하

는데 Rapid-prototyping 방식의 개발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이

구현도구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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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Rapid-prototyping에 유려한 G2를 전체적인 분석기의 기본환경으

로 선택하였다. G2는 운전원 모형에 필요한 전푼가시스템 구현도구로서 지식

베이스의 처리나 추론기능면에서 분석기에 필요한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며，

설계의 변경이 쉽다. 또한 G2는 분석기에서 요구되는 기본 기능이나 애니메

이션 동 구현에 펼요한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하며， 외부연계기능으로 GSI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NPP Simulator-code 연계로 상황조작의 기능구현에도 상

당히 유리하다.

나. 인공지능 기법 검토

운전작업의 시율레이션 분석을 위하여 결정적인 문제는 운전원의 작업행

위에 대한 사율레이션이다. 이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법으로는

기능이 부적합하며 최근 인공지능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추롱기법과 지식표

현 기법이 활용되어야 함을 1차년도의 연구결과에서 밝힌 바 있다[81 본 연

구에서는 1차년도에 조사된 인공지능 기법을 기능별로 검토하고 개념설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가법을 보완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선택하고 있는 구현기법을 선정하거나 수정 또는 개발에 착수하였다[49].

다음은 추론기법 및 지식표현기법과 관련하여 언공지능 분야의 기법에 대

하여 1차년도에 야어 상세 접토를 수행한 항목을 열거한 것이다[46].

0 추론가볍

- Non-monotonic Reasoning

- Uncertain Reasoning

- Model-based Reasoning

- Blackboa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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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표현 기법

- Production Rules

- Semantic Nets

- Frame/Script

- Logics

분석된 인공지능 기법중에서 본 연구에서 선택된 기법의 구체적인 연계성

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추론구조로서의 블랙보드 검토

추론구조를 구현하는 인공지능기법의 기초적인 내용은 Predicate Calculus

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Predicate Calculus는 인간의 논리적인 판단과정

을 묘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며 구현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추룬작용은 이런 단순 구조가 순차적이

아니라 무작위로 병행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지능 기법은 1970년대에 제안된 블랙보드

(Blackboard) 추론구조라고 할 수 있다[49，501

일반적인 블랙보드 추론구조는 블랙보드， 지식원 (Knowledge Source) , 인

터프리터(Interpreter)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50]. 블랙보드는 프로그

램 진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동적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개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었다. 즉， 사실 (Facts)과 가셜 (Hypothesis)의 집

합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사실과 가설도 개념화의 정도에 따라서 계층

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려한 블랙보드 구조는 푼제해결 과정을 명료하

게 표현하는데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한 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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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지식원이란 블랙보드 추론기관의 지식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이 될 수도

있고 프레엄 구조의 채어 규칙 (control rules)이나 분야 규칙 (domain Rules)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규칙가반 시스템에서는 규칙을 지식원

으로 간주할 수 있고， 사폐기반 시스템 (case-based System)에서는 사례도

지식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시스템의 규칙 및 사례와 블랙보드 시스템의 지식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블랙보드 시스템에서는

모든 지식원이 상호 독립적이고 모든 지식원은 블랙보드에 있는 상태에 따라

서만 trigger된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언 시스템에서는 사용되는 지식원 사이

에 계층적 구조가 있어서 하나의 지식원이 다른 지식원을 trigger하는 경우

가 있으나， 블랙보드 시스렘에서는 어떠한 지식원도 다른 지식원을 구동시킬

수가 없다. 각각의 지식원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어떠한 지식원도 다

른 지식원을 구동하거나， 다른 지식원으로 부터 구동받지도 않는다. 이와같은

독립성은 블랙보드 시스템의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필요

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원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확장과 수정에 편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같은 지식원은 현재의 블랙보드 상태에 따라서 각각 실행 가능한 행위

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로 부터 가장 적절한 행위를 선정하여 실행

하는 인터프리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터프리터의 중요한 기놓은 각각의 지

식원이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행위들이 문제해결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이와 같은 과정은 스케률러(scheduler)를 사용하거나

또다른 블랙보드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블랙보드의 구조는 다른 시스템과는 탈리 계충적인 구조를 가

지고 었다. 즉， 고장진단 과정을 수행하면서 통적 상태를 개념화하므로， 각각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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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화 상태에 따라서 블랙보드가 계층을 가지게 된다. 그림 2.3.1은 계층

적 구조를 가지는 블랙보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블랙보드 시스템 내

에 있는 각각의 지식원들은 해당하는 블랙보드 계층에 민감하게 동작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지식원이 모든 블랙보드의 계층의 변화에 동작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블랙보드 계층의 변화에만 반응을 보이도

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이같은 시스템 설계는 제어의 폭을 첨예화함으

로써， 쓸데없는 추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랙보드의 계층적인 구조는 계충만의 변화를 감지하는 모률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즉， 각각의 계층의 변화를 탐져하여， 그 계층의 변화에 관련있는

지식원들만을 알아내고 그 지식원만 Interpret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한

다. 이 기능은 수많은 지식원을 모두 평가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

이므로 꼭 펼요한 지식원만을 알아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펼요하다.

그림 2.3.1에서와 같이 블랙보드 시스템에서는 블랙보드 모니터라는 모률

을 활용하여 계층의 변화를 감지하고 해당하는 지식원을 알아내는 역할을 수

행한다. 블랙보드 모니터는 계층의 변화와 그 변화에 관련이 있는 지식원을

알아내는 테이블을 시스템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동적으로 생성하여 사용한

다. 블랙보드 모니터는 테이블을 통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식원이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trigger 조건을 참조한다. trigger 조건은 지식원이

어떠한 상태에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건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블랙보드 모니터가 블핵보드 변화와 관련이 있는 지식원들을

알아내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2) 운전작업을 표현하는 지식표현 기법 검토

운전작업의 Macro 구조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비상운전의 작업구조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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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블랙보드 체계 (Black-Board Architecture)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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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절차서에 기반을 두며， 순차적인 구조를 보이는 것이 특정이다. 이러한

Macro 작업구냥의 특성은 흐름도나 네트워크 방식의 표현이 가장 적합하나，

Micro 구조와의 연계가 곤란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네가지 대표적인 지식

표현기법중에서 절차적인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Semantic Net 또

는 Production Rule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Production Rule은 Condition- Action의 쌍으로 표현된다. 즉，

초건문 (Condition)에 해당하는 여러개의 조건이 만족되면 그 결과로 행위

(Action)가 수행되는 형태를 취하는데 야와 같은 지식표현은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지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emantic Net는 노드와 링크를 사용하는 지식표현 방식이므로， 계층적 구

조와 속성 (Attribute)의 상속성(Inheritance)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즉，

링크를 반복적으로 계속 적용하게 되면 계충적인 구조가 표현될 수 있고， 이

러한 구조에서 상위와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속성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하위

의 노드들도 보유하게 되는 상속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Semantic Net는 지식의 첨삭이나 표현의 일관성 및 활용구조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며 구현기법의 개발수준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Macro 작업구조로부터 일관되게 Production Rule의 형태

를 운전작업에 대한 지식표현의 기본방식으로 채택하였다.

Production Rule 형태와 함께 Frame과 Script의 형태도 검토하였다. 인간

의 사고과정을 보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에 과거의 유사한 상황이

나 대표적인 상황을 기억해 내고 그것을 다소 변형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처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에 필요한 불체

(Object)나 순차적 인 행위 (Sequence of Eevents)를 기 억하고 활용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Frame과 Script를 검토하였다.

Frame은 처음에 물체 인식을 위한 시스댐과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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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Script는 일련의 행위들을 표현하는 용도로 많이 야용되었다. Script

는 Frame과 벼숫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련의 행위름 제시한다는 점이

콘 차이접아 있다. 이 특성은 Script가 네트워크처럼 공유될 수 있다는 장점

과 또한 계충적인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즉， 하나의

Script는 다른 여러 개의 Script에 의해서 불리워질 수 있고 이와 같은 과정

은 연쇄와 공유가 가능한 지식표현 방식을 저l공하여 준다.

Production Rule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표현은 일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Frame과 Script의 형태로 강화될 경우에는 운전작업의 경험과 숙련도의 증

가나 운전원의 인지적연 한계를 표현하기 위해 변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Semantic Net의 표현방식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운전작업의

절차적인 특성 표현도 Frame을 도입으로 표현가능할 뿐만 아나라， Macro 구

조와 동일한 표현방식을 연장하여 Micro 구조를 표현하는데도 무리가 없다.

3.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분석기의 개념셜계

가 기능구성 및 상관관계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분석기는 그림 2.3.2와 같이 상활 발생자 (Situation

Generator), 상호작용 분석자 (Interaction Analyser) , 운전원 모형 (Operator

Model) 둥 세가지의 독립적인 모률로 구성된다. 각 모률에서 수행되는 기능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었다.

- 상황 발생자 (Situation Generator) : 운전착업아 수행되어야 하는 발전

소의 상황변화를 생성하는 사건조작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기존의 원전

시율헤이터를 기준으로 동적인 상황변화를 생성하도록 주요 변수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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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단， 개발 단계에서 일부기능은 실험적인 목적에 의하여 재설

정될 수 었도록 설정된 시나리오 화일에 의해 구동될 수 있도록 한다.

- 상호작용 분석자 (Interaction Analyser) : MMI 설계상태 및 수행도 유

발인자 동 분석기에서 설정하는 입력조건을 부여하고 운전조작 반응의

예상 출력결과를 파악하는 모률로서 실제로 사용자에게 인간-거계 체

계의 평가에 펼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률이다.

‘ 운전원 모형 (Operator Model) : 주어진 상황에 대해 운전원 반응내용

에 대한 모의를 가능케 하는 모률로서， 운전원의 인지특성과 한계에 의

하여 상정 가능한 내적 또는 외적인 인지작용을 모의한다. 운전원 모형

의 내부에는 운전조작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와 내용에 대한 조작이 가

능하도록 한다. 운전원의 대응반응 뿐만 아니라 내부의 인지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과 그 메카니즘을 표시함으로써， 상호작용

분석자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작 모률의 기능정의에 따라 기능간의 상관관계를 그림 2.3.2와 같이 나타

내었다. 간략한 모률간의 기능적 인터페이스 내용은 다움과 같다.

상황발생자는 본 분석기에 내장하고 있는 독립된 원전 계통 시률레이터로

부터 계통의 상태에 대한 주요 변수값을 생성하며， 이를 시간적으로 배열하

여 Event-frame을 생성하여 상호작용 분석자에 체공한다. 또한 분석자로부

터 운전원악 반응을 입수하여 계통의 시률레이션에 입력한다.

상호작용 분석자에서는 상황발생자에서 생성된 Event-frame을 주어진

MMI 특성과 PSFs에 의하여 변환하고， 변환된 Event-frame을 운전원 모형

에 제공한다. 또한 운전원 모형에서 생성된 Action-frame을 운전 조작반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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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황발생자에 제공한다. 즉， 상호작용 분석자에서는 다른 두 모률들의 연

결기능을 중심으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운전원 모형에서는 상호작용 분석자로부터 Event-frame을 입수하여 운전

원의 내재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인지과정 및 특성을 감안한 분산 협조추론을

수행한다‘ 추론의 결과는 모형내부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운전작업 반응으

로 결정된 내용은 Action-frame으로 상호작용 분석자에 제공된다.

나. 분석모드의 정의

분석기를 활용하여 운전작업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모

드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 Batch Mode: 초기 입력후에 전체 시률레이션의 결과를 얻음.

- Interactive Mode: 운전작업 단계별로 압력을 조절하며 시률레이션함.

- Interrupt Mode: 일부변수를 분석의 진행과정에서 조작가능하도록 함.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호작용 분석자 모률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운전작

업 분석의 업무단계를 다음과 갈아 구성하여 CRT 화면상으로 사용자의 분

석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 초기화면(Setup & Initialization)

- 시블레이션 화면(Run)

- 분석화면(Result &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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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화면의 상세한 기능은 앞에서 정의된 분석모드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된 사용자 화면설계의 원칙은 Multi -window 방식의 유연성

있는 대화방식이 가능하며， 특히， 대화의 항목과 수행도 평가기준 동 분석내

용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었도록 한다. 또한， 분석

진행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와 운전작업의 진행을 나타내는 동적인

화변 (애니매이션， 흐름도 퉁)을 포함하여 분석자에게 작업상황의 진행에 대

한 독자적인 정보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H/W 및 S끼V요건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분석기의 H깨r 환경은 UNIX 일반 환경을 가진

SUN SPARC Station을 사용하였다. 한편， 개 발에 활용된 S/W는 UNIX 일

반 환경에서의 G2 환경을 선택하였다. 금년도에 설계개념의 검토를 위한

S/W 구현은 Quintus-Prolog를 활용하였으나， 개발 요건상에 상당히 많은 변

화가 예상되어 곤란을 겪었다. 앞으로의 개발과정에서는 구현도구에 대하여

분석된 바와 같이 rapid-prototyping에 유리한 G2로 재발환경을 변경하였다.

4. Protptype 분석기 MINERVA-NPP의 구현

가. MINERVA-NPP의 구조

MINERVA→'IPP는 운전원의 운전작업을 시율레이션하기에 적합한 지식

표현방식과 추론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MINERVA-NPP의 설계재념은 인

공지능 분야에서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모형화 작업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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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있다. 즉，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처리방식을 추출하여

트웨어적인 지식기반 시스댐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간이 정보를

이를 소프

r그
-r-
‘一

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것과 유사하게 운전작업을 소프트혜어적으로 시율레이션하는

본 사스템은 운전작업의 절차적언 구조는 물론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

료해석 (data interpretation) , 고장진단(fault diagnosis) , 계획 (planning)과 같

인지적 행위를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운전원의

운전작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식거반시스템이 특수한 분야지식 뿐만 아니

라 타스크(task) 수준에서 필요한 범용성이 있는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

서， 타스크 수준이라는 것은 일정한 부류의 문제들을 총칭할 수 있는 제한적

인 범용성을 의미한다. 예를 틀변， 자료해석， 고장진단， 계획 동은 모두 타스

크의 예가 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운전작업의 시률레이션에 적절한 지식

표현 방식과 시률레이션 체제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타스크 수준의 메타지

식을 기능에 따라서 모률화하여 표현하므로써 전체적인 시스댐 지식이 ~7.-l
'l!- l..:

원의 작업 표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존의 지식기반 시스템들은 대부분 하나의 방식만을 고정적으로 모형화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통일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

결하는 방식은 언제나 일정하다. 문제해결 패턴을 바꾸고자 할 때는 프로그

램의 제어구조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는 제

어구조가 매우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존의 지식기반 시

스템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인지행위의 모형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MINERVA-NPP는 유연한 제어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 운전원의 다양한 문제해결 과정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식베이스를 기능상의 특성에 따라서 베타지식과 분야지식으로 구

추론과정의분하였으며，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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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메타지식은 자료분석 고장진단， 계획을 위한 타

스크 수준의 여러가지 지식을 명시적이고 서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운전작업의 시블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라스무센 사다리 모형의 블랙보드 구조 구현

(1) 라스무센의 사다라 모형

본 연구에서 현재 운전원 모형의 구현에 도입하고 있는 모형은

Rasmussen의 의사결정 사다리 모형 (Decision Ladder Model)이 다. 그림

2.3.3에서 보는 바와 같야 라스무센 모형은 다음과 같은 8가지 단계 또는 활

동으로 표현된다[l7].

o 감지 (Detection) - 데이타 처리에 대한 감지

o 관측 (Observation) - 정보와 데이타의 수집

o 규명 (Identification) - 체계 (System)의 현 상태를 파악

o 평가 (Evaluation) - 선택된 수행도 기준과 관련한 대안 평가

o 해석 (Interpretation) - 안전 및 효율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

O 직무정의 (Definition of Task) - 체계 조건의 적당한 변화를 선택

o 절차구성 (Formulation of Procedure) - 조치사항 순서를 계획

o 실행. (Execution) - 계획된 조쳐사항을 수행하고 조정

사다리 모형의 특정은 실제적인 작업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몇가지 단계로

분려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형의 특징증 하나는 대상 상태로

이끄는 절차를 완전한 전체 경로만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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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Rasmussen 의 의사결정 사다리 모형 (Decision Ladder ModeD

-96-



름길(short-cut)이 될 수 있는 각종 경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름

길의 존재는 공정제어 체계에서 운전원의 작업과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

한 요소의 하나이다.

라스무센 모형에 기반을 둔 운전원의 행동은 그림 2.3.3과 같이 전형적으

로 감지 (Perception) , 발전소 상태 인식 (Plant State Recognition) , 목표 규

명 (Goal Identification) , 행동 계 획 (Action Planning) 및 실행 (Execution)

[17] 동의 긴 경로를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숙련된 운전원의 경우， 직무의

수행경로에 여러가지 지름길이 있을 수 있다.

(2) 블랙보드에 의한 추론 구조 구현

MINERVA-NPP는 추론과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블랙보드 방

식을 사용하고 었다[49]. 블랙보드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동적상

태를 기록하기 위한 작업기억장소로， 궁극적으로는 동적상태들의 근거구조

(Justification Structure)로 표현하는데 이용된다. 그림 2.3.1에 있는 구조와

같이 블랙보드에는 Executor의 실행결과가 모아진다.

블래보드 구조에서는 블랙보드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 변화에 따라서 새로

운 행위를 제시할 수 있는 메타규칙을 알아내는 블랙보드 모나터가 있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해서 메타규칙은 각각 자신이 문제해결에 도웅이 될 수 있는

상태를 trigger 조건으로 명시하여 주고， 블랙보드 모니터는 블랙보드의 변화

가 발생하였을때， 이러한 블랙보드 변화에 의해서 trigger 조건이 만족되는

메타규칙들을 알아낸다. 일반적으로 한 블랙보드 싸이클 동안에는 여러개의

블랙보드 변화가 발생하고 각각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개의 메타규칙의

trigger 조건이 만족되게 된다.

이와 같이， trigger 조건이 만족되는 메타규칙들은 블랙보드 메타 얀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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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에 의해서 조건문이 만족되는지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메타규칙의 조건

문들은 그 규칙이 실행되기 위한 동적상태나 기타 제약조건들을 표시하게 된

다. 그러므로， trigger 조건과 조건문이 모두 만족되면 메타규칙은 다음에 취

하게 될 행위를 제시하게 된다.

제시된 행위들은 agenda에 수록이 된다. 그러므로， 블랙보드 agenda에는

다음에 수행 가능한 행팎들이 모두 수록된다. 수행 가능한 행위뜰에 대한 개

념화 작업이 메타규칙에 의해서 수행되고 그 내용이 다시 블래보드에 수록된

다. 개념화 작업은 한 순간에 실행이 가능한 행위로 부터 다음에 수행하는

단계에 대한 역방향 추론이 가능하게 해준다.

블랙보드 agenda에 수록된 행위들로 부터 하나를 선정하는 작업은 스케줄

러에 의해서 결정된다. 스케률러는 현재의 추론수준 (Line of Reasoning) 에

대한 지식과 그 추론 수준에서 추천하고 있는 스케줄 지식에 근거하여 블랙

보드 agenda에 있는 다음 행위틀에 대한 효용성을 계산한다. 이 과정은 블래

보드 agenda에 있는 실행 가능한 행위들의 우선순위의 partial order를 구하

는 기능을 가진다.

블랙보드 스케줄러는 다음에 취할 행위를 결정하면서 이와 아울러 새로운

추론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MIENRVA-NPP는 추론수준에 따른 스케줄 지식

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순서를 변경할 펼요가 있을 때에는

추론수준에 따라 정의된 스케률 지식을 바꾸어 주면 실행순서가 변한다[49].

동적인 스케률링을 위해서 MIENRVA-NPP는 스케률 수준 (Schedule

LeveD, 추론수준 (Line of Reasoning) , 순서 전략 (Ordering Policy)에 대한

지식을 이용한다. 스케줄 수준과 추론수준은 문제해결 상태에 따라서 동적으

로 생성되며 순서전략은 특정한 스케률 수준과 추론수준에 따라서 미리 정해

져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선택된 행위가 실행되는데， 이 과정은 사용자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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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데이타베이스의 접근， 또는 추론을 수행한다. 각각의 행위는 특정한

변수의 값을 요구하는데， 이 값을 데이타베이스에서 알아내거나 사용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추론을 사도한다. 이 결과에 따라서 블랙보드의 상태

가 변하게 되고 다시 처음의 싸이클이 반복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스케

률 수준과 추론수준이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 즉 추론수준에 있는 모든 행위

가 실행되면 스케줄러가 현재의 추론 수준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다시

새로운 추론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동적상태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스케률 수준이 상하로 변하게 되며， 스케률 수준이 E-O 절차이

고 선택된 추론수준이 세번째 스랩이면 세번째 스댐내에 있는 모든 행위들이

실행될 때까지는 스케률 수준이나 추론수준이 변하지 않고， 세번째 스랩내에

있는 모든 행위가 끝나거나 그 스랩의 종료죠건이 만족이 되면 새로운 추론

수준을 현재의 스케률 수준인 E-O 절차의 순서전략에 따라서 결정한다.

(3) MINERVA-NPP의 구성

그렴 2.3.4는 MINERVA-NPP의 개념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MINERVA-NPP의 기본적인 제어 사이클은 Deliberation, Scheduling 및

Execution 둥으로 구성된다. 각 제어 사이클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Deliberation 모률을 Invoke 한다.

(a) 영 역 블랙보드상의 새로운 변화를 감시

(b) 이 변화에 의해 야기된 Strategic Meta Rule들을 Deliberate하고

제어 블랙보드상에서의 가능한 행위들을 발생시킨다.

(c) 가장 높은 신뢰값을 가진 행위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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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heduling 모률을 Invoke한다.

(a) 문제해결 상태와 가능한 행위들의 도출된 특성들을 규명한다.

(b) 도출된 특성에 대한 Scheduling Rule들을 이용하여 가능한

행위을을 평가한다.

(c) 가장 높은 신뢰값을 가진 가능한 행위를 찾는다.

3. 제어 블랙보드상에서 발생된 가능한 행위를 실행시킨다.

실행모률은 영역블랙보드상의 문제해결 상태를 변화시킨다.

MINERVA-NPP 가 문제， 즉 비상운전절차서 순서내의 다음 행위 단계를

해결할 때까지 사이클이 계속된다.

다. 지식베이스의 구현[49]

MINERVA-NPP 의 지식베 야스는 메타지 식 (Diagnostic Meta Knowledge) ,

스케률 지식 (Scheduler Knowledge), 절차 지식 (Procedural Knowledge) , 기

능 지식 (Functional Knowledge)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메타지식과 스

케줄 지식은 진단에 관련된 지식을 구현하였으며， 절차지식은 앞에서 선정한

비상운전 시나리오의 작업범위에 대하여 구현하였다. 기능지식과 그밖의 지

식베이스는 현단계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만 수행되었다.

진단 메타지식은 주어진 문제해결 상태로부터 새로운 데이타를 수집하고

(Evidence Collection) , 가설을 생성하며 (Hypothesis Generation), 가설을 세

분화하면서 테스트하고 (Hypotheses Refinement) , 가설들을 서로 비교하는

(Hypotheses Differentiation) 기능을 규칙의 형태로 표현한다. 이와같윤 상위

개념에서의 분할을 기본으로 각각의 그룹에 메타규칙을 이용하고 있다.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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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절차지식을 효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또는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서 사용하는 운전작업자의 인지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

스케률 지식은 스케률 수준과 추론수준의 스케률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스케줄 방식은 Default 방식과 그 이외의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각

각의 경우에 하위개념에 있는 행위들의 순서가 직접적으로 결정되든지， 그

순서를 결정하는 함수가 정의되어진다. 스케률러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타당한 행위를 결정하고 다음의 스케줄 수준을 정하게 된다. 현재의 시

스템에서 스케률 지식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시스템 동작에 따라서 수작

업으로 입력된다. 그러나 앞으로 각각의 스랩이나 절차 사이의 순서를 결정

하는 스케률 지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이러한 스케률 지식에 근거한 자

동적인 스케률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스케률 지식은 스케줄 사실과 규칙플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해결 상태와

가능한 행위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각 가능한 행위를 평가한다. 스케률 사실

들은 문제해결 상태와 가능한 행위의 특성들을 나타낸다. 스케률 규칙들은

주어진 문제해결 상태에서 각 가능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지식

을 나타낸다.

절차지식은 단순한 규칙형태의 지식이나 운전절차의 상관구조를 반영하는

프레임 형태가 활용되었다. 운전원의 순차적인 작업 절차는 운전절차서로부

터 도출된 운전작업 절차의 프레임 지식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메타지식은 상호 독립적인 메타규칙들의 집합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독립성은 메타규칙 사야의 제어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 문제해결과정에

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다. 즉 메타규칙들의 적절한 순서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순서가 미리 결정되면 가존의

시스템처럼 다양한 문제해결 모형에 적철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시스댐에서는 메타규칙 사이의 독립성을 유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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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들 사이의 제어구조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그때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취하도록 설계되었다.

메타규칙은 운전원 모형의 기본요소로 현재의 상태에서 실행 가능한 다음

행위들을 제시하고， 스케률 규칙은 이러한 행위들의 효용성을 계산하여 가장

바람직한 행위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스케률 과정을 통해서 운전원의 작업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스케률 지식을 변

형함으로써 바람직한 행위를 선정하는 기준을 바꾸어 다양한 운전작업 과정

을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 모의 기능 및 실행 예

MINERVA-NPP의 실행단계는 크게 (a) 초기값 설정단계， (b) 수행단계，

(c) 결과/해석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초기값 셜정단계에서는 비상운전절차에 대한 각종 압력데이타， 운전조 할

당， MMI 특성 및 계통 운전변수와 같은 모형조건 및 평가객체들이 설정되고

초기화된다. 이 단계는 Batch, Batch-Interactive 및 Interactive의 세가지 종

류의 모드가 있다. Batch 모드는 시스템의 각종 데이타를 담고 있는 화일을

적재하여 모의할 수 있는 모드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자동적으로 서스템이

데이타 화일로부터 자료를 입력받아 모의를 수행한다. 이와 유사하게， Batch

- Interactive 모드는 데이타 화일을 적재하는 것은 Batch 모드와 동일하나 각

각의 단계가 넘어갈 때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모드이다. Interactive

모드는 사용자가 모든 제어권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이 물어보는 모든 데이타를 입력해야 한다.

결과/해석 단계에서는 비상운전절차 직무수행에 있어서 운전원의 수행도

에 대한 결과 및 통계적인 해석값틀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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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3.5 는 MINERVA-NPP 의 실행단계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 단

계에서는 블랙보드의 추론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주제어실내에서 운전

원의 동선이 절차서 수행과 함쩨 화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 단계는

Animation 윈도우， Perloπnance Monitoring 윈도우， System Status Monitor

윈도우， Execution Status 윈도우로 구성되어 있다. Animation 윈도우는 주

제어실의 구조와 운전원의 동작과정을 보여주는 화면이고， Performance

Monitoring 윈도우는 각각의 단계에서 Cognitive Workload를 보여주고 있다.

Execution Status 윈도우는 시스댐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용도로 이용

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실행하고 있는 규칙의 이름과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메세지가 있고 이러한 메세지에 대한 사용자 웅답버튼이 있어서 사용자가 메

세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물론 Batch 모드와 Batch-Interactive 모드

에서는 시스탬이 적재한 화일로 부터 웅답값을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어있다.

System Status 윈도우는 시스댐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스템의 인지과정의 세단계인 Deliberation, Schedule, Execution의 구체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윈도우는 블랙보드의 상태， 사용된 메타규칙의

내용， 개념화 상태， Line of Reasoning, 스케률 전략 퉁을 보여주므로 시스댐

이 실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과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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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행도 척도 분석

1. 개요

가. 배경

(1) 수행도 척도의 정의와 유형

인간공학의 접근방법은 인간의 특성과 행동에 관한 정보를 인간이 만드는

물건， 기구 및 환경의 셜계에 웅용하는 것이다. 설계한 시스템이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는가， 운전원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운전원에게 할당된 직무를 통하여 미치는 작업부하(workload)는 어느 정도인

가 풍(시스댐의 수행도 척도라 함)，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를 밝혀내기 위하

여 영향인자를 조사하는 과정이다[51].

이와 같은 연구에는 조사 연구되어야 할 대상을 의미하는 독립변수와， 독

립변수의 가능한 ‘효과’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인 종속변수가 있다. 종속변

수는 기준(criterion) 또는 척도라고도 하는데， 수행도 척도(performance

measure)는 이 러한 종속변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행도 척도란 작업수행이라는 독립변수를 파악하는 가능한 기준을 말한

다. 그러므로 운전원이 여러 종류의 정보표시기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

하게 원을수 있나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고， 제어질

의 환경조건 중 온도가 운전원의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가

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운전원의 심전도를 비교할 수도 있다.

인간기준에는 비교적 서로 다른 네가지 유형의 기준이 있는데， (1) 안간성

농(human performance) 척도， (2) 생 리적 지표， (3) 주관적 반응 (su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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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및 (4) 사고반도 (accident frequency)가 있다[51]. 인간성능은 엄밀

히 말해서 여러가지 감각 활동， 정신활동， 근육활동에 의해서반 판단된다. 그

러나 특정한 작업 상황에서 인간성능은 순전히 인간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가계성능의 결합된 결과어기도 하다. 심전도， 혈압，

혈액의 성분， 전기피부반웅 (galvanic skin reponse) , 뇌파， 분당 호홉수， 피부

온도， 혈당량 둥， 여러가지 생리학적 지표가 기준이 되어， 여러가지 작업방법，

장비별 작업형태， 작업기간， 냉열 둥과 같은 여러가지 다른 상황에서 수행되

는 작업이 인간에게 미치는 생리학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

으로는 개인의 성능평점 (rating)이나， 안락도 판단치 둥 주관적인 반응이 적

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미 미분법 (semantic differential method)에

의하여 활용된다. 오류， 사고 및 재해발생 빈도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백만 km 주행거리당 사상자 수로써 항공， 철도， 버스， 자동차와

같은 여러가지 유형외 운송체계에서의 작업 수행도를 비교할 수 있다

(2) 수행도 척도의 요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작업의 수행도 평가를 위해서는 그에 대

한 척도(종속변수)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영향인자 (독립변수)를 도

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구 조사에 사용되는 기준은 세가지 요

건 즉， 적절성， 무오염성， 신뢰성블 갖추어야 한다. 적절성 (relevance) 은 기준

이 의도된 목적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judged appropriateness) 를 말하

며， 무오염성이란 기준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

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다. 척도 신뢰 성 (reliability of criterion measure)

이란 체계나 부품의 신뢰도와는 달리 동일한 분석조건에서 두번 분석했을

때， 분석치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척도의 반복성(repeatability)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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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척도든지 이러한 요건에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질 수 없으며， 수행도

분석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수행도 척도는 새로이 정비되어야 한다. 척도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하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이미 정의된 척도를

수정해야 하며， 모든 분석에서는 무오염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적인 분석

과 실험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 두 조의 기준치를 이용하여， 툴 사

이의 상관계수졸 계산해서 무오염성과 산뢰성을 검토한다.

나. 연구내용

본 절에서는 운전작업의 수행도 척도를 조사하고，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분석기에서 운전작업의 분석 및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수행도 척도를 설정

하였다. 또한， 몇가지 척도에 대해서는 시험적인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를 개발하여， 시율레이션 분석기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수행도 척도의 도출

가. 원자력발전소 언간-기계 체계의 수행도 척도

체계의 분석에서 분석의 기준은 체계의 성능이나 산출불(output)에 관련되

며， 체계가 원래 의도한 바를 얼마나 달성하는 가를 반영한다. 예룰 틀면， 컴

퓨터의 자판(keyboard) 은 단위 시간당 입력된 자료의 양과 정확도에 의해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며， 땅을 고르는 장바는 단위 시간당 고른 땅의 면적에 의

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툴도 예상수명， 운용의 용이

성， 보전도(maintainability) I 신뢰도， 운용비， 인력소요 등 전혀 다른 측면에서

다른 기준을 가정할 수 있다. 체계의 기준중 펌프의 최고회전속도와 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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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본질적으로 공학적 성능을 나타내며， 펀치카드내의 착오갯수와 같이 시

스댐에 관련하여 사람이 체계를 사용할 때의 성능을 더 반영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경우는 후자가 강조되므로 인간기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인간-기계 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체계기준과 인간기준

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준에 대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기계 체계의 특성상으로 인적요인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종합

적인 의미를 가지는 체계기준보다는 상세한 인칸공학적인 평가가 가능한 기

준의 활용이 시급하다.

나. 설계 기준(design criteria)에 의한 척도

수행도 척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인간공학적 설계원칙과 설계기준 (design

criteria)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위 설계원칙으로부터 세부적인 기준에 이

르기까지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위수준의 수행도 척도를 얻기 위하여 원전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

간공학적인 설계검토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을 검토하였다. 또한，

IEEE Std 1023-1988[52], IEC 964[53] , EPRI URD[54] 등에서의 인간공학적

원칙과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기준(Design Criteria)으로부터 도출가능한 수행

도 척도를 표 2.4.1 과 같이 요약하였다.

설계의 일반원칙에는 (1) 잠재적인 위험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인적 안전

요소 반영을 요구하는 안전성(safety) 기준， (2) 운전원이 적절한 긴장감

(vigilance)과 작업의 친숙도 유지를 요구하는 인지적 호환성 (cognitive

compatibility) 기준， (3) 시청각적인 지각， 생체역학 및 인체측정학을 포함，

인간의 생리적 특성 고려를 요구하는 생리적 호환성 (physiological

compatibility) 기준， (4) 기능요건 및 직무요건과 일치하는 가장 단솜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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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수행도 척도 조사분석결과의 요약

l를’“
상위수춘(High-leve l) 하위수준(Sub-leve l) 비 고

- Cognitive compatibility
(Crew capability)

Compatibility - Physiological compatibility
(Physical limitation)

High-level HFE - Task ∞mpatibility

- User compatibility
Design Review

- Cognitive workloadPrinciples Workload - Response wondoad

- 정보의 적합성

Situation awareness - 정보의 정확성

- Understandability

Population stereotype - Coding의 적절성

컬러， 모양， 크기， 조작방향

Physiological fatigueness - Anthropometry
- Environmental

- Sensory limitations
IEEE-l023/1988

Cognitive limitations minimum threshhold level
- Memory limitations
- Decision making capability

- User adaptibility
User compatibility - User acceptability

- Operational workload
- Maintainance workload

EPRI URD Workload - 직무할당의 타당성

- Appropriate vigilance maintain-
ability

Population stereotype - Coding의 적 절성

컬러， 모암， 크기， 조작방향

- Human capability
IEC-964 - Information workload

Information compatibility - Accuracy

- Tim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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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는 단순성 (simplicity) 기준， (5) MMI, 절차서 훈련애서 운전원에

나타나는 방식은 표준화되고 상식과 일관되어야 하는 일관성 (consistency)

기준 둥이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인간이 관계된 계통 장비와 기기에 어떤

방식으로 인간공학기술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연 IEEE Std 1023-1988

를 보면， 설계절차의 체계， 시험성， 유지보수성， 단순화 및 표준화， 과거문제

점의 해결 둥에서 인간공학적 젤계 쳐1 원칙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각

기준에 따른 척도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변， 표준화와 셜계관례 (Design

Convention) 부합성 , 생 리학적 한계 (Physiological Limita디ons) ， 인 체측정학

(Anthropometry), 감지한계 (Sensory Limitations) , 기 억 (Memory) ,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경 험 및 교육수준(Experience and Education LeveD, 적

웅성 (Human Adaptibility), 사용자 수용성 (User Acceptance) , 온도， 환기 , 습

도， 초도 및 음향， 작업공간/환경 적합성， 힘과 토크(Torque) 제한， 정보 적합

성， 운전원의 수용성 (Acceptability) 둥이 정의될 수 있다. EPRI URD에서 볼

수 있는 인간공학적 기준은 운전원의 작업부담 최소화， 단순화 및 표준화， 보

수부담 및 인적요언 일반 둥으로， 인체측정학， Population Stereotype, 정보처

리 한계， 환경조건， 화재， 사보타지， 방사능， 지진， 운전영역의 그룹화 요건，

제어반 및 배열의 타당성， 우선순위 (Priority) , 코딩 둥이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예로 운전절차의 평가분석에 활용가능한 척도를 보

면， 여러가지 원전 직무설계의 원칙 (Task Design Principles)으로부터 수행

도 평가의 척도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 신속정확한 인식 (awareness)

을 요구하는 상황인식 (situation aW9Ieness) 기준， (2) 직무호환성 (task

compatibility) , (3) 훈련， 절차서를 통해 시스템와 작용방식에 대한 이해， 기

대 및 관례와의 일치를 요구하는 사용자 모델 양립성 (user model

compatibility) , (4) 논리적 구조의 명료성， (5) 일반적인 조직화 원칙 퉁이 활

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모두 정의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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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따라 간략화될 수 있다. 이차적 (second따y) 직무의 경우， 작업부하

(workload) , 직무 지원원칙 (task support principle) , 유연성 (flexibility) , 내

오류성 (eπor tolerance) 둥으로 간략화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한 설계기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수행도 척도 역할을 할 수

도 있으며， 수행도의 한 차원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시스템의 수행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위한 그 척도는 언증된

셜계기준에 바탕을 둔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아러한 상위기준은 서율레이션

분석기에서 여러가지 세부 척도를 결합한 종합적인 척도로 활용가능하나， 세

부적인 척도를 정의하기 전에는 실제로 구체적인 정의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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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행도 척도의 개발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여 원전 운전에 활용가능한 척도를 분석하여 표

2.4.2와 같이 요약하였다. 표 2.4.1에서 수집된 자료의 공통점과 분류 목적을

해석하면， 원전 운전작업의 평가에 적합한 척도를 일관성있는 분류체계로 구

성할 수 있었다. 우선， 최상위애서는 체계기준(System criteria)과 인간기준

(Human criteria)으로 분류하고， 그중에서 분석에 필요한 인간기준을 세분하

여 정의하였다. 표 2.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작업의 수행도 평가에는 체

계기준이나 인간기준이 모두 활용 가능하다. 그중에서 인간기준의 세분된 수

행도 분석 기준 척도들어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

인간기준 척도의 분류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작업수행의 오류， 작업부하，

작업수행의 성능， 작업의 편이와 수용성 퉁이며， 보다 세분된 척도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간기준의 분류는 구체적인 척도로부터 주관적이고 모

호한 척도로 세분하였다.

작업수행의 오류는 작업의 수행여부에 대한 판별기준으로 계통에서 원하

는 기능인가의 여부에 따라 기준이 설정되나， 세부항목은 이러한 오류의 구

조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오류의 형태입장에서의 척도가 정의되

어 있다. 작업부하는 부하를 생성하는 원인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감지， 조

직적인 작업부하로 분류하였는데， 각각 세부 작업부하의 정의는 분석자의 목

적과 의도에 따라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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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원전 운전작업의 수행도 척도 요약표 0. system criteria}

i、、 상위 척도 하위 척도 상위척도 하위척도 비고

1. 기능성

가.가용성 3. 지능성
다충성 종합성

정확성 축약성

정밀성 회복성

회복성 유연성

나.용이성 적응성

단순/상세성 오류 허용성

친숙성 분별/해걸성

명료성

오류 허용성 4. 물리적 최적성

다.감시성 물리적적합성

랴. 조작성 양립성

마. 비상대응성 일관성

바. 지원성 주거성

친숙성

System
명료성

Criteria

2. 점보성 5. 공동 Criteria 활용성

카. 질적 정보성 유효성

감지성 양립성

단순/상세성 적합성

Ii그{ 효~~그서 일관성

축약성

나. 구조적 정보섬
6. 기 타 Criteria 신뢰성

종합성

단순성
보수성

투명성
시험성

다중섬
관리성

공유성
안전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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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원전 운전작업의 수행도 척도 요약표 (2. human criteria)

R~ 상위 척도 하위 척도 비고

1. 오류형태 (Error mode)

가. Macro
불필요한 작업수행

작업의 일부 누락

작업의 순서 잘못

작업 대상 착오

작업시거 부적절

정량적 결합

작업 전체 누락

나. Micro
갑자 오류

정보관촉 오류

상태파악 오류

2. 작업부하 (Workload)
Human 인지적 작업부하

Criteria 신체적 작업부하

감 지 작업부하

3. 실능 (Performance)
수행시간

유효한 action

4. 편이 (Ease)

Alertness
Vigilance

Awareness

Fatigue
5. 안락감 (Comfortness)

생리적/심리적 안락감

징성적 부하

6. 수용성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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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도 척도의 검토 및 예제 활용

가. 수행도 척도의 활용성 검토

원전 운전작업의 평가에 활용 가능한 척도를 표 2.4.2 과 같이 일관성있는

분류체계로 제시하였다. 최상위에서 비교할 때 체계기준 척도들은 인간가준

의 척도보다 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청의가 부여되는 반면 인간기준은 운전원

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여러가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논 척도틀로

구성되어 었다. 운전작업의 수행도 평가에는 체계기준도 활용 가능하나， 이는

수행도를 원전의 기능과 결합하여 셜정되는 것이므로 작업수행도 자체보다

종합적인 운전작업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인간기준의 세분된 수행도 분석 척도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작업수행의

오류， 작업부하， 작업수행의 성능， 작업의 편이， 안락감과 수용성 등의 분류에

따라 각각 세분된 척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기준의 분류는 구체적인

척도로부터 주관적이고 모호한 척도의 순서로 세분하였다.

오류기준에 의한 척도는 인지적 오류확률， 조작작업 오류율， 동적

(dynamic) 오류율 등 오류율(eπor rate)에 대한 정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성

능척도는 직무수행완료 시간(task completion time)등으로 정량적인 정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운전작업의 분석에서 우선되는 목표는 운전작업의 기능

적인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정량적인 척도보다는 작업의 적합성 여

부를 표현하는 정성적인 분석이 우선된다. 예를 들어， 오류분석에서는 작업수

행에 대한 시률레이션으로 통계적 오류율을 얻는 것보다， 특정한 상황에서

오류 발현 여부에 대한 분석과 그 원인에 대한 파악 또는 오류의 형태에 대

한 분석이 우선된다. 따라서， 작업수행 오류와 성능에 대한 척도는 정성적인

목적에 우선하여 정의해야 실용적인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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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부하 척도의 활용 예제

작업부하는 신체적 작업부하와 인지적 작업부하로 대표될 수 있다. 신체

적 작업부하는 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움직임으로써 받게 되는 부하를 말하

며， 인지적 작업부하란 작업자가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 작업량에 대한 척도

를 말한다. 이러한 작업부하의 표현은 작업자의 능력에 대해 상대적인 지표

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은 운전작업 분석에서 수행도 척도의 활용에 대한 검토와 분석기에서

의 구체적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업부하에 대한 실무적인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를 분석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결과이다.

전통적으로 신체적 작업부하는 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웅직임으로써 받게

되는 부하를 말하고， 일반 현장에서 작업의 평가분석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작업부하는 근육의 펴로도， 에너지 소모량 등을

기준으로 많은 척도가 개발되고， 이를 통해 작업 부하를 산출한다.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을 운전하는 운전원의 작업은 신체적

인 작업 뿐만 아니라 고도의 인지적 상황판단 의사결정 동의 작업을 포함하

고 었다. 사실 상당수의 발전소 정지 및 사고 사례가 운전원의 실수로 안하

여 발생하고 있고 운전원의 실수는 그 대부분이 인간의 인지적 능력 한계

(예， 인간의 단기기억능력， 정보처리 능력 둥)를 초과하는 인간-기계시스댐

설계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인지적 작업부하란 작업자의 인지적 능력에 비

하여 작업자가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 작업량의 상대적인 지표를 말한다. 예

를 들면， 인간의 고유한 정보처리능력 한계에 비하여 기계측으로 부터 과도

하거나 혹은 너무 적은 운전정보가 제시될 경우， 운전원은 상황파악이나 진

단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인지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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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가 폭둥하게 되면， 운전원의 작업내용에 인적오류의 가능성을 증가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게 된다. 실험적 측면에

서는 운전원의 인지적 작업을 생리적인 한 과정을 보고 그 부하를 뇌파기록，

근전도 둥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었으나， 기술적으로

아직은 미비한 점이 있는 실정이다[51]. 실험으로 인간의 인지적 과정을 설명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율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인지적 작업부하

둥 운전원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12，36].

본 연구에서는 운전원 인지모형을 포함하는 운전원 작업 시률레이션 분

석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 및 개발하여 앞절에서 분류한 작업부하 둥 많

은 수행도 척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

스템 설계 및 개선 둥에 다시 반영함으로써 인간공학적으로 검증된 시스댐

을 개발 및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운전원 착업 시률래이션 분석기

는 운전원의 내부 정보처리과정을 모의하는 모형 부분과 운전원의 작업실행

의 수행도를 분석하는 분석기로 구성되어 았다.

그러므로 사율레이션 분석에서 운전원 작업 수행도 척도는 실험적인 축면

에서의 정의와는 달리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도 척도

의 여I제로써 운전원의 신체적 작업부하 및 인지적 작업부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체적 작업부하는 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움직임으로써 받게되

는 부하를 말한다. 신체부위별 작업부하는 손동작 횟수 (제어기 조작 횟

수)/step， 운전원 동선거c1/step， 방향전환 횟수/step 둥을 사용하였다. 운전

작업 시률레이션 분석기에서는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블래보드구조를 사용

하여 운전원 작업기억의 작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활성화(activate) 되는 지

식의 갯수로 인지적 작업부하를 표현하였다[21]. 이들 작업부하의 잠정적인

정의에 대한 시험척인 수행도 분석 결과(output)의 예를 그림 2.4.1Ca) ， (b)와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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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적오류 분석 및 응용기술 개발

제 1 절 인적오류발생구조 분석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인적오류는 인간-기계의 상호작용 (Man - Machine Interaction)에서 생길

수 있는 인간파 작업간의 불일차 또는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게된다. 따라서，

언적오류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작업행위(human

performance)가 어떤 작업여건(context)하에서 어떤 인지적 기능(cognitive

functions)을 수행할 때 문제가 되었는가를 해석해내는 일이다. 여기서， 인지

적 기능(cogni디ve functions)이란 인간의 내부적인 정보처리(internal

information processing) 과정에서 인간이 발휘하는 인지심리학적 기능을 의

미하며， 작업여건(context)이란 안간이 작업을 수행할 때의 작업수행에 영향

을 미치는 광볍위한 제반여건， 즉 발전소 시스템， 작업환경， 제어조작 기기，

작업지침， 작업조직 및 관리방침 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

(mental process)과 작업여건(context)을 포함하여 임의의 조직적인 체계， 즉

인적오류 분류체계로 표현하여 인적오류 분석시 활용한다. 따라서， 인적오류

분류체계애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에 대한 해석적 분류가 있어야 하고， 또

한 이 정신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작업여건에 대해 정신적 활동과의 연관

성을 표현해주는 분류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적오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많어 존재하였으나 일부는 상당히 이

-121-



론적이어서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본 경험에 따르면 분석자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을 초래하거나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는 상기의 정신활

동(mental process)과 작업여건(context) 중 한 국면께만 쳐중하여 두가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므로써 활용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정신적 활동(mental Process)과 작업여건(context)의 상호영향관

계 관점에서 분석자의 인적오류분석에 효과적이고 실용성이 높은 새로운 분

류체계와 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침이 펼요하다논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은 인적오류 연구경험이 풍부

하고 인적오류에 관한 구조적인 해석 능력을 보유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이

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된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수행되었

다. 개발된 분류체계와 사용지침은 국내 사례의 분석에 적용하여 수정보완될

것이며 제 1단계의 최종시점에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인적오류 분석에 적합한

체계로 정형화될 것이다.

나. 연구수행 내용

인적오류 분석 및 웅용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사례분석작업과 분석기술

의 정형화에 필수적인 인적오류분류체계 및 사용지침의 초안을 개발하기 위

해， 우선 기존 인적오류 분류체계의 장단점올 분석하여 본 연구에 가장 적합

한 접근방법을 설정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인적오류 분류체계와 야의 사용지

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결과를 소수사례에 적용하여 응용성을 검토하였다.

다음 2항부터는 아래와 같은 연구수행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 기존 인적오류 분류체계 검토

0 인적오류 분류체계(초안) 개발

0 인적오류 분류체계의 사용지침(초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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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인적오류 분류체계 검토

가. 인적오류 분류체계의 세가지 기본 요소

인간의 정신활동 (mental process) 과 작업여건 (context) 과의 관계를 고려

하여 본 과제의 인적오류 분석에 펼요한 분류체계를 위해서는 최소한 인간의

인지 모형 (model of human cognition), 분류체계 (classification scheme) 자체 ,

기법 (method)의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1.1),

즉， 인적오류 분류체계는， 인간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모형과 연관되어 사건

에 개입된 인간의 행위가 그 당시의 작업여건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인지적 행위에 대한 모형으로부터

분류체계로 분석작업이 이동할 때 적용되는 기법과 유리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 항들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기본요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존

인적오류 분류체계를 검토한 내용을 기술한다.

。 채래식 인간공학적 접근에 의한 분류체계

。 정보처리 관점에서의 분류체계

。 cognitive system 논리에 의한 분류체계

나. 재래식 인간공학적 접근에 의한 분류체계

가장 초기의 인적오류 분류체계는 인적신뢰도분석(HRA : Human

Reliability Analysis) 분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부류의 분류체계는 Swain의

분류체계(표3.1.1)[55]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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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observations
event reports

METHOD

The method describes
how the classification
of data should take place

c> CLA~~.I:~?~TION <l
SCHEME -- MODEL

The model describes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classification scheme

그림 3.1.1 인적오류 분류체계를 위한 세가지 기본요소

표 3.1.1 재래식 인간공학적 접근에 의한 오류분류체계의 예

Errors of Omission Omits entire step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Omits a step in task

Selection error:
Selects wrong control
Mispositions control (includes reversal
errors, loose connection, etc.)
Issues wrong command or infonnation

Errors of Conunission (via voice or writing)
Error of Sequence
Time error:

Too early
Too late

Qualitative error:
Too little
To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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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체계는 기대된 시스댐의 상태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작업자

의 행위를 특징적으로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HRA의 사건수목과 연계되어 사

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가지고 있다.

o 작업행위를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작업으로 해석한다.

。 사건수목에 적용시 성공 또는 실패의 이원적 선택으로 선형적 행

위의 각 단계를 취급한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가장 중요한 단점은 인간의 인지적 작업에 대한 이론

적인 배경의 부재로 인간의 작업에 대한 인지섬리학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작업누락(omission error)과 불펼요한 작업의 첨가

(commission error)만으로 분류함은 시스템 고장/정지의 분석에 가장 처음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석범위만을 제공하며， 어떠한 행위가 취해졌

는지 아니면 행해저지 않았는지의 이원적인 분류만으로는 다양성있는 안적오

류의 해석에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정보처리 관점에서의 분류체계

이 범주의 분류체계는 대부분 Rasmussen이 제안한 인간의 동적 의사결

정 (dynamic decision-making)에 대한 사다리형 모형 (step-ladder model)(그

림 3. 1.2)[56]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그립 3.1.2에서와 같이 정보처리

관점에서의 인간수행도 분석은 자극과 반웅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인지

적 작업수행 단계를 해석하므로써 정보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림

3.1 .2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작업흐름은， 인간이 경우에 따라 상위 인지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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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거치지 않고 단축된 절차를 밟아 작업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축

약절차로 작업수행시에 인적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림 3. 1.2의 축약절차를 다시 해석하여 작업자의 작업과 상황에 익숙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수준의 인지적 행위를 구분하였다.

0 기능기반행위 (skill-based behaviour)

익숙도가 아주 높아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 자동적으로 행위함.

。 규칙 기반행위 (rule-based behaviour)

익속도가 비교적 높아 이전의 경험으로 생성된 규칙， 죽 If(상태)，

then(특정행위수행 또는 특정상태로 판단)으로 행위를 수행함.

。 지 식 기반행위 (knowledge-based behaviour)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적 주의를 높여 작업자의 지식을 동

원하여 행위를 수행함.

이러한 행위수준 구분에 따라서， Reason은 그의 GEMS(Generic Error

Modeling System)에서 작업여건에 영향올 받지 않는(context-free) 분류체계

를 표 3. 1.2와 같이 개발하였다[57J

그렴 3. 1.2에 기반을 둔 다른 오류분류는 Rouse에 의해서도 발표된 바

있다(표 3.1.3)[58]. 이 체계는 Rasmussen 의 이론적 배경에 신뢰도분석에서

쓰이는 재래식 인간공학적 접근에 의한 분류를 가미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

보처리 관점에서의 여러가지 모형 및 분류체계가 발표되었으나 본 보고서에

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보처리 관점에서의 분류는， 경우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

나 ‘가. 인적오류 분류체계의 세가지 기본 요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본 연

구에서의 오류분석에 펼요한 세가지 요소를 일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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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Rasmussen 의 의사결정 사다리모형

표 3.1.2 GEMS에서의 오류유형분류

Cognitive Control Mode Error Type
Recency of prior use
Frequency of prior use

Skill-based Performance Environmental signals
Shared "schema" properties
Concurrent plans
Mind-set
Knowledge avaliability

Rule-based Performance Matching bias
Oversimplification
Over-confidence
Selectivity errors
Short term memory limitations .
Bounded rationality
Thematic vagabonding

Knowledge-based Performance Encystment
Reasoning by anal。glyo
Errors of deductive logic
Incomplete mental model
Inaccrate ment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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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3 Rouse의 분류체계

General Category Specific Category
a. exesslve
b. misinterpreted

Observation of system states c. Incorrect
d. incomplete
e. inappropriate
f. lack
a. inconsistent with observations

Choice of hypotheses b. consistent, but unlikely
c. consistent, but costly
d. functionally irrelevant
a. incomplete

Testing of hypotheses b. false acceptance of wrong hypothesis
c. false rejection of correct hypothesis
d. lack
a. incpmplete

Choice of goal b. incorrect
c. unnecessary
d. lack
a. incpmplete

Choice of procedure b. incorrect
c. unnecessary
d. lack
a. step omitted
b. step repeated
c. step added
d. steps out of sequence

Execution of procedure e. inappropriate timing
f. incorrect discrete position
g. mcorrect contmuous range
h. incomplete
i‘ unrelated inappropriate action

이러한 분류체계는 모두 그림 3. 1.2와 같은 견고한 의사결정 모형에 기반

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나， 야점이 정보처리 관점에서의 분류에

대한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한다. 즉 같은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각 분류체계는 상당히 다른 형태흘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체계들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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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들이 논리적으로 모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야 존채한

다. 이 문제점의 일부는 정보처리 판점의 분류체계가 모형으로부터 분류체계

로 이동하는 적용기법상 제안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 다

른 문제접으로는， 오류의 유형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설계결함’이 있는 것인지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적오류의 분석에는 인간의 정보

처리 관점에서의 고려만으로는 웅용이 힘들다‘

라· Cognitive system 논리에 의한 분류체계

모든 정보처리 활동이 자극에 대해 반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정보처리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cognitive system 논리에 의한 접

근방법은 인저 활동은 작업자의 목표(operator’ s goal)와 지배적인 상황 여건

(prevailing situation context)이라는 두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수행되

는 능동적인 활동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cognitive system 논리에 의한 모형

의 예로 Hollnagel이 발표한 COCOM(Contextual Control Model)이 았다(그

림 3.1.3)[2J. COCOM은 인간의 goal structure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행팎

가 context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 모형은 인간의 능력 또

는자산(competence)에 대한 이론과 인지적 제어 (cognitive control) 모형 , 이

두가지 행위모형의 조합이다. 이 모형은 CREAM(Cognitive Reliability and

Error Analysis Method)이라는 분류체계로 발전되어 발표된 바 있다(예， 표

3.1.4)[59]. 이 분류체계는 관측가능한 오류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의 원인과

영향을 구별하는 절차적인 분석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gnitive systems 논리에 의한 접근방식이 분류

체계가 가져야 할 세가지 기본 요소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그러나， cognitive systems 논리에 의한 접근방식은 최근에 들어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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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만큼 아직 개발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확

장완성될 필요가 있다.

그림 3.1.3 Hollnagel의 Contextual Control Model

표 3.1 .4 CREAM 분류체계의 예

General Effect Specific EffeCt General Cause Specific Cause
Incorrect Incomplete or partial General functions
identigication recall Absent from place

Attention failure
Memory failure
OPhpyeration mode misjudged

siologial needs

Incorrect recall (of
wrong knowledge)
Incorrect reconstruction
Recalled knowledge
incorrect

Incoπect Premature identification Recent failures
diagnosis

Incoπectl Misinterpreted symptoms OBS: Failure to Time compression
Incomplete Symptoms confused notice Wark overload
recognition of Unfamiliar situation OsigBnSa:l/alarm Deduction failure
system state

F뼈빼빼빼πm퍼’…‘e빼때 Incorrect or InadduecqtiuoantefakilnLowledgeSimilarity-matching incomgnp1lteIte Induction failure
Subjectively ambiguous recognition of Lack of training
infromation • value Long inteπal since learning
Incorrect assumptions Over-generalization

-130-



연적오류 분류체계(초안) 재발3.

71본적으로 인척오류 분류채계는 오류유형 (phenotypes) , 즉 표현된 행위

가능한 원인들(possible causes)~..,(manifestation) 와 원인유형 (genotypes),

사이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오류유형 (phenotypes)은 단순

아니라 원인유형과 작업것이히 원인유형 (genotypes)만의 결과로 해석하는

여건(context) 또는 환경 (environment)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함여 타당

하다. 그리고，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져 원얀범주를 고려할 수 있다.

인지적， 섬리-첫째는， 인간과 관련된 원인유형을 들 수 있다. 여가에는

생리적 변수와 정서적인 상태， 개성 풍이 속할 수 었다.

둘째는， 시스댐과 환련환 원인유형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시스댐의 상

기거의 상포함된다. 예를 들면，항목들이상태벌화와 관계된 모든kC~x.'C태

고장， 그리고 MMI(man-machine interface) 등태， 기기 또는 하위 시스템의

포함된다.어

있셋째는， 환경과 작업자간의 상호작용을 특성확하는 원인유형을 을 수

특성(일시적인 특성은 둘째 유형에 속함) ,영구적인

요소(소음， 온도와 같은) 둥이 었다.

시스템의

조직 측면， 환경적

다. 예를들면，

범주는 다시 세분화된다. 인간과 관련된 원인유형은 특정적안이 세가지

모형과 관련언지표현하는。-EL
。

커
사안지적functions) (인간의기능(specific

됨)과 일반적

반적 기능(gener려 functions)운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으로 분리된다 그

았다. 여기서， 다시 일기능(general functions)으로 분리할 수

리고， 사스템 관련 원인유형은 부품(c다mponents) ， 절차서 (procedures) , 안터페

세분된

다. 환경관련 원인유형은 의사소통(communication) ， 조직 (organization) ，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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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건(ambient conditions)으로 세분된다.

이와 같은 원인유형의 세분과 마찬가지로， 오류표현유형 (phenotypes)도

일반적인 오류의 결과(error consequences)를 별도로 분리시켜 표현할 수 있

다. 오류유형 (eπor modes)은 작업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오류의 결과

(eπor consequences)는 착업자의 오류가 시스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인적오류의 분석을 위해서 오류결과(error consequences)는 다시

분류될 필요성은 없으나， 많은 경우의 인적오류 분석에 시작점으로 이용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오류분류체계는 그림 3.1.4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오

류의 결과(generalerror consequences)는 적용분야에 따라 다르다. 즉， 오류

의 시스댐에 대한 영향은 대상 시스템이 원자력발전소인가 혹은 항공기인가

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주요 오류유형 (phenotypes)과 원인유형

(genotypes)은 적용분야에 종속적이다. 다시발하면 적용분야와 전혀 관계없

는 오류유형과 원인유형은 가능하지 않으며 특정 적용분야에 맞추어져야 함

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인유형의 일부인 인지적 기능(cognitive functions)은

적용분야와는 무관하다. 즉 인지적 기능은 작업자에 고유한 것으로 모든 적

용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좀더 일반적으로 받아툴

여질 수 있는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 1.4에서의 분류범주들은 특정한 계층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륜 원칙이 가미되어야 한다.

이는 그립 3.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 그룹의 영향요소(effects)는 다른 그

룹의 원인요소(causes)로 작용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한편， 가용한 정보량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어떤 경우에는 가용한 정보량으로

사건을 상세히 묘사하고 가능 원인을 특정적으로 지목할 수 있으나， 다른 경

우에는 사건을 넓은 범위에서만 묘사할 수 있고 정벌한 오류분석이나 원인의

규명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범주의 항목틀은 수준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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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cause)과 영 향(effect)을분류체계는연구의구분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일반영향(general특정원인 (specific causes),각기 일반원인(general causes),

논리이와 같은표현하였다.effects) , 특정 영향(specific effects)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1에서와 같이 상세항목들로록부’분류체계는3. 1.4의그림에 따라

Penson
ll:lated

‘ ca빠es:

System
• ll:lated •

causes .

다.

•Appicatian
..，.πIert

• APPIiCIIliOn
야야πsent

APPbIlar’
혹Jedf"oc

원인유형으로 구성된 인적오류 분류체계의 개요및오 E 。혀TrTr 。그림 3.1 .4

Causes

분류체계에서의 원인-영향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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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적오류 분류체계의 사용지침(초안) 개발

앞항의 오류분류체계 개발에 적용된 논리는 분석시의 방법론이 이미 반

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체계의 적용시에 필요한

절차적인 적용방법을 좀더 구체화하여 개발하였다.

먼저， 작업여건(c ontext)과 연관하여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관련 작업여건을 기술하고 분류범주틀을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림

3. 1.6에서와 같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1. 해당 작업여건을 결정하거나 기술한다(Determine or describe the

context).

2. 가능성 있는 오류유형 을 기술한다(Describe the possible error

modes): 특정 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행위에 대해

기술한다. 아때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오류유형의 체한적인 집합

을 도출한다.

3. 가능성 있는 원인을 기술한다(Describe the probable error

causes): 여기서 기술한 원인틀은 주어진 작업여건에서 좀더 가

능성 있는 원인들을 규명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어떤 작업여건

하에서는 다른 원인들 보다 가능성이 높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

다.

이와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주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의 시작점은 사건의 최종결과블 오류유형이나 실제의 명서적 사항

(manifestations)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건의 분석은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

라가며， 표출된 오류유형으로부터 가능성있는 원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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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의 원인은 내적원인과 외적원인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림 3. 1.6의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분석은， 번저 오류유형의 묘사와 그에 대한 주요 일반원인

(general causes)을 규명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가능성있는 근본원인(root

cause)을 찾을 때까지 일반원인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간다. 이러한 분

석작업은 그림 3.17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Desαibe∞ntext

(C?mmon -I ‘
Performance
Conditions)

Desc끼 ption of
initiating event

L
2. Describe general

possible eπor

modes

농
‘ 3. Describe
generallikely

causes'

호
Describe individual

task step to be
analysed.

그림 3.1.6 오류분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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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7에 나타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주목 사건의 기술에 가장 적합한 오류유형 항목들을 다음 네가지

범주의 오류유형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 action at wrong tIme

o action of wrong type

。 action of wrong object

。 action in wrong place

2. 선정된 오류유형에 연관된 원인을 선택한다.

3. 결과가 특정원인 (specific cause) 일 경우 분석을 완료한다.

4. 단계 2에서의 결과가 일반원인 (general cause) 일 경우， 어떤 일반

영향(general effects) 이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5. 일반영향 (general effects) 이 발견되었으면 이에 대해 가능성있는

원안을 찾는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찾은 원인이 특정원인 (specific cause) 일 경우 분석종료.

。 아무 일반원인 (general cause)를 발견 못했을 경우 종료.

。 나머지 경우는 일반원인 (general cause)을 찾아낸 것이므

로 앞의 단계 2와 같음. 단계 2에서 다시 시작.

이 분석절차의 상세한 기술은 부록 l에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적오류 분석체계와 사용지침은 NUREG 보고서로 발표된 인적오류

를 포함하는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정지사례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례의 두사례에 대해 적용하였다. 그 결과， 분류체계와 사용지침은

타당성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그

러나， 앞으로 많은 사례에 적용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사례적용 내용을 약하고 추후 기술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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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작업오류특성 분석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원자력발전소의 인적오류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발전소의 상태변화， 작업

자의 작업행위， 주변 작업환경 및 기타 작업여건 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위， 인적오류의 개입 여

부 및 그 결과， 연적오류의 발생원인 동에 대해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및 분석 대상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실효성있는 조

사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샤， 가용한 정보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활용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오류와

작업여건과의 영향관계를 해석하고 이를 인적오류의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의 특성

을 조사하고 이 특성과 인적오류의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펼

요하다. 즉， 원자력발전소와 갈이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작업

은 상당히 복잡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부셔를 거쳐야 하고， 또 많은 작엽책임자들의 관련되

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인적오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작엽자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의 협력관계， 또 작업부서간에 이루어지

는 작업의 협력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펼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의 전체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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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분류， 그리고 특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소 조직간의 작업협력 및

정보의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이고 입체적인 작업오류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었다. 본 연구는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에 걸친 국

내위탁으로 수행중에 있으며， 당해년도에는 직무분석기법의 파악과 작업유형

분류를 수행하고， 2차년도에는 당해년도의 결과를 이용한 다양한 작업의 직

무분석을 수행하여 작업와 상세분석과 인적오류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한

작업의 오류특성을 분석한다.

나. 연구수행 내용

당해년도에는 원전에서의 작업유형별 작업분석 및 인적오류분석을 수행

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직무분석기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시스템구조와 수행되고 있는 작업들을 파악하여 유형별 분류를 수행하였으

며， 유형별 작업의 개요를 파악하였다. 이와 아울러， 원전에서의 작업요구시

각 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의 내용 및 각 부서장의 임무，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절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상세한 연구내용은 별도의 연구보고서 [60]로 발간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요약하여 기술한다.

。 칙무분석기법 검토

。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작업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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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분석기법 검토

직무(task)는 보통 의미있는 업무기능(job function)을 묘사하는 업무행

위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체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행위의

단위이다. 직무분석은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인적요소에 요구되는 특청행위

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적 과정이며， 인간과 장비에 요구되는 특정 기능과 이

들에 대한 환경조건， 오거능， 그리고 다른 예상하지 못한 사고의 영향을 결정

하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연구된 직무분석기법들을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2차년도의 작업 상세분석과 언적오류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확보하

였다. 이콜 위하여， 직무분석의 개괄적인 필요성， 직무분석의 단계별 수행내

용을 고찰하였고， 직무분석 및 인적오류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방법들과 직부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법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항목에 대해 기술한다.

。 직무분석의 단계별 수행내용 파악

。 직무분석자료의 수집방법 검토

o 직무분석기법의 고찰

가. 직무분석의 단계별 수행내용 파악

직무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의 단계를 체계적으

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

무명세와 분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체계적언 분석계획의 수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적무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할 작업의 개요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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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의 명세 및 분석 :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을 규명함. 시스템 기능분석， 운용순서분석 (operational sequence

analysis) 둥의 작업을 통해 수행됨.

2) 직무명세 및 직무목록 : 시스템 명세/분석의 결과로부터 각 임무

나 작업순서에 대한 직무목록(task list)을 준비하는 작업. 임무/작업순서 규

명， 시스템 기능 규명， 다른작업의 시작과 시간적으로 비교한 작엽순서 변호，

작업제목， 작업 목적/목표 둥의 정보항목을 포함함.

3) 명세자료수집 : 서류평 7Hdocumentation review) , 셜푼조사， 면답，

관찰 동의 기법을 사용하여 직무명세 자료를 수집함.

4) 적용성 분석 : 수집된 자료로 적용하려는 분야 또는 목적에 따라

브천 스해
1.'-’ ’ o

나. 직무분석자료의 수집방법 검토

다음과 같은 직무분석자료의 수집방법에 대해 적용분야， 기법내용， 다른

기법들과의 연계， 장단점 동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단일 수집기법에 의존

하는 것보다 여러 수집기법의 특성에 따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하였다.

。 행 위샘플링 (activity sampling)

。 관찰(observa디anal) 기 법

0 위급 사건 가 법 (critical incident technique)

。 설문기 법 (questionares)

。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s)

。 언어 프로토콜(verbal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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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컴퓨터 모텔령과 모의실험

- 모의실험 장치 (simulators)/실제 모형 (mock-ups)

- 탁상(table-top) 분석

- 실제 시 연(work-through)과 구두 시 연(talk-through)

다. 직무분석기법의 고찰

직무의 표현과 주요 직무의 도출， 직무간의 연관성 조사， 직무수행에 필

요한 시간 산정 동의 직무분석 작업에 있어서 응용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직

무분석기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무분석기법에 대해 적

용분야， 기법내용 및 특정， 기법의 적용에 펼요한 자료수집 기법 및 다른 직

무분석기법과의 연계성， 기법의 장단점 둥을 검토하였다.

。 도표화 및 네트워 (charting and network) 기법

。 분해방법 (decomposition methods)

0 계충적 직무분석 (hierarchical task analysis)

。 링크분석Oink analysis)

0 운용순서도(operational sequence diagrams)

。 시간선 분석 (tirneline analysis)

도표화 및 네트월(charting and network) 기법은 직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인간의 직무， 시스템 기능， 자원의 흐름， 관련된 장비를 나타내어 기

능의 할당에 유용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을 표현하기에

는 적합하치 않으며， 복잡한 직무의 표현할 경우 부가적인 도표를 필요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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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점이 었다.

분해방법 (decomposition methods)은 분석자가 원하논 수준까지 직무를

상세하게 분할하는 구조화된 방법으로 모든 직무요소를 처l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펼요한 정보를 얻기에는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계층적 직무분석 (hierarchical task analysis)은 목표를 충족하기 위 해 직

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직무를 계층척인

구조로 표현하므로 다른 직무분석기법을사용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사용되

기도 한다.

링크분석Oink analysis)은 인간의 주의력 이동이나 시스템의 두부분 사

이의 이동을 연결하여 표현하는 기법으로 도식적 link diagram이나 공간적

link diagram을 사용한다. 관측 또는 측정 가능한 자료에 의폰하므로 객관적

인 분석이 가능하나 대큐모 시스템의 표현시 매우 복잡해지고 기본적인 물리

적 관계와 렁크와 빈도만을 고려한다는 단점여 었다.

운용순서도(operational sequence diagrams)는 칙무를 수행되는 순서에

따라 흐름도 형태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문장이나 표 형태로는 나타내기 어

려운 직무틀간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복참한 직무를 표현할 경

우 혼란스렵고 혼동되기 쉽다.

시간선 분석 (timeline analysis)은 착무의 기능적， 시간적 요구조건을 알

아내는데 쓰이는 기법으로 직무들간의 시간적 관련을 최적화하는데 적합한

반면， 직무수행도의 시간적 요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힘들다는 단

점이 았으며， 직무 혹은 사건간의 상호의존성을 보이기에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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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작업유형분류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작업오류 특성분석을 위해 먼저 원자력발전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을 조사하고， 그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

다. 원전작업의 분류에서는 작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작업들의 상호

연관성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으로 발표된 기존 직무유형 분류방법을 고찰하였고，

국내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 운영절차서 동을 기준으로 원전에서의

작업을 조사， 분류하였다. 작엽의 분류는 발전소 조직의 부서별， 계통별， 그리

고 작업특성별의 세 기준에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각 작업자간， 또는 부서간

에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작업분석 (work analysis)을 통하여 부서간， 또는

작업자간의 정보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그들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알아야 한

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작업절차 분석방법을 검토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작업절차 분석과 작업의뢰에 따른 작업수행시 각 부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

의 협력 및 정보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기술한다.

o 직무유형분류 방법의 고찰

o 원자력발전소의 작업유형분류

o 작업절차분석

가. 직무유형분류 방법의 고찰

1960년대 이후 직무분류(task taxonomy)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초기의 방법들은 주로 심리학에서 사용되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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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간의 변화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인적오류 분석의 분야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적오류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된 방법들을 위주로 직무분류방법을 검토하였다.

첫번째 검토된 방법은 Berliner의 행위분류 방법 [16] 인데， 이 방법은 업무

분석(job analysis)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작업자의 행위

를 전역 처 리수준(global process leveD , 중간행위수준{intermediate ac디vity

leveD , 세부행위수준(specific behavior level)으로 나누어 인간의 행위를 50개

의 세부적인 범주로 분류한 것이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셜명어를 통해 관심있는 행위틀을 설명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제한된 수의 행위 설명어틀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작

업자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분석의 초기단계에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수의 행위 절명어는 직무분석을 통해 개발된 자

료의 정렬 및 재결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또 다른 분석의 수행올

용이하게 한다.

두번째로 검토된 방법은 Swain & Guttmann이 제시한 방법 [25]으로， 이

방법은 원전에서의 인간신뢰도 분석을 위해 원전작업을 정상작업조건과 비정

상작업조건으로 나누어 원전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들을 분류하였다. 정상

작업조건에 포함된 업무는 일상적인 조종실 업무， 예방 및 수리보수업무， 보

정업무， 시험업무 변화및 복구업무， 회복업무들이고， 비정상작업조건에 포함

된 업무는 비정상상황을 인식하는 직무들， 문제를 진단하고 행해야 할 행위

를 결정하는 직무들 사건의 영향을 줄이고 비상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직무

들이다. 이 방법은 일종의 계층적 작업분류방법으로 주로 상위수준의 원전작

업에 대해서만 분류를 행하였다는 단점을 갖고 었다.

세번째로 검토된 방법은 Kisner의 분류방법 [61]으로， 이 방법은 원전의 작

업을 발전소의 운전 감시 및 제어작업， 발전소의 시스댐과 기기를 유지보수

-145-



하는 작업， 발전소 지원활동 퉁으로 나누었고， 발전소의 운전감시 및 제어작

업은 다시 전력생산업무， 안전상태로 발전소를 회복시키는 업무， 사고의 결과

를 완화하는 업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유지보수작업을 기기점검 업무， 보

수업무， 기기개선 업무로 나누었고， 발전소 지원활동을 화재방비 업무， 발전

소 안전업무， 관리업무로 나누었다. 이 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분류방법으로 고려되지만 원전에서 수행되고 았는 작업틀 모두에 대해 분류

가 행해지지 않았고 또 분류된 업무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한 면이 있다.

네번째로 검토된 방법은 Comer et 떠.의 분류방법[62]으로， 이 방법은 인

간신뢰도 자료은행에 저장할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분류방법이

다. 이 방법은 행위와 장비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세수준에서 장비특성과 인

적행위를 결합한 작업분류방법이다. 장비의 특성은 원전계통， 기기， 표시장치

/계기/제어장치의 세수준으로 분류하였고， 인적행위는 업무， 직무， 직무요소의

세수준으로 분류하여 대웅하는 수준에 대해 장비특성과 안적행위를 결합하였

다.

이상의 네가지 주요한 칙무분류기법외에 Gawron이 조사 검토한 17가지의

분류기법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한 그 자신의 분류법[63]을 검토하였다. 보통，

인적행위의 분류는 그 결과를 직무분석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원전착업 유형분류의 목척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작업들을 조사·분류함으로써 원전작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작업들중 대표

성있는 작업에서의 오류유발요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토된 인적행위의 분류방법만으로는 원전작업유형분류의 목적에

는 부적합하다. 인적행위의 분류보다는 좀더 상위수준에서 작업의 분류가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Kisner의 분류방법이

가장 근접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토대로 Swain & Guttmann의 방법，

Comer et al.의 방법도 절충하여 분류작업의 수행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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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발전소의 작업유형분류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절차화된 작업들을 조사·분류

하였다. 분류작업은 원자력발전소의 부서별 계통별 작업특성별로 수행되었

다.

(1) 부서별 작업유형분류

원자력발전소와 부서에 의한 작업의 분류는 각 부서애서 수행하는 업무

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오류분석과 작업수행시 각 부서간， 또는 작

업자간의 작업협력 및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조직은 발전운영부， 발전부， 기술부， 방사선관리부，

화학부， 공무부， 기계부， 전기부， 계측제어부， 전산부， 품질관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댄4] 본 연구에서는 이틀 부서에서 수행되고 었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과단위까지 조사， 분류하였다.

。 발전운영부 : 공무과， 효율과， 교육과

。 발전부

。 기술부 : 겨술과， 조사과， 노심관리 1과， 노심관리 2과

。 방사선관리부 : 보건물리과， 방사선 재해 대책과， 폐기물 관리과， 방사선방

호과

。 화학부 : 화학공무과， 방사선 화학1과， 방사선 화학2과， 수질관리과

。 공무부 : 공무과， 보수계획과， 자재1과， 자재2과

。 기계부 : 원자로1과， 원자로2과， 터어빈1과， 터어빈2과

。 전기부 : 원자로과， 터어빈과， 기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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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부 : 원자로1과， 원자로2과， 터어반1과， 터어빈2과， 정밀관리과

0 전산부 : 개발과， 운영과， 보수과

o 품질관리2부 : 품질관리-l과， 품질관리2과， 품질관리3과

(2) 계통별 운전업무분류

원전에서의 작업오류 특성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계통

의 종류와 각 계통의 운전목적율 파악할 필요가 었다. 따라서， 발전소 계통별

운전업무(총 103종)의 종류 및 목적을 발전소운영절차서 [64]를 참조하여 파악

하였다，

(3) 작업특성별 업무분류

본 연구에서 작업특성별로 업무를 분류하기 위해 적용된 분류방법은 계층

적인 형태를 따른다. 즉 원자력발전소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크게 11가지의

업무로 구분하고 각 업무의 세부업무를 발전소운영절차서[64]를 참조하여 조

사하였다. ( )안의 숫자는 구분된 세부업무의 수를 나타낸다.

1) 기술 행정 업무(61종)

2) 품질 보증 업무(13종)

3) 운전업무 : 정상(종합)운전(15종)， 비상(보조， 부수， 진단， 회복)운전 (41종)，

비정상 운전(60종)

4) 정기점검 : 발전설비 (71종)， 기계 (27종)， 전기 (21종)， 계기(54종)， 방사선(5

종)， 화학(11종)， 기타(3종)

5) 주기점검 (3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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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업무 : 전산(24종)， 기계 (3종)， 계기 (20종)， 전기(10종)，

7) 핵 연료 취급 업무(7종)

8) 노물리 시험업무(20종)

9) 노심관리 업무(30종)

10) 방사선 관리 업무(87종)

11) 화학(75종)

다.작업절차분석

원전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여러 작업자 여러 부서의 협력올 통해 작업

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업을 수행할 때 각각의 작업자가 부분적

작업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오류가 발생할 수 았다. 그러

므로， 보다 실제적인 작업오류 분석을 위해서는 그 작업의 작업절차분석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작업절차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운용환경내에서 설

계된 직무들의 표준화된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작업절차의 분석을 통해 작

업의 수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작업절차의 분석 방법론을 고찰하여， 작업분석의 문제점，

협력작업의 조직， 작업의 분할 및 통합 협력작업에서의 오류 등에 관해 파악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자력발전소의 작업절차중 발전소운영에 직접적인 판

련이 있는 일선(front-line) 작업절차와 간접적언 관련이 있는 지원

(supporting) 작업절차간의 구조적인 연관성과 업무범위를 파악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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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보수작업절차에 대해서는 상세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작업의뢰서에 의한 작업절차를 분석하였

다. 작업의뢰서의 처라절차는 발전소의 기기나 계통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자 할 때 소정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따라

서 예방정비， 고장정비， 계획정비， 작업지시 또는 기타 설비에 관련된 공사에

의한 일체의 작업 성능시험을 위한 일체의 작업 정가점검 및 주기점검 이상

상태보고서에 의한 작업둥에 적용할 수 었다.

먼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한 작업자， 또는 한 작업부서에서의 작업요

구시， 실제적으로 그 작업이 수행되기 까지의 각 작업부서와 작업책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을 발전소운영절차서[64]를 참조하여 파악하였다.

우선， 작업의뢰시의 다음과 같은 작업책임자의 임무에 대해 조사하였다.

。 공무부장

0 전자기술부장

。 발전부장

。 감독부서장

。 품질관리부장(발전소)

。 방사선관리부장

。 작업부서장

O 품질관리부장(정비계약자)

。 발전과장

0 감독부서 감독자

o 작업책임자

。 감독부서

。 감독부서장과 품질관리부장

。 작업의뢰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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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과 같이 파그립다음이러한 작업의뢰시의 작업수행절차를그리고，

악하였다.

*결합내용 입력

*결함내용 검토 및 보완
*관련 조작기기 결갱

뷔써팬삐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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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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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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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쐐웹빼
*소요자원 설계및 작업의뢰서 4부 출력
*안전 및 기술겁토
(정비품질 입회 및 작업신청 위엄 결정)
*작업시행부서에 작업의뢰서 1부송부
(작업계획 사전 수립용)

감독부서

청구 및 불출증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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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가능여부 검토 및 작업숭인
*관련조작기기 보완 및 꼬리표 발행
*감독부서에 작업숭인 통보
*겸전 접지시행， 확인자 임명
*작업의뢰서 1부 품질관리부 송부
(작업책임자 경유)

*기기소작 팍믿 ;상 꼬벼표 부착
*검전， 접지 시행
*작언의뢰서 (l ?)른 작언책임자에게 전달，

2)는 발전과장에게 제출，

해당운전원

*꼬리표 부착 및 조작상태
확인， 작업시행
*감독부서에 작업상태 보고
(발전파장 요구시 갑독자 입회)

작업부서

떠써

볼필요

작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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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건

시
작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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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닙
}
’關

감작업완료

*기기조작 및 성능시험

*착업책임자 입희
(발전과장 요구시 감독자 입회)
*품질관련은 품질요원 입회

발전부*겹킹송협 및
*감독자 및 작업
책임자 입회
*품질관련은
품질요원 입회

성능시험

*성능시험 완료후 작업책임자는 운전원으로
부터 작업의뢰서 (1)(2)및 꼬리표룰 인수하여
발전과장에게 제출

*작업완료송인 및 작업의뢰서처리 상황올 완료로 변경
*작업의뢰서 (1 )(2)를 작업책임자에게 전달， 감독부서로 송부

:창엽좋컬 훨쉴 압력작업총결

작업의뢰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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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인적오류 발생 추이 분석

1. 연구 깨요

가. 연구의 배경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인적오류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연보에

의하면 약 10-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65]. 1987년도에 수행된 한국

전력공사 고리 원자력 연수원의 연구보고에서도 1978년-1987년 동안에 발생

한 총 167건의 비상정지 사건중 인위적 과실에 의한 것이 16건이고 기타 151

건야 고장 및 계통파급에 의한 발전정지로 보고된 바 있어 약 10%정도의 고

장정지가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3]. 그러나， 동 연구보

고의 내용중에는 서독 캐나다 일본 미국 둥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30-50%

의 고장정지가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했다는 통계쳐도 언급되어 있다. 이렇듯

결과로 나타나는 숫자만을 비교하면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인적오류에 효파적

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언적오류가 무엇인가를 재고하여 보

고된 내용을 심충분석하면， 국내의 인적오류 발생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고된 고장정지사건 사례를 검토하

고 인적오류가 개입된 사례들을 추출하여， 본 과제의 인적오류 분석 및 응용

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연구자료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착수되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인적오류에 대한 의미를 채조명함으로써 추출된 자료들의 내용

을 상세검토하면 국내의 인적오류 발생 수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떠냉



나.연구수행내용

어떤 절차， 지침， 관례에 따라 인간이 수행한 행위의 결과가 목적에 부합

되는 정도를 인간 수행도(Human Performance)c.} 한다[66]. 본 연구에서는，

인간 수행도가 기대값 이하가 되어 고장정지 사건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를 인적오류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부터 1986

년， 1990년부터 1992년의 총 12년 동안의 국내 원자력발전소 고장정지 사건

보고서(발전정지 사례집 )[67] 에 수록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적오류가

개입된 사례를 추출하였으며 인적오류가 발생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9

개 유형의 인적오류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1) 인적오류에 의한 고장정지사건 발생률 분석

2) 인적오류 유형 분석

3) 인적오류 원인유형 분석

4) 인적오류 대웅유형 분석

5) 작업수행단계별 인적오류발생 분석

6) 작업형돼별 인적오류발생 분석

7) 발전소 운전상태별 인적오류발생 분석

8) 발전소 계통별 인적오류발생 분석

9) 인적오류 발생 시간대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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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오류에 의한 고장정지사건 발생률 분석

1978년-1986년， 1990년-1992년의 총 12년간의 고장정지 사건중 정기 빛

간이보수를 위한 계획정지와 계통파급에 의한 발전정지를 제외한 사건은 179

건이었다. 이 179건의 분석대상 사건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발전정지 λ}례집

에 기술된 정지개요， 정지경위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의 예와 같이 분석정

리하고， 정지원인이 인적오류라고 기술하였거나 기술내용이 인적오류가 개입

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을 추출한 결과， 총 64건의 고장정지 사건이 검출되

었다.

。 발전소명 :000 호기

。 정지일시 : 92/01/16/10:59 (목요일)

0 정지계통:제어봉정지계통

。 고장정지유형 : 자동정지

O 구성소자 : I&C

。 부적합행위 기여계통 : 제어봉정지계통

o 기여소자 : 인입 Fuse Holder (3상 Catridge 형 )

0 주요행위내용 . Fuse 삽입위치 ·오판단하여 예비홀더에 삽입한 행위

。 행위발생시간 : 92/01/16/10:59

。 부적합행위 기여 원인 : Fuse Holder 위치 부적절 (보수원이 확인하

기에 너무 높다)

0 방지대책 -발판제작 비치

-예비흘더에 Fuse 삽입

이 검출된 사례들로부터， 연도별로 총 분석대상 고장정지사건에 대해 인

때싸



적오류가 개입된 고장정지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인적

오류에 의한 고장정지 사건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에 달하며， 1990년 이

후 4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램 3.3.1). 이는， 그동안 발

표된 바와는 달리， 인적오류에 의한 고장정지 사건이 상당수에 달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오류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이 강화될 펼요성이 었

다고 판단되었다. 1980년도에는 특이하게 약 90%에 이르는 높은 인척오류

발생율을 보였다. 이는 그 당시 유일하게 가동중인 고리 1호기의 유지보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유지보수 경험이 부족했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훤다.

3. 인적오류 유형 분석

인적오류의 유형을 일부누락， 불필요한 행위의 첨가， 착업대상 선택잘못，

정량적 결함， 시간에 못 맞춘 행위， 의사소통잘못， 기타 등으로 HPES

(Human Performance Enhanement System)[68]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

고， 이에 따라 인적오류가 개입된 고장정지 사건을 분석하여 유사한 분류체

계를 사용한 미국파 일본에서의 추이 [69]와 비교하였다(그림 3.3.2). 국내의

경우， 미국과 같이 일부누락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부누락이란 작업

완수에 필요한 일련의 단위직무중 펼요한 일부 직무를 누락하고 수행한 경우

를 의미한다[66]. 이 유형의 행위 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발전소 종사

원들에 대한 작업관리 및 교육훈련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

펼요한 행위의 첨가와 의사소통 잘못은 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립 3.3.2에서와 같이 인적오류의 유형별 발생률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

음을 고려하변， 인적오류의 저감을 위한 연구는 국가별로 자체수행함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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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오류 원인유형 분석

인적오류를 발생시킨 직접적 원인을 인적오류 유형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HPES에서 언급된 원인분류에 따라 절차서/자료， 작업수행， 관리/감독

방법， 개인적 요소， 의사소통， 교육훈련， 작업조직/계획， 변경관리， 작업환경

등으로 분류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였다(그림 3.3.3). 인적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업수행이 가장 많이 지적되어 약 30%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작업수행을 기술한 문서 또논 지침의 준수， 작업자의

작업준비와 자기진단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착엽수행 다음으로 절차

서 및 관련자료의 미비， 종사원 교육훈련 문제， 관리 빛 감독방법 문제가 인

적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5. 인적오류 대웅유형 분석

고장정지사건의 보고내용중 대책으로 언급된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교육훈

련， 설비개선， 절차/지침 개선， 관리/감독 강화， 작업환경 개선， 경고식별자 부

착， 기타 (근무기강확립， 계회수립， 지휘체계강화， 향후 개선책 마련 등， 언급

회수가 적은 경우) 둥으로 분류하였다. 인적오류에 대한 국내의 대응은 교육

훈련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렴 3.3.4). 이는 주로 발전소 종사원

의 자질향상을 통한 인적오류 감소를 기대하고 있음윷 의미한다. 설비개선，

절차/지침 개선을 통한 인적오류 대응은 10% 또는 15%의 비중으로 교육훈

련의 33%에 비하여 낮다. 따라서， 향후 인적오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는 설비， 절차， 지침 둥의 개선을 보다 활발히 추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발전소 종사원을 효과적으로 교육훈련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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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수행단계별 인적오류발생 분석

작업수행 단계틀 계획， 준비， 시행， 완료 및 복귀 관리/감독으로 세분화시

켜 인적오류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작업시행 단계에서 인적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5). 이 분석결과는 인적오류 유형 분

석 및 원인유형 분석 결과와 맥락을 갖이한다. 작업시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적오류는 작업에 대한 경험축적과 작업관리 강화로 감소시킬 수 있다. 작

업 경험축적과 작업관리를 효파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개발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작업형태별 인적오류발생 분석

발전소 종사원의 작업형태를 제어 및 감시， 시험， 유지보수 운전작업의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다시， 제어 및 감시 운전을 감사 (monitoring) , 의사

결정 (decision making) , 제어 (control)로， 시험 운전작업을 주기시험， 점검시험

으로， 그리고， 유지보수 운전작업을 간급유지보수 계획유지보수로 세분하여

인척오류를 분석하였다. 이때의 분류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용어정의를 사용

하였다.

0 제어 및 감시 운전 : 통상적인 원자력발전소 운전

- 감사 : 작업자의 발전소 정보 탐지

- 의사결정 : 작업자의 감시작업에 따른 판단

- 제어 : 의사결정의 결과로 수행하는 작업자의 제어조작 행위

。 시험 운전 : 시험 및 점검이 수행되는 운전

- 주기시험 : 기술사양(Tech. Spec.)에 규정된 모든 시험 및 점검

- 점검시험 : 작업자의 직무수행시 돌발적 이상상태 감지로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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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

0 유지보수 운전 : 보수가 수행되는 운전

- 긴급유지보수 :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기기의 보수

- 계획유지보수 : 발전소 운영계획에 따른 계획된 보수

분석결과 제어 빛 감시 운전작업이 유지보수 운전작업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그림 3.3.6). 일반적으로 유지보수에서 인적오류가 많이 발생하

는 것이 통례이지만 국내의 정우는 제어 및 감시 운전작업이 약간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 발전소 운전상태별 언적오류발생 분석

원자력발전소 운천상태를 기동운전 (S떠rt Up) , 출력 증감발운전{Transient

Pawed, 일정출력운전(Static Power), 정지운전(Shut-down)의 네가지 상태로

아래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고 인적오류를 분석하였다.

。 기동운전 : 원자로 출력이 0% 이상이고 발전기가 계통에 병입되기

직전까지의 운전

0 출력 증감발운전 : 발전기가 계통에 병입되고 원자로 출력 빛 발전

기 출력증감발 상태이거나 원자로내 제논(xenon)이 불평

형인 상태의 운전

o 일정출력운전 : 발전기가 계통에 병입되고 원자로출력 및 발전기출

력이 일정하고 원자로내 제논이 평형인 상태의 운전

。 정지운전 : 제어봉이 바닥에 떨어진 이후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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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일정출력운전(Static Power) 상태에서 인적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그림 3.3.7). 즉， 원자로 및 발전기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

는 운전상태에서의 인적오류가 많았다. 이 결과는 일정출력운전(Static

Power)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나 일정출력운전에서

의 발전소 종사원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9. 발전소 계통별 인적오류발생 분석

인적오류가 개입된 발전소 계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였다.

。 1차계통 : 제어봉 제어계통， 원자로 보호계통， RCS계통， evcs계통

。 2차계통 : 급수계통， 주증기 및 추기계통， 터빈계통， 복수기계통， 복

수기 냉각계통， 발전기계통， 전력공급계통， 소내전원계통

。 기타 : 상기의 1, 2차 계통에 포함되지 않은 계통

얀적오류를 분석할 때， 고장정지 사건 분석보고서의 고장정지 계통을 인

적오류가 발생한 발전소 계통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고서에

기술된 고장정지 계통은 최종 결과로써 보여지는 고장정지 계통이며， 반드시

인적오류가 발생한 계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점에 유의하여 인적오류가

발생한 발전소 계통을 분석한 결과 급수계통과 발전기계통에서 많이 발생하

였다(그림 3.3.8). 전체계통중 대략 1차계통은 17%, 2차계통은 73% , 기타

10% 정도로 2차계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

는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젓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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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적오류 발생 사간대별 분석

인적오류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적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시시간은 10시 -12시， 14시 -16시의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9). 이

간대는 점섬시간 이전， Day Shift 운전조의 퇴근시간 이전이다. 향후 이 시간

작업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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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e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 구성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인적오류연구의 자료원으로는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보고자료와， 훈련용

또는 인간공학 실험용 서물레이터 환경에서의 작업자 수행도 측정울 통해 수

집하는 자료가 있다.

먼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보고자료는 고장/정지사건 보고체계에

의한 것과 인적행위개선절차 (HPES: 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에 의한 것이 었다[121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보고자료는

인적오류의 연구를 위해 충분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또한 일단 정리

되어 보고되므로， 인적오류의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입수가 펼요

하다. 그러나， 고장/정지 사건에 인적오류가 개입되었을 경우， 관련자의 책임

문제와 분석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보고체계가 인적오류 내용을 포함시키도

록 하고 있어도 충실한 보고내용을 기대하기 힘들며 또한 연구를 위한 추가

적인 자료수집은 더욱 곤란하다.

그리고， 시율레이터를 인적오류 연구에 활용함온 두가지 측면에서 가능

하다. 첫째는， 고장/정지사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건의 진행경위를 모의하여

사건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통해 가능하고， 툴째는，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인적오류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작업자의

수행도를 측정하고 인적오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인간공학 실험용 시률레이터 환경은 존재하지 않으

며， 훈련용 시율레이터도 원자력발전소 요원의 훈련이라는 주 목적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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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만큼 인적오류 연구를 위한 활용이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시율

레 이 터 인 CNS(Compact Nuclear Simulator)를 우선 사용하여 아 러한 인적오

류 사례의 재조명 및 시나리오를 통한 오류자료 수집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당해년도에 우선 CNS를 사용한 수집체계 환경을 구성하

고， 차기년도부터 이를 활용한 실험을 수행하여 오류자료의 검출 및 사례의

재조명을 위한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나. 연구수행 내용

당해년도 연구계획에는 C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의 요건만을 개

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류자료검출 실험을 예정보다 앞당겨 수행할

목적으로， 수집체계의 요건도출을 넘어서 기본적인 체계의 구축까지 수행하

였다. 당해년도 연구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기술한다.

。 C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의 요건 설정

。 C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의 환경구축

2. cr잉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의 요건 설정

가. CNS 검토

CNS(Compact Nuclear Simulator)는 1988년말 본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원자력연구소 연수원에 설치한 시율레이터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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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화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전요원 둥의 기본교육， full scope simulator 훈련

을 위한 전단계 교육， 소내 연구원의 교육 둥을 위해 개발된 축약된 규모의

시률레이터(compact simulator)이다[70]. 이러한 CNS를 사용하여 원자로 이

흔， 원자로 계통간의 상관관계와 운전 개념 파악， 원자로 trip의 원인 및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바정상 운전의 실습 퉁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주요기

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CNS를 통하여 구현가능한 malfunction기능을 간

략히 표현하면 다음 표 3.4.1과 같다.

o Backtrack: 현재의 운전상황에서 이전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능

o Snap Shot: 운전상황 보존 기능

。 Freeze & Run : 운전상태를 멈추거나 재개하는 기능

。 Replay: 지나칸 상황의 연속 재생기놓

o Fast/Slow: 실제 운전상황보다 빠르거나 늦게 진행시키는 기능

。 Malfunction : 가상사고의 실현 기능

표 3.4.1 CNS의 malfunction 기능

malfunction 유형 malfunction 수
。 제어봉 제어계통 11
。 냉각수 상실사고 7

0 가압기 계통 5

0 원자로 냉각 펌프 6

。 증기발생기 계통 3
。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 7

。 잔열 제거 계통 5
。 증기 럽프 계통 3
。 주증기 계통 3
。 터빈 계통 4

。 복수 계통 니「

。 급수 계통 8
o 보호 계통 8

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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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는 원자력발전소의 일부 기능만을 보유하므로 full scope simulator

와 차이를 갖는다. 다음 표 3.4.2는 CNS와 full scope simulator(여기서는 주

로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연수원의 훈련용 모의제어반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

음)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4.2 Full scope simulator와 CNS의 비교

버교항목

기

Full scope simulator I eNS
· 발전소 제어반이 갖고있는 H/W.I .Full scope의 기능중 주요

'- I S/w 동 동일 기능 보유 1 parameter 보유
τ I . Malfunction : 200여종 I . Malfunction: 79종

'LOCA 기능 I'LOCA 기능(80% 이상 가능)

. Operator 훈련에 적합 I.Operator 훈련의 전단계훈련 가능

· 복잡한 기능으로 일반요원의 교\ . System 이해에 칸면하여 일반요

육훈련에는 부적합 | 원의 교육훈련에 용이

· 유지보수비 고가 I .유지보수비 저렴

정 I . 인간공학 응용을 위한 별도의 수I' 인간공학 응용을 위한 수행도 측

행도 측정장비 미보유 및 설치 l 정장비 설치 용이

곤란 I . 인적오콤 연구를 위한 실험에 발

· 인적오류 연구를 위한 인간공학| 전소 운전원의 참여가 힘들며， 발

실험에 발전소 운전원 참여가 가l 전소 주제어실과 다르므로 실효성

능 | 이 적음

트
「

이와 같이， 인적오류 자료의 수집울 위한 실험에서， eNS는 인간공학적

측정장비의 설치가 용이하나 한국전력공사의 훈련용 서율레이터는 그렇지 못

하다. 발전소의 전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CNS에서 재현 가능한 발전소 사건

에는 제한이 있으나， 피실험자의 확보 측면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이므

로 단기간의 교육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주도 중장기 과제인 ‘인간공학 기술개발’의 다른 세부과제인 ‘인간공

학 설험평가 기술개발’에서 인간공학 실험용 Integrated Test Facility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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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인적오류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갖추어질 것이므로， 본격적인 수

집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당 연구소의

CNS를 사용하여 오류자료의 수집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필요한 제반기술

의 확보를 도모한다.

나. 오류자료수집체계 요건 설정

시률레이터를 사용한 오류자료의 검출실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

행될 수 있다. 하나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정지사검으로 보고된 사례

의 내용을 재조명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 및 진행경위를 유사하게 모의하여

시스템의 상태변화와 작업자의 작업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고장/정지사건으로 보고된 사례와는 어느정도 무관하게 오류가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CNS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관측가능한 인적오류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일단， 본 연구에서는 첫째 목적， 즉 보고된 사례의 재조명을 주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가 진행되가는 과정에서，

CNS의 제약사항 때문에 실제 사례의 재조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Integrated Test Facility가 확보될 때 까지， 두번째 용도에 따라 CNS를 사용

한 오류자료검출 실험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CNS를 사용한 오류

자료수집체계의 구성요건에 eNS의 기능에 관련한 것은 추가 또는 수정 보

완하지 않고 현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적오류의 판별과 원인의 규명을 수행하는 인적오류의 분

석에는 작업여건(context)을 고려한 인간의 작업행위를 분석함이 필요하다.

이 작업여건에는 시스템 및 기기의 상태변화， 작업환경의 변화， 작업처리절

차， 작업조직 빛 관리체계의 문제접 둥이 포함된다. 따라서， 인적오류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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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고장/정지사건의 재조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모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사건의 발생

2) 작업행위

3) 시스템의 상태변화

4) 기타 작업여건 (작업환경， 조직， 작업처리절차 동)

여기서，1) 사건의 발생은 시스템이나 가거의 잘못으로 기인할 수도 있

고 인적오류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중 시스댐이나 기기의 잘못에 기인한 것

과 3) 시스템의 상태변화는 CNS의 고유한 기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작업행위의 모의는 문제가 다르다. 모의환경이 실제 발전소에서와는 다르고，

또한， 비록 모의환경이 실채 사건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 해도 통일한 인

적오류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2) 작업행위의 충분한 모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소한 유사한 인적행위에 의한 시스템의 상태변화를 확인하는 작업

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CNS 환경에서도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 작업여건은 CNS 환경 뿐아니라 어느 모의환경하에서도

재현하기가 곤란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의 CNS를 사용한 인적오류 자료

수집 환겸은 주로 인적행위 자체의 기록 및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항목의 수집체계 기능 요건

을 설정하였다.

1) 작업자의 제어조작 행위 기록

2) 작업자간의 의사소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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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상태변화 기록

4) MMI의 제시 정보 기록

5) 기록자료의 분석

그리고， 이 기능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CNS를 포함한 체계의 구성 요건

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야 구성요건과 앞의 기능요건과의 관계를 정리

하면 표 3.4.3과 같다.

1) 영상기록 및 져장

2) 음성기록 및 저장

3) 분석에 펼요한 HIW 및 S/W

4) CNS

표 3.4.3 e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의 구성요건과 기능요건 관계

구성 요건 기능요건

1) 작업자의 제어조작 행위 기록

1) 영상기록 및 저장 4) MMI 제시정보 기록

5) 기록자료의 분석

2) 음성기록 및 저장
2) 작업자간의 의사소통기록

5) 기록자료의 분석

3) 분석용 장비 5) 기룩자료의 분석

1) 작업자의 제어조작 행위 기록

4) CNS
3) 시A템 상태변화 기록

4) MMI 제시정보 기록

5) 거록자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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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 체계의 환경구축

앞에서 도출된 C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표 3.4.4와 같은 장비로 수집체계의 환경이 구축되었다. 여기서， CNS

운전작업은 최대 2인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3.4.4 C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체계 환경 구성

구성 요건 구성 장비
。 CCTV System (2 units)

- CCTV Camera with Zoom Lense
- Tripole
- Motor Driven Pan/Tilt

1) 영상기록 빛 저장 - Controller (Zoom, Pan/filt)
- Time Generator
- S一VHS Video Tape Recorder
- Color Monitor

。 Hi-8mm Camcorder (보초 영상 기록장치)
。 Wireless Microphone System (2 units)

2) 음성기록 및 저장 - Wireless Microphone

- Recieving Unit
3) 분석용 장비 。 A/V용 Computer 빛 8/W 활용 예정

4) CNS

아래의 그림 3.4.1은 이러한 수집체계 환경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3.4.2와 3.4.3은 연수원 CNS실에 실제 설치된 장비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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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CNS 운전실에 설치된 CCTV Camera

그림 3.4.3 CNS 분석실에 설치된 오류자료수집체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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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인적오류 사례전파시스템 기본설계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인적오류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중에서 교육훈련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다. 교육훈련의 방법들로는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

하는 정신교육， 연수원이나 특정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고장정지 사건의 분석

결과 전파교육 또는 인적오류에 대한 강의， 시물레이터를 사용한 정상 및 비

상운전 훈련 퉁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훈련방식에는 여러가지 단점들이 존재한다. 정신교육

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반면에 효과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장에서

의 전파교육은 전파 교육자가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정보공유가 제한적이라

는 문제가 있다. 인적오류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는 방법은 발천소 종사원에

게 인적오류의 기본개념， 발생사례， 가능한 시정조치 둥 다양한 내용을 교육

시킬 수 있으나 현장 근무에 바쁜 발전소 종사원을 특정한 교육장소와 시간

에 모이게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시률레이터를 이용한 방법은 운전의 숙련

도 향상에 많이 기여하지만 인적오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하고 있

다. 특히 발전소 중앙제어실이 아닌 현장에서 발생한 인적오류에 대하여 효

과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산업계에서는 최근들어 선전광고 및 교육훈련 동에 멀티미디어 기

법을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별티미디어 (Multimedia) 란 숫자， 문

자， 텍스트， 음향， 그래픽， 애니메이션， 화상(Image) 둥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컴퓨터 환경에 상호 통합(Integra디on)시킨 기술로써 정보의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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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 전달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발표되었다[71，72]. 원자력산업계의 경

우，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웅용시스템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으나， 발

전소와 같은 공정제어 환경에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전달성을

실험한 결과， 그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가 최근에 보고되었다[73].

이에 비추어， 원자력발전소의 인적오류에 대한 교육훈련에도 성공적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에서 발생하였던 고장정지 사건의 진행 경위와 인적오류의 발생내용을 텍스

트， 음성 및 음향， 그래픽， 애니메이션， 정지화상 동의 멀티미디어로 구성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템 개발의 기본설계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의 상세한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는 기술보고서 [74]로 발간한

바 있다.

나. 연구수행내용

당해년도 연구에서는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댐의 기본설계를 위해 멀티

미디어를 이용한 인적오류 사례전파의 기본개념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기

본개념에 따라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템의 설계절차를 설정하였다 이후 설

계절차에 따라， 사용대상자 분석， 정보전달관점의 작업분석 정보전달 전략수

립， 정보유형 분류 동， 여러 분석과정을 거쳐 시스렘의 기본설계를 수행하였

다. 본 과제의 국내 인적오류 발생추이 분석 연구를 통해 선정된 고장정지사

건 사례를 적용하여 기본설계의 가술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수

행내용을 다음의 항목으로 기술한다.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인적오류 사례전파의 기본개념 설정

o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템의 설계절차 설정

。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댐 기본설계 및 사례의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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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티미디어를 이용한 인적오류 사례전파의 기본개념 설정

인적오류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요 요소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인적오류 발생사례의 광범위한 전파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적오류 발생사례의 공유는 대내외적 조직에 대한 공개를 의미하므

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거부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인적오류의 발생

사례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인적오류의 사례전

파 개념을 설정하였다(그림 3.5.1).

- 사례전파를 위한 교육자(이하 사례전파자라 함)는 인적오류를 포함하

는 고장정지 사건사례의 내용으로부터 발전소가 고장정지에 이르는

과정， 원인 및 대책 동 사례전파에 필요한 정보를 선정한다.

- 사례전파자는 안적오류 사례전파 제작용 시스댐을 사용하여 앞서 선정

된 사례전파 정보를 입력한다.

- 입 력 된 내용을 발전소 현장에 공급가능한 CD-ROM title (또는 diskeO

의 형태로 출력물을 제작한다.

-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은 인적오류 사례천파 재생용 시스템을 사용하

여 CD-ROM tit1e(또는 disket) 내용을 출력받는다.

이와 같은 인적오류 사례전파 개념에 의하여 인적오류 발생내용을 원자력

발전소 종사원들간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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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오류를 포함하눈

원자력발전소

고장정지 사건사례

사혜전파 정
!’

인척오류 사혜견따자

사례천파 정

인척오류 사례천파

멀티미디어 제작용 시스템

사례천파 CD

인척오류 사혜전파

멀티미디어 채생용 시스댐

CD-ROM Ti
1’

원자력발전소 종사원

협보

보의 입력작업 수행

-ROM Title 생 산

tle 출력을 흉한 사례전파

그림 3.5.1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인척오류 사혜전파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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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댐의 설계절차 설정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응용 소프트웨어의 설계에서는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

는 과정，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과정 둥과 같이 피전달자에게 전달될 내용이

일정할 경우에 대해 멀티미디어 웅용 시스템으로 설계 제작한다면 일반적인

설계절차를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템의 경우에는 고

장정지 사건의 발생내용과 인적오류의 발생내용은 발생사례에 따라 다를 것

이므로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웅용 시스템의 설계절차와는 다른 설계절차를

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설계절차를 수정하여 그림 3.5.2와 같은 사례전파

시스댐 설계절차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댐 설

계절차가 일반적 설계절차와 특별히 다른 점은 멀티미디어 입출력 인터페이

스 설계 단계가 았다는 점이다.

사용 대상자 분석과 정보전달 관점의 작업분석을 통해 사례전파 개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전달정보의 개요를 파악한다. 그리고 미디어 정보 전달

전략 수립을 수행하여 파악된 개팔적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를 결정한다. 이후 정보의 유형을 속성별로 분류하고 이를 입출력 인터페이

스를 통해 표현하기 위한 설계와 저장 작업을 거친다. 이러한 일련의 설계단

계를 수행하는 과정은 멀티미디어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연계되어 있

으며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설계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

서는 정보를 속성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재현시

키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고정적이지 않은 사례전파 정보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 멀티미디어 용용 시스템 설계절차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젤차의 각 단계에 대한 연구수행 내용은 다음 4항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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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탬 기본설계 및 사례의 입출력

가.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템의 사용 대상자 분석

인적오류 사례전파 서스템의 사용자는 전파를 수행하려는 교육자와 전파

되는 내용을 교육받는 피교육자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자는

고장정지 사건에 포함된 인적오류의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결과를 출력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하므로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피교육자는 발전소 현장 종사원들로서 컴퓨터에

대한 특별한 운영지식을 요구하지 않도록 셜계 및 제작되어야 할 펼요가 있

다.

두가지 유형의 사용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비용과 운영측면의 이득을 위

하여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탬을 제작용과 재생용의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제작용이란 멀티미디어의 입력과 출력을 하나의 컴퓨터상에서 동시에 실시하

고， 그 결과로써 발전소 현장 종사원에게 제공될 사례전파 내용을 CD-ROM

(또는 디스켓)으로 출력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제작용은 충분한 컴

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가져야 한다. 반면 재생용은 발전소 현

장의 종사원들에게 CD-ROM(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사례전파 내용을 멀티

미디어로 출력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재생용은 사례전파내용을 멀

티미디어로 출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돼어만을

가지면 된다.

이러한 제작용 및 재생용으로 이원화된 시스댐 개념에 입각하여， 인적오

류 사례전파 시스템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는 업력과 출력기능을 수행하는

두가지 유형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입력 및 출력 언터페이스가 제

작용 및 재생용 시스템얘 각각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자는 입력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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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이용하여 인적오류 발생사례의 전파 내용을 입력할 수 있으며， 또한

출력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입력 인터페이스로 입력한 결과를 확언하고 수

정할 수 있다. 피교육자는 주로 출력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고장정지 사건

에 포함된 인적오류의 발생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정보전달 관접의 작업분석

정보전달 관점의 작업분석이란 발전소 종사원의 주변환경， 작업내용과

절차를 파악한후 이들을 어떤 미디어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내 고장정지 사건 보고자료(이하 상보라 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들이 기록되어 있다.

O 고장정지 발생 개요.

0 사간대별로 발생한 중요 캅사제어 활동， 경보， 유지보수 활동.

o 고장정지의 원인 분석결과.

。 문제점 및 대책

언적오류는 종사원이 발전소 구성소자를 감시， 제어， 시험， 유지보수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로 인적오류 발생내용을 표현하

려면 발전소 구성소자의 운전상태와 종사원의 작업내용을 개개의 미디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 정리한 상보의 내용과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전작업을 고려하여 발전소 구성소자의 운전상태를 다음과 같은

미디어로 각각 표현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0 숫자 : 모든 공정 변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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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국영문) : 공정변수 이름 및 단위， 각종 식별자(Label) 이릅.

。 텍스트 : 고장정지 발생내용 및 원인， 경보 메세지 발전소 구성소자

운전상태 설명 둥.

。 그래픽 : 공정 계통도(P&ID) ， 기가의 운전상태.

。 읍향(Sound) : 경보발생 음향， 기타 기기의 운전상태 음향.

。 음성 : 고생정지 발생내용 및 원인 동 부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정보.

。 정지화상 : 기기의 구조도， 공정 계통도， 상보에 수록된 각종 도면.

。 애니메이션 : 공정변수의 변화， 기기 및 제어조착거의 상태변화 둥.

이외에도， 종사원의 작업수행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화상(비디오- 이

미지)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건과 관련한 통화상 차료를 수집

하기 어렵다는 체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동화상의 사용을 일단 유보하였다.

다. 미디어 정보 전달전략 수립

인적오류의 사례전파를 실시하는 이유는 발전소 종사원들이 인적오류로

인한 고장정지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륭 인식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인적오

류 원인과 대책의 내용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사례전파를 실시할 때，

전달 내용이 너무 학문적이거나 발생한 사건을 비판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전

달하면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다. 흑허 상기하고 싶지 않은 고장정지 발생

당시의 잘못(인적오류)들을 멀티미디어로 유사하게 재현시키는 것이므로， 발

전소 종사원의 행위와 위치흘 이해하는 입장에서 미디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전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상보의 내용전개에 비추어 볼 때， 여러가지 미디어 정보전달 전략들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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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절차적， 귀납적 전달방법의 절충적 사용이 비교적 타당성을 가지며， 발

전소 종사원에게 적웅성을 갖는다. 연역적 정보전달이란 발생한 사실의 결과

를 제시하고 결과에 이른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절차적 정보전달이란

발생한 사실을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셜명하는 방식이다. 귀납적

정보전달이란 여러가지 사실틀을 나열하고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사례

전파 시스댐에서는 연역적， 절차적 귀납적 전달 방법을 절충적으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미디어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 사건개요 설명 : 발생사실의 요약내용(연역적 전달)

。 사건진행 경위 : 고장 및 인적오류 발생사실， 원인 설명(절차적 전달)

。 사건의 교훈 : 재발방지 대책 몇 사건의 결론(귀납적 전달)

라. 인적오류 사레전파 시스템의 구축

현재 국내 발전소에 보급되어 있는 IBM PC호환 기종을 기반으로 하여，

Sound Card, CD-ROM Driver, Image Scanner 둥을 부착하여 하드웨어 시

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소프트웨어는 MS-DOS, Windows 동의 OS와 멀타미

디어 저작도구인 Authorware Professional을 사용하였다. 자세한 구성부품

및 사양은 기술보고서[74]에 기술하였다.

마. 속성별 정보유형 분류

앞의 ‘나. 정보전달 관점의 정보분석’에서 정리한 형태별의 정보틀을 벌

티미디어 응용 소프트혜어로 표현함에 있어서， 정보의 동적특성에 따라 정적，

반정적， 동적 속성을 가진 정보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85-



정적 속성의 정보유형아란 시간이 경과하여도 정보의 내용이 변화하지

않는 유형들이다. 예를 둡변 공정 계통도 도면， 기거의 구조도， 둥과 같은

정보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변화하지 않는 발전소 구성 정보를 의미한다.

반정적인 속성의 정보유형이란 발전소 공정의 진행상태 또는 운전원의

조작에 의하여 변화되는 압력， 온도， 유량， 수위， OPEN/CLOSE,

RUN/STOP 값 둥이다.

동적인 정보유형이란 발전소의 상태와 종사원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수

시적 가변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유형이다. 종사원간의 대화， 발전소 상태의 음

성해설 퉁과 같은 정보는 동적인 정보 유형에 속한다.

바. 미디어 정보의 설계와 저장

사례전파에 필요한 발전소 구성정보를 미리 셜계하여. 저장장치에 조직적

으로 저장시켜 두고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입출력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여기서의 미디어 정보의 설계와 저장작업은 사례전파 시스템으

로 전달할 발전소 구성정보의 유형이 정적， 반정적， 동적 정보중 어느 것인

가에 따라 각각 다르다. 당해년도 연구에서는 속성별 정보의 일부를 설계하

고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각 속성의 정보를 셜계 저장하는 논리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1) 정적 속성의 발전소 구성정보 설계

공정 계통도， 기기 구조도와 같은 정적 속성의 발전소 구성정보는 일단

설계하여 저창시켜 두변 인적오류를 포함한 서로 다른 유형와 고장정지 사건

일지라도 수정없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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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계통 관련 정보를 설계하기 위하여 발전소 구성 시스댐을 계층구조

로 점차적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각의 하위계통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공정계

통도(P&ID)를 그래픽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공정계통도의 그래픽 설계와 더불어 펌프， 모터， 증기발생기， 원자로， 발

전기 동 발전소 운전상태에 중요한 기기의 구조도 설계에서는 도면을 Image

Scanner로 scan하고， 만일 scan 결과가 시각적으로 불량하면 Image Editor를

사용하여 적절히 수정보완하였다.

(2) 반정적 속성의 발전소 구성정보 설계

반정적 속성의 발전소 구성정보란 발전소 제어 및 감시에 필요한 제어조

작기， 연속적 및 이산적 공정변수의 상태를 표현하는 유형의 정보로써 향상

고정된 값을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반정적 속성의 정보중 고정적인 형상과

같은 정보는 미리 설계하여 저장시켜 두고， 멀티미디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입력자가 가변적인 상태를 결정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동적 속성의 발전소 구성정보 설계와 저장

정적 및 반정적 속성 정보의 결합만으로도 인적오류를 포함한 고장정지

사건의 진행상황을 표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입력자가 동적 속성 정보의 입

력 아이콘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한다면 발전소 종사원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발전소 종사원들간의 의사전달 내용， 제어 및 감시에 대한 인적오류의

발생내용 설명 둥과 같은 정보는 정형화된 형상을 갖지 않으며 사례별로 다

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입력자가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편리하게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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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사례전파 시스템에서는 동적 속성 정보

의 입력을 위하여 텍스트 및 음성 입력 아이콘올 입력 인터페이스에 제공한

다. 즉， 입력자가 제공되는 아이콘을 활성화(Active) 시켜 정보를 입력 시키

도록 설계하였다.

(4) 설계된 정보의 저장

정적 속성의 정보와 반정적 정보중 고정적인 성격을 지년 형상정보는 사

례와 무관하게 미리 설계하여 저장할 수 었다. 이러한 정보의 셜계가 완료되

면 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템의 저장장치에 File Identification 기능의 미디

어 인랙스블 부과하여 저장한다.

반정적 속성의 정보중 입력자에 의한 결정 값이나 동적 속성의 청보는

개별적인 사례의 전파 내용을 구성할 때 입력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또한

입력시 미디어 인텍스가 부과되어 저장되도록 하였다.

사례전파 시스템의 사용자는 입출력 인터페이스블 통해， 지정된 미디어

인텍스로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여 사례전파 내용의 입력시와 출력시에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사. 멸티미디어 업출력 인터페이스 운영논리 셜정

사례전파 시스댐 설계절차언 정보전달 관점의 작업분석， 미디어 정보 전

달전략 수립， 속성별 청보유형 분류， 미디어 정보의 설계와 저장 등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운영논리를 설정하고 저작

도구얀 Authorware Professional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멍하였다. 입력 인터페

이스는 인적오류를 포함한 고장정지 사건의 내용을 입력으로 받아들여 컴퓨

-188-



터 저장장치에 저장시키며， 출력 인터페이스는 저장시킨 결과에 접근하여 입

력결과를 재생시키는 기능올 수행한다.

(1) 멀티미디어 입력 인터페이스 운영논리

멀티미디어 입력 인터페이스는， 사례전파자가 사례전파의 내용을 구성할

때 이며 저장된 정적 속성의 정보와 반정적 속성의 정보중 고정형상 정보를

불러내 사용하고 또한 반정적 속성의 정보중 입력자가 결정하는 상태값과

통적인 속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3.5.3은 이러한 업력

인터페야스의 운영논리를 구조도로 나타낸 것이다.

입력 인터페이스의 최상위 메뉴에서 고장정지 사건 제목， 개요， 사건 진

행겸위， 사건이 주는 교훈 동에 대한 입력작업이 가능하도록 주요 4개 그룹

으로 구성하고 부수적인 독립 모율의 입력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그리고， 독립 모률 인터페이스틀은 정적， 반정적， 동적 속성의 정보유

형별로 입력메뉴를 구분하여 사례전파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Menu의 방식은 button menu를 사용하고， 입력자가 원하는 button menu

를 click touch하여 선정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가장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그리고， 정보의 접근과 입력시에 가능한 한 Icon과 menu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력자가 사례전파 내용을 구성하여 입력하면 출력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청보중에서， 정적 속성의 정보를 불러내 표현하게 해주는 미디어 인멕

스 및 사용순서 동과 반정적 정보중 입력자에 의해 결정된 상태 값， 동적 속

성의 정보에 해당하는 미디어 인랙스와 같은 데이타들이 Trace File이라는

File에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Trace File을 이용함으로써， 출력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내용의 발전소 구성정보를 어떤 순서로 출력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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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5.3 입력 인터페이스 운영논리 개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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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것이다.

(2) 멸티미디어 출력 인터페이스 운영논리

출력 인터페이스는 입력 인터페이스의 4개 그룹과 같이 사건 제목， 사

건발생의 개요， 사건진행 경위， 교훈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력의 진행은

출력 인터페이스 운영논리에 의하여 Trace File에 기록된 내용을 순서대로

원은 후， 출력에 어떤 속성의 발전소 구성정보가 펼요한지 결정하고， 그‘ 결정

에 따라 미리 설계하여 저장시켜둔 발전소 구성정보 또는 입력 인터페이스에

서 입력시켜 저장하여둔 정보를 출력화면에 표현하도록 설계하였다.

Trace File을 읽은 결과가 정적 속성의 인텍스라면 저장장치의 인댁스에

해당하는 발전소 구성 정보를 출력 인터페이스의 특정한 위치에 표시한다.

Trace File로부터 얻은 결과가 반정적 속성의 멀티며디어를 와미한다면， 저

장장치에 저장된 반정적 속성의 정보와 Trace File에 기룩한 반정적 속성 미

디어의 결정 값이 출력 인터페이스의 특정한 위치에 제공한다. 만약에

Trace File로부터 읽어 들인 값이 동적 속성의 발전소 구성정보라면 Trace

File의 Index 값에 해당하는 동적 속성의 저장 화일을 호출한다.

출력 인터페이스는 Trace File을 읽어서 해당하는 발전소 구성정보를 출

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성(Interactive)을 갖도록

운영논리를 프로그램하였다. 즉， 현채화변의 반복， 이전화면， 다음화면으로 자

유롭게 전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음성 미디어의 시작， 정지， 재개 둥과 같은

상호작용성을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콘 메뉴를 설계하여 제공하였다.

그림 3.5.4는 이와 같은 출력 인터페이스의 운영논리를 구조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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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입출력 인터페이스 설계 및 고장정지사건 사례의 입출력

앞에서의 입출력 안터페이스 운영논리에 기반을 두고 각 인터페이스의

구체적인 화면설계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설계의 결과를 검증하고 차기년도

의 상세설계 진행시 보완 및 수정해야 할 사항울 확언하기 위하여 고장정지

사건사례에 대한 입출력을 실시하였다. 입출력에 사용한 고장정지 사건은

1990년 2월 발생한 ‘주증기 격리밸브 시험중 오조작에 의한 발전정지’ 사건이

다[23]. 본 항에서는 이 사례의 입출력 화면으로 인터페이스 설계 화면의 예

를 보이고자 한다.

(1) 입력 인터페이스 설계 및 사례 적용 예

(가) 입력 연터페이스의 초기화면

인적오류 사례전파 시스댐의 입력 인터페이스의 초기화면은 그립 3.5.5와

같다. 여기에는 타이틀 입력 사건개요 입력， 사건경위 입력， 사건교훈 입력의

4개 그룹에 대한 button menu가 있으며 입력자가 임의의 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그룹의 하위 입력 인터페이스가 나타난다. 하나의 그룹에 대한 사용자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의 결과를 사용자 출력 인터페이스로 재생시켜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나) 타이틀 입력 인터페이스

그림 3.5.6은 고장정지가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이름， 일시， 제목，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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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을 텍스트와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이틀 업력 인터페이스

화변이다. 이 화면상의 버튼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각 항목의 입력을 수

행할 수 있다. 입력수행이 완료되면 하나의 텍스트 화일이 생성되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다.

(다) 발전소 계통도 탐색 인터페이스

그림 3.5.7은 그림 3.5.6의 타이틀 입력 화변에서 ‘사건관련 계통입력/수정’

메뉴를 마우스로 누를 경우 제공되는 발전소 계통 탐색 메뉴이다. 그림 3.5.7

에 나타난 각 메뉴를 마우스로 누르면 하위 발전소 계통이 나타난다. 그림

3.5.7은 독립 인터페이스로써 다른 업력 인터페이스 그룹에서 입력작업중 항

상 호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라) 사건개요 입력 인터페이스

사건개요의 입력은 그림 3.5.5 초기화면의 업력 메뉴에서 ‘정지직전 상

태입력’ 및 ‘정지직후 상태입력’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고장

정치 사건개요 입력 인터페이스는 고장정지 발생 전후의 발전소 주요 구성소

자의 운전상태 개관(Overview P&ID), 고장정지 내용을 간략화한 개요내용을

텍스트 및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버튼 메뉴를 갖는다. 그

림 3.5.8과 그림 3.5.9는 이러한 고장정지 사건개요 입력 인터페이스중 ‘정지

직전 상태입력’ 화면을 보여주고 었다. 그림 3.5.8에 보이는 각각의 버튼 메뉴

를 사용하여 숫자， 고장정지 개요 텍스트， 음성해설과 같은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다. 그렴 3.5.9에서는 설계시 이미 저장장치에 저장시켜둔 정적 속성의

발전소 계통 개관도를 입력 인터페이스에 표현하고 입력자가 반정적 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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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정보에 대한 결정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뉴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입력 화면의 좌측 계통 개관도에 나타난 펌프， 밸브 동에 해당하는

화면 우측의 버튼메뉴를 사용하여 상태값을 지정한다.

(마) 사건경위 입력 인터페이스

사건개요를 입력하고 나서 보다 상세한 사건의 진행경위를 입력한다. 사

건진행경위의 입력은 그램 3.5.5의 초기화면 입력메뉴에서 ‘운전감시입력’과

‘조작제어입력’ 메뉴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두 메뉴에 의한 입력 인

터페이스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또한 유사한 하위 입력 인터페이스를 가진

다. 그리고 두 입력 인터페이스는 서로 연계되어 입력자가 두 인터페이스 사

이를 이동해가며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러한 사건 진행경위 입력 인터

페이스는 운전변수 감시정보， 제어조작 정보， 감시와 제어조작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 종사원의 활동내용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각각 압력시키는 아

이콘 버튼 메뉴를 갖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운전감시입력 인터페아스의 예만

을 보이기로 한다.

- 그림 3.5.10은 그렴 3.5.5의 입력 메뉴에서 ‘운전감시입력’ 메뉴를 마우

스로 누르면 나타나는 하위 입력 인터페이스로써 발전소 공정변수 감

시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사건관련 하위계통 탐색’을 선

택하면 그림 3.5.7의 발전소 하위 계통 탐색 메뉴가 나타난다. 이를 통

해 고장정지 사건 설명에 적합한 하위 계통도를 선택하고 운전감시

입력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계통의 운전 상태값 결정이 가능하다. 그림

3.5.10에서 ‘음성 해설입력’과 ‘텍스트 해셜입력’을 선택하면 별도로

MS-Windows의 ‘Sound Recorder'와 ‘f“ te Pad’가 제공되 어 고장정 지

사건 설명에 필요한 부가적인 해설을 자유롭게 입력， 편집， 수정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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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그림 3.5.1 1의 감시 공정변수값 입력화면은 그림 3.5.10의 ‘감시변수 정

보유형 탐색’ 메뉴를 선택하면 제공된다. 그림 3.5.11의 현재상태는 공

정변수중 이진변수를 선택하여 MSIV Test Lamp에 대한 입력을 수행

중인 과정을 보인 것이다.

그립 3.5.1 2의 운전원 감시 저해요소(인척오류) 선택 화면은 그림

3.5.10에서 ‘정상감사 저해요소 탐색’을 선태하변 제공된다. 그림 3.5.12

에 나타난 인적오류 내용은 텍스트 미디어로 설계하여 별도 저장시킨

것으로써 업력 인터페아스 운영논리의 수정없이 차후 세부적인 내용

으로 확장 가능하다.

(바) 사건교훈 입력 인터페이스

그림 3.5.1 3은 사건의 원인，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충고 등의 내용을

텍스트， 음성해설로 입력할 수 있는 사건교훈 입력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이 사건교훈 입력 인터페이스는 그림 3.5.5의 입력메뉴에서 ‘사건교훈입력’ 메

뉴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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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 인터페이스 설계 및 사례 적용 예

(가) 사건 타이졸 출력 인터페이스

그렴 3.5.14의 사건타이틀 출력 인터페이스는 그림 3.5.6의 사건 타이틀

입력 인터페이스에서 입력 및 저장시켜 생성한 Trace File을 판독한 결과로

나타난 출력을 보여준다.

(나) 사건개요 출력 인터페이스

그림 3.5.15의 사건개요 출력 인터페이스는 사건개요 입력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결과로써 생성된 Trace File의 판독결과를 출력한 것이다. 이 출력

인터페이스는 그림 3.5.14에서 ‘다음으로 계속’ 메뉴를 선택하면 제공된다. 이

사건개요 출력 인터페이스에서 화변 하단의 ‘처음부터’를 선택하면 그림

3.5.14의 사건타이툴 출력으로 이동하고， ‘현재반복’을 수행하면 그림 3.5.15를

재반복하며， ‘다음으로’를 선택하면 고장정지 사건경위를 설명하는 출력 인터

페이스로 이동한다. 음성해셜은 ‘처음’， ‘정지’， ‘재개’ 메뉴를 사용함으로써 출

력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다.

(다) 기기구조도 제공 인터페이스

그림 3.5.15의 사건개요 출력 인터페이스 화변에서 발전소 운전상태 그래

픽의 구성소자중 Rep를 선택하면 고장정지 사건에 대한 설명이 증지되고 그

림 3.5.16과 같은 기기 구조도 설명이 제공된다. 그림 3.5.16은 인적오류 사례

전파 시스탬 설계시에 미리 셜계하여 저장시켜둔 정적 속성의 발전소 구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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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출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사례전파 시스댐을 사용하여 인적오류를

포함한 고장정지 사건 뿐만 아니라 발전소 기기 또는 주요 구성소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라) 사건경위 출력 인터페이스

그렴 3.5.15의 사건개요 출력 인터페이스에서 ‘다읍으로’를 선택하면 그림

3.5.17의 감시정보 출력 인터페이스와 그림 3.5.18의 조작제어 정보 출력 인터

페이스가 제공되어 고장정자 사건의 경위에 대한 출력올 받아 볼 수 있다.

그렴 3.5.17과 그렴 3.5.18에서 화면하단의 ‘처음부터’를 선택하면 고장정지 진

행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직전사건’을 선택하면 현재화면 바로 직

전에 출력된 화면을 다시 출력시킨다. ‘다음사건’을 선택하면 현재 진행중인

고장정지 사건 설명을 중지하고 다음 셔걷경위의 출력으로 진행된다. ‘끝

(Quit) ’ 메뉴를 선태하면 사건경위 출력을 종료하고， 사건의 교훈을 제공하는

출력 인터페이스로 이동한다. 발전소 종사원은 출력 인터페이스 화변 하단에

제공되는 출력 인터페이스 화변 이동 메뉴를 사용하여 무제한의 반복적 횟수

로 고장정지 고장정지 사건경위 진행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다.

(마) 사건교훈 출력 인터페이스

그림 3.5.19의 사건교훈 출력 인터페이스는 입력시에 저장된 사건의 원

인，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충고 둥과 같은 사건교훈의 내용을 텍스트， 음

성해설로 출력해준다. 이 사건교훈 출력 인터페이스의 운영개념은 다른 출력

인터페이스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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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료르
L.-

제 I 절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당해년도에 다음과 같

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운전작업 특성 분석

。 운전작업의 구조 개발

。 운전작업구조의 소프트웨어적 표현기법과 실제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률레이션 분석기의 재념설계 개발

0 수행도 분석 척도 개발

각 항목별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운전작업 특성 분석과 운전

작업 구조 개발에서는 직무분석기법의 수정보완 운전작업에 대한 서면분석，

시률레이터 운전작업의 실사 및 운전경험 수집을 통하여 비상운전의 운전원

작업특성과 수행도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개괄적인

운전작업 macro 구초를 도출하여 네트워크 모형으로 구현하였다. 이 연구항

목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운전작업 시나랴오의 선정 및 절차분석，

- 비상운전 작업의 통사분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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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운전의 운전작업 특성，

- 수행도 영향요인(PSFs) 분류체계(안)，

- 비상운전의 운전작업 macro 구조 : 흐름도，

- Micro-SAINT를 이용한 운전작업 구조의 네트워크 모형.

또한， 운전작업 구조의 개발과 병행하여 수행된 운전작업 구조의 소프트

웨어적 구현을 위한 표현기법과 운전작업 구조의 실제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율레이션 분석기의 개념설계 개발에서는， 인공지능 기법 검토， 추론구

조 및 지식표현기법의 수정， 구현도구의 선정 둥을 통하여， 운전작업 구조의

소프트돼어적인 표현기법의 초안을 확보하였으며， 시율레이션 분석기의 개념

설계 및 prototype 분석기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항목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

다-

- 블핵보드를 이용한 추론구조의 표현기법，

- 절차적 지식의 표현기법，

- 메타지식 및 기능적 지식의 초안，

- 모형활용 시율레이션 분석기 개념설계

- prototype 분석기 MINERVA-NPP,

또한， 운전작업의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실제로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평

가하는데 필요한 평가의 기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도의 척도를 도

출하고 일부 예비척도를 개발하여 시률레이션 분석기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이 연구항목의 결과붙은 다음과 같다.

- 수행도 척도의 분류체계(안)

- 신체적 작업부하에 대한 예비척도 및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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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적 작업부하에 대한 예비척도 및 분석사례

이와 같은 연구항목을 수행하여 얻은 연구 결과와 분석 경험를 활용하여

차기년도에는 인지특성을 포함한 운전작업 특성의 상세분석과 인지적 측면의

mIcro 작업구조 분석을 수행하여， 제 1 단계의 후반기에 수행될 macro구조와

mIcor 구조를 종합하는 운전작업구조 개발의 거틀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리

고 운전작업의 서률레이션 구현 측면에서는， 당해년도에 개발된 지식표현가

법과 추론구조를 확장하며，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념설계와 prototype 분

석기를 검토보완하여 발전시키며， 한편으로 셔율레이션에서 수행도 척도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실용화할 예정이다

2. 인적오류 분석 및 웅용기술 개발 분야

인적오류 분석 및 용용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당해년도에 다음과 같은 연

구를 수행하였다.

。 인적오류발생구조 분석

。 작업오류특성 분석

。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인적오류발생 추이 분석

。 eNS를 사용한 오류자료수집 체계 구성

。 인적오류 사례전파시스템 기본설계

당해년도의 인적오류 분석 및 응용기술 개발 분야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오류발생구조 분석의 연구결과로 오류구조의 해석방법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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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systems 방법론이 오류유형과 원인의 분별성， 오류분석에 대한 실

용성 동의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cognitive systems

방법론에 입각하여 새로운 오류분류체계와 사용지침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

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오류분류채계는， 분류체계자체의 개발에만 주력한 기

폰의 분류체계와는 달리， 작업자와 작업여건(context)간의 관계를 표현한 이

론적 모형과 분류체계의 적용기법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기존 분류체계는

개발시 적당한 분석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분석자의 오류분석시 용어 및 적용

절차의 혼동， 분석결과의 객관성 확보 곤란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한 문채접율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류체계의 개발과 병행하여

분류체계의 사용지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분류체계와 분석지침을 미국

과 국내의 두사례에 대해 적용해본 결과， 오류유형과 원인규명에 보다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얄 수 있었다. 당해년도에 개발된 분류체계와 사용

지침은 다양한 국내 인적오류 사례의 분석적용을 통해 보완되어 본 과제에서

개발할 인적오류분석체계의 주요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작업오류특성 분석에서는， 작업분석 및 인적오류분석에 훨요한 직

무분석기법을 조사.파악함으로써， 차가년도의 작업상세분석 및 인적오류 사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문헌으로 발표된 기

존 직무유형 분류방법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분류방법을 설정하

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원전에서의 발전소 조직의 부서별， 계통별， 작업특성

별 작업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작업절차 분석방법을

검토하고 작업의뢰에 따른 작업수행시 각 부서， 담당자의 책임을 확인하였으

며 이때 이루어지는 작업의 협력 및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작업

유형분류와 작업절차분석의 결과는 차기년도의 작업상세분석 대상의 선정에

활용될 것이며， 작업별 특성과 인적오류 유형 또는 요인과의 상관관계 규명

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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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내 원전의 인적오류 발생 추이 분석의 결과 평균 40%의 고장정

지사건이 인적오류가 개입되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인적오류

의 유형으로는 일부작업누락이 가장 많았으며， 원인유형으로는 작업수행의

잘못이 가장 많았고， 대응책으로는 주로 교육훈련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적오류는 낮동안의 교대근무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

며， 발전소 운전 모드로는 static power시에， 계통별로는 2차계통과 관련한

인적오류가 많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총 64건의

인적오류가 개입된 사례를 추출하였다. 야는 앞으로의 사례분석에 기본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자료수집에서 누락된 국내 원전 운전기간동

안의 고장정지사건 자료를 추가 입수분석하여 차기년도 연구에서 보완할 예

정이다.

넷째， CNS사용 오류자료수집체계 구성의 결과로I CCTV, 무선마이크，

VTR 동의 영상 및 음성 기록장비틀로 오류자료수집 실험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오류자료검출 실험에 활용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실험을 통한 분석용 소프트워1 어의 개발과 기록장비의 보완으로 점차 

완성될 것이다.

다섯째， 인적오류 사례전파시스템의 기본설계를 통해 멀티미디어 웅용

사례전파 시스템의 시작품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시범사례의 적용결과률 통

해， 개발된 시스댐은 고장정지사건의 사건진행경위 및 인적오류 발생내용을

효과적으로 묘사하여 재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인적오류 사례전파시스

템을 제 1 단계 연구기간중 실용화하고， 본 연구에서의 인적오류 사례분석

결과를 CD-ROM 둥의 형태로 출력하여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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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 론

운전작업 시률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비상운

전에서 제어실 운전원의 운전작업 특성 수행도 영향요인 및 macro 구조는

운전원의 인적행위와 관련하여 인간공학적으로 반영해야할 내용을 나타내므

로， 절차서， 교육훈련， MMI 설계 동에 있어서 인적요소의 고려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macro 구조는 현재 시나리오의 범위에서 Micro-SAINT상의

네트워크 모형으로 시율레이션 가능하므로， 운전작업의 동선분석 둥 몇가지

에 대해 애니메이션 및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운전작업 특성 분석

과 운전작엽 구조 개발을 전체 운전범위에 대하여 확장할 경우에는 작업특성

과 수행도 영향요인을 포함하는 운전작업의 시률레이션 분석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당해년도에 개발된 운전작업의 절차적 지삭을 위한 지식표현 기법과 블

랙보드 기반의 추론구조는 운전작업의 macro 구조 뿐만 아니라 rmcro 구조

도 표현할 수 있도록 깨발되었으므로， 원자력발전소 운전원 인적행위의 성격

이 변화하는 차세대 원전의 인적행위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운전원의 운전작업을 단순히 모사하는 차원을 념어서 시물레어션 분석기의

개념설계를 제시함으로써， 운전작업의 시율레이션을 실제로 인간공학적인 평

가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기준

검토를 통한 수행도 척도의 수집，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된 수행도 척도의 분

류체계(안)과 사례는 운전작업 시율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환석하고자

하는 인간-기계 체계의 수행도를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도출 및 활

용 방법론의 확보에 충분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시율레이션 분석가의 개념설계가 구체화되고， 실제적연

수행도 척도를 개발하여 시률레이션에 결합할 경우 원전의 계통 시율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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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와 연결하여 인간-기계 체계의 수행도를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

유한 인간공학적 평가 도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당해년도 인적오류 분석 및 응용기술 개발 분야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인적오류 분류체계와 분석지침은， 인적오류률 분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작업

자와 작업여건과의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또한 분석기법을 반영하지 않은 기

존 분류체계의 단점을 해소하도록 새롭게 개발되었다는 의의가 크다. 개발된

분류체계와 분석지침은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좀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그동안 적당한 분류체계와 지칩의 부재로 미진하였던 국내 사례의

상세분석에 좋은 분석 tool로 활용될 것이다.

국내 인적오류 발생 추이 분석 연구를 통해 추출된 인적오류가 개입된

고장정지사건은 앞으로의 사례분석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의의

가 크다. 그리고， 오류유형， 원인유형， 계통별， 운전작업형태 및 운전상태별，

발생시간대별 둥의 결과는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국내 원자력발전소 인적오

류 사례의 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인척오류 사례전파시스템의 기본설계의 결과를 통해， 본 과제에서 수행

될 사례분석의 결과를 제 1 단계 과제기간 동안에도 현장의 인적오류 교육에

웅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시스템으로 개발가능함을 확얀하였다.

따라서， eNS를 사용한 인적오류수집체계 환경을 통한 인적오류 실험과，

당해년도에 개발한 분류체계와 분석지침을 초안으로 많은 국내 사례의 분석

에 적용하여 얻은 경험， 그리고 원전 작업특성의 오류 연관성 파악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체계와 분석지침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본 과채에서 의도한 정

형화된 인적오류분석체계의 개발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

울러， 본 과제의 채 1 단계 중간 결과물로 인적오류 사례전파시스템을 개발

활용하여 국내 사례의 분석 결과를 현장 작업자에게 전파함으로써 인적오류

의 저감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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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적오류분류체계의 사용지침

The retrospective analysis should be 혀rried out according to the steps described below. The
analy얼s is documented by .filling out the fields ψ Table I, which summarises the steps of the
analysis. The progression 바rou밸 the analy힐s is supported by a number of specialised tables,
which are included 피 the following description.

Determine or describe the context. The context is de양noed u화ng the Common
Performance Con하디ons， c( Table 2. The description is to be 휠ven for all possible
actions, ie. , without considering a specific aαion. Filling out Table 2 may req띠re a
detailed ana앙힐s of aspeαs of the application that are not 뼈lally taken into account or
which are not contained in event reports or field observation data.

Note that Table 2 should be filled out for the typical tasks that may have to be eanied
out under the specified conditions, rather than for the specific focal task. The p따pose of
Table 2 is to characterise the conditions that affect aU possible tasks. This is done in
order to make the following specific analysis more easy.

2 Describe the possible error modes. πis description 피 to be 링ven for aU possible
actions, i.e., without considering a specific action. The description uses the knowledge
ofthe application and the context to produce a limited set oferror modes, and also to set
values for certain error modes (e.g. when is an a야ion too late). In praαi야 this is
achieved by going through the error mode table (Table 3) and mar암ng error modes that
are not possible or not relevant. This w괴 effectively reduce the 화u of Table 3, hence
fa떼itate the ana암sis.

The 때rking of error modes that are not pOSS1ole should be done for the general
manifestations first. If it is necess따y， and ifsu田cient information is available, then the
procedure should be repeated for specific manifestations.

3 Describe the probable error causes. The description of eπor causes can be used to
iden디fy causes that are more probable in the 링yen context. Unlike the error modes, it is
뼈lally not pOSSlole to rule out any of the causes; one must, for instance, always assume
that a specific co명따vefunαion can go쩨'ong， but the likelihood may not always be the
same. For any 혈yen context there will be some causes that are more likely or probable
than others. Thus the context may enforce compliance with rules, or encourage
deviations, or have a bad interface hence promote misunderstandings or execution eπors，

etc. The context has been descnoed in Table 2. The description of the probable error
causes can be accomplished by using Table 4 and rate each ofthe listed causes or groups
ofca따es.

Just as for the pos화ble error modes (Step 2, above) the probable error causes should be
marked be뺑피ng by the general causes and proceeding to the spec퍼c causes only when
necessary. It will usually be sufficient to mark the general causes. The likelihood is
indicated using the three categories of high ‘ medium , and low likelihood. The filling out
of Table 4 will require some human factors e:\:pertise of the analyst, as well as some
knowledge ofthe domain. In case ofdoubl tbe default should be ‘ 'high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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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denti당 the focal even t. The focal event is the on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analysis. The focal event is different from the initiating event, which rather corresponds
to the root cause. The analysis proceeds backwards from the focal event.

The focal event can be any event that involves human action.

5 The first step of the detailed analysis is to look for the most likely error mode. This is
based on a description of the focal event,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Common
Performance Conditions. The error mode is taken from the four das화fication groups that
d엉cnoe error modes: (1) aαion at wrong time. (2) action of wrong type, (3) action at
wrong objeα. and (4) action in wrong place. These are contained in Table 3. If there is
sufficient information available, the general error mode (general m때ifestation) may be
supplemented by a description ofthe spec퍼.c error mode (후야ific manifestation).

It may sometimes be the case that there is more than one error mode that is applicable to
an event. An action may, for instan야， be both too late and on the wrong objeα. In such
cases there sh헤I be as many ana암ses as there are error modes. Each analysis must.
however, be∞때leted separately, using a 양parate set ofthe forms.

6 Once the generall sp떠fie error mode for the focal event has been descnoed, the analy하S

양n proceed to find the causes. The 앞cond step is therefore to select one of the causes
linked to the error mode, u영ng the elas힐fication groups descnoed in Table 3 (general
causes I specific causes).. The cause that is found can either be a general cause or a
specific cause.

7 If the outcome is the identification of a specific cause, then the analy피s has been
∞n꾸leted. It is quite conceivable that the 때a뼈s only needs to go one step to find the
양se. It: for i<lstance, the general manife앙ation 뼈S ‘、wrong object" 없ld the specific
cause was found to be “ incorrect label". then the analysis has been COl때leted in a single
step.

8 If the outcome is the ide떠fication of a general cause, then the analy힐s must proceed.
The next things to do is check the clas획fication groups to see if there are any general
effects that match the general cause. In other words, the general cause on one level of
the때a빼s must match a general effect on the next level

The links between the general cau양s and general effects have been described in Table 6.
This table should be따ed to find the right cIa똥ification group for a continued analysis.

9 When a relevant general effect has been found, the analy혀s continues from there. One
P0SS10파ty is to supplement the general effeα with the selection of a specific effect,

pro년ded that the necessary infor뼈tion is available. When that has been done, the
relevant general cause(s) or specific c3use(s) are identified. This corresponds to Step
2 above.

9.1 1f the outcome is the identification of a specific cause, then tbe analysis has been
completed.

9.2 1f the outcome is that are 00 general causes - in which case there most probably
also are no specific causes - then the analysis must also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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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In an other cases the outcome WiD be a general cause. The situation is the one
de양nOed in step 8 above, and the 빼aly화s ωntinues from there. In this way the
ana함is continues by applying the same priDeφIe real찌vely， ‘an버 a stop빼야ion

isreac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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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S앓P Description of step 。UTCOME

Determine or describe the context.
Use Common Performance Conditions
CPC) as listed in Table 2.

2. rIdentify the error modes that are not
possible.
Use table ofeπ。r modes (Table 3) to
mark error modes that are not possible

3. I Describe the probable error causes.
Use table of error causes (Table 4) t。

indicate probable error causes.

4. tlden허fy the focal event.
\lVrite the focal event in the cell to the
댈ht.

5. !Identify error mode that corresponds to
the focal event (Table 히. W'ite it in the
cell to the right.
If there is more tttan one error mode,
thenmake multiple analyses.

6. ISelect one of the causes linked to the
error mode, using Table 3.

7. IIf a 프E뜨ific cause 념 found, 빠len write it
in 삐le cell to the right, and conclude

쁘힌견i효;
8. Ilfa gene쁘! cause is found, then look

for the tables where it occurs as a
general effect (use Table 6). W'ite the

eneral effect in the cell to the right.
9. Ilf possible, then find the corresponding

specific effect (Tab’e 되.

W'ite it in the cell to the right.
9.1 Ildentify the relevant cause (Table 히.

If a프얀딘낀£ cause is found, then write it
in the cerr to the right, and end analysis.

9.2 Ildentify the relevant cause (Table 외.

Ifthere is no Qeneral cause, then end
엔le analysis‘

9.3 Ildentify the re’evant cause (Table 5):
lfthere is a Qeneral cause, then write it
in the cell to the right, and continue
from step 8.
Use Table 1 - supplementar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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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ed out Table 2 (Common
Performance Cα삐itions).

Revi양dTa때e 3 (error modes).
Revisions should be made for general
error modes first and then for specific
error modes. αJt only if necess하Y.

Revised Table 4 (error causes).
Revisiα\S should be made for general
causes first and then for specific
causes, αi α찌y if necessary.



“:;;£r~~ii타1::[rR.J~lfa~“뚫jrAn.~i“칠i칠jij샌.(@“i:t홉rvj·f9rm遠~:i:~~:~~};~j)t~:j!;;)텅서.
Focal event:

g Step Description of step 。UTCOME

#

8. If a qeneral cause is found, then look
for the tables where it occurs as a
general effect (use Table 5). Ykite the

Igeneral effect in the cell to the righl
9. If possible, then find the corresponding

specific effect (Table 4).
Ykite it in the cell to the righl

9.1 Identity the relevant cause (Table 4).
If aspecific cause is found, then write it
in the cell to the right, and end analysis.

9.2 Identity the relevant cause (Table 4).
If there is no qeneral cause. then end
the analysis.

9.3 Identity the relevant cause (Table 4).
ffthere is a qeneral cause. then write it
in the c잉 I to the right, and continue
from step 8.
U양 Table 1 - suppleme,!taryform.

찌j평W1.~~1tjJ댄~6tg~j:;:;앓i:tr.Q.~1“j“쩔펀흡J~~l.~U틀패j비“~i§“(($§전훌I;~찌찌찌찌찌잔
Focalevent:

o Step Descrip히on ofstep OUTCOME
#

8. If a qeneral cause is found, then look
for the tables where it occurs as a
general effect (use Table 외. Wite the

IQeneral effect in the cell to the right.
9. If possible, then find the corresponding

specific effect (Table 4).
W'ite it in the cell to the righl

9.1 Identity the relevant cause (Table 4).
Ifa specific cause is found, then write it
in the cell to the right, and end analysis.

9.2 Identity the relevant cause (Table 4).
If there is no qeneral cause, then end
the analysis.

9.3 Identity the relevant cause (Table 4).
Ifthere is a qeneral cause, then write it
in the cell to the right, and continue
from step 8.
U~e Table 1 - supJ)lementar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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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쩔Ad뚫e쩔값q\癡l짧acy원警이갇협흑를뺑깡鉉aIV퍼gJ醫ay 하2했:n:a탱en값l쩔i짧i|삶짧꿇굶廳|값驚굶헥둠굶變융a뺑I:tio치을웰;펠§짧펙‘혈혈혔혈팩;쌓I
organisation

Efficient .

Inefficien‘
Deficient

Working conditions Advantageαs

COm뼈tible

Incom따ti이e

Adequacy of MMI and Supαlrtive

。pera허onal support
Adequate

Tolerable

Ir녕ppropriate

Availability of Apαnαiate

procedures I plans
Aocepta빼e

lnapα。priate

Number of simultane- FeY.ef than
ous goals capacity

Mraapt;d윌삐tIyIg amg까

Mαl! than
cao없tv

Available time Adeq뼈te

Tempora끼Iy

inadequate
Cor찌nuou허y

inadeQuate
Execution mode Ex며icit. aUentiα1

required
Skilled or
automatic

-i;닮 펀펀한펀댁때!찌띤펀흩!딴훨a헌판땐i?!’~~!::!얀찌!}!eγ r
For task I event as a whole.
Description of foea’event:
For task I event detail.
Identification of detail

훌E:
A CPC fann must be filled out for the task / event as a who/e.
A t.αη1ftα details need only describe changes from the task I event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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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event:

Speed UT∞ fast
Too 혀ow

Ear1ier omission
Trap삐'lQ error

Ambiguous label
Cαwention conflict
Incorrect label

Eπ'()( in procedure
Iden때catiα1

Observation

P’annir멍

Cαnm빼cation

Decision
Faulty diagnosis
Eq띠pment f，밍lure

Errorin α'OCedure
Identificatiα1

Obseπation

Planning
Communica에on

Decision
Faulty diagnosis
Distraction
Eq띠pment failure
타TOr in procedure
Identification
Observation
M여or variability

p’와lfling
Priority error
Communicatiα1

Decision
Fa띠ty diagnosis

T∞ e킹1y

Too late
T∞ long

T∞상앵1

Di면dion I ITI∞ f하

To。앙1αt

wrong movement
type

1:21 1 Markerrαmodes
that are not possible
Force I mag미t벼e UT∞ Ii에e

Too much

General manifestation
1:21 1 Mark error modes

that are not possible
Tim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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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event:

General manifestation Specific manifestation General cause ~pecific cause
g Marlc error modes B

훌훌홈쁨쯤톰찌툴텀1~'ii;lil~lli':~II~il~iffltll'f;ijC;~;that are not possible

I--
wrong object

I---
Neighbα.II" Access difficulty Ambiguous label
Similar object Commu이cation Inc:킹rrect label

I---
Unrelated object Decision

I---
Faulty diagnosis
Errorin α'OCedure

Identification
Motor variability
Observation
Planning

B Mariceπαmod양 g
;장?헬戀활찰씀~~~앗?찌?책펀씀샅꽉;장싫f5·낯;잔ittl상;:r섣i펀f작!!.£앉;삐;、I엔nt힐:'!~l평9!씬~§운n;웰훌원j젤팽::~:‘꽃핫휴i섣*샅섣i줬i섣냥:~@j하찮·강성:‘상원학?‘;‘쉰핫?핫?사‘“、i:~·that are not possiμe

Sequence Omission Access difficulty Trapαng elTα- f--
Jump focward Communication- Jump backwa며S Decision- Repetition Fa띠ty diagnosis- Reversal Error in α'OCedure- Wrong action Identification-

Memαy

。bservation

Plannir、g

;책짝x갖폈;灣굉꽉;상짖，，:$행m:t;a4i&n@inji야9、h.J;'pf;짧활~~jj§f'il‘“dmξ섰~W:삼짤t~:ε:띄

Noerror Expected
peκorm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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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ihood General causes Specific causes Likelihood
Hi Med Low Hi Med low

。bservation 。bservationmissed
False observation
Wrong κfentiflcat때，

Interαetatiα1 Faulty diagnosis
Inccxrec1 interpretation“'rang reasαling
Decision eπor

Incorrect recall
Delayed뼈eαmat，때1

Planning 'fIaα']quale plan
pηαityerror

GfueIKnjeir。an|sp(et5em@α1rxea|aryte)d Memory failure

Fear
Distrac1，κ써

Fatigue
Motor variability
Inattention
Motα쩌끼'ability

fGuetXnXeir@a1|Sp(ePresnαn1 re|ate6 Functional impairment
anent)

cognκ'ive styfe
C야1"itive biases

Procedures Enor in αocedure

Comα:>nents I technology Equipment failure
Interface (temporary) Access difflCUκy

Interface (penn하lent) Accessα"Obtems

Mislabellil썽

Communication Communication failure
Missing infcxmation

。rganisation Maintenance fa“ure
Software fault
Design fa~ωre

Inadeq‘late quality control
Management

Ambient conditions Temperature
Sound
Humic찌Y

Illumination
Other
Extema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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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치펙쉰;t~iil!$;:$:j:'R~~Qnif.~I~t~a:~~u뚫칠m#반ij~f~;;l야“핏«~~t;li.Qk~J.::; :.::::
Focal event:

General effect Specific effect General cause Specific cause

를찌~t.t%~~t@~WJ~~if:i~~~®찌찌찌젤뚫~iMi'철§a~::1~;Wtt;:Wf.;;"J:f@;;:if;wmfi:;찌찌픔찌찌”’찌찌찌!’
。bservationmissed 。verl∞kcue I sign하 Equipment failure Informatiαloverload

。verlook measurement Interpretation M벼ti이e sign외S

Planning Parallax
F마녕iα녕I impairment Noise
lnattenti아1

False observ3tiα1 False reaction Fatigue
Fur삐ionaJ impairment

False reo뼈대lion Planning ,

Wrong identification Incorrect identification 。bservati아1 Ambiguous symbol set
Mistaken cue Distractiα1 Ambiguous 힐gn혀S

Partial identification Missing infαmation Erroneα.IS information
Interπ-elatiα1 Infonnation overload

Habit. ex

3ιi~j~:펀術폈i싫灣펙，~~j싫때협K텍;펙찮I엔{활i침찌젠과펙살았:~!:픔침;迷책f꽉폈평형폐치:데‘
Faulty diagnosis |뻐α쩌 diagnosis Reasor히ng Cαlfusir뼈 sYmptoms
Incorrect interpr를tation ”그omplete diagnosis Id앙삐fication Eπ"()( in mental model

C얘nitive biases Mi혀eading symptoms
Mi혀earning

M벼ti미e disturbances
Newsituatiα1

Erroneous킹lalogy

wrα1Q reasoning II해ueti아1 error αagnc회S Legitimate higher
αiority

Deduction error C앵빼ve빼e Prediction error
빼'OOQ αiorities C앵nitive biases T∞ 앙1αt 때am찌t맹

horizα1

F외se analogy
。vergeneralisation

Decision elTOr Decision P하혀ysis Fear Lackof knc쩌edge

wrong decision αiagnosis Shock
Partial decision Di의raction Stimulus overload

W，α엄。ad

Incorrect recall Forgotten 대straction

’ncom찌ete rec허| Memory
Delayed interpretation No identification Procedure

Increased time α-essure Equipment failure No indications
Fatigue Response 잉。싸깅0'Ml

Incorrect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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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event:

Inadequate plan Ilncom뼈ete 찌an

Wrα'lQ plan Memory
PIiαityerror

Reasαling

Priorityerror wrong goal selected Diagnosis

IncαTeα recall
Incomplete recall

Fear Random actions None
A여1α1 freeze

Distraction Task suspended Equipment f;킹lure

Task not∞mpleted COmmunication
G。허 forgotten F띠lCtiα빠I impainnent
Lossof αientation

Faliaue Ambient condition
Motor variability Eq띠pment failure IChar밍e of sy혀em

character
Increasing misses i 川ness

Lack of training
。ver，대enthusiasm

Tiredness
Temporary
incaoacitation

Inattention | Sional missed lAmbient∞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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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event:

General effect Specific effect General cause Specific cause

~WE!\씀;짧勳헤찌찌찌헬장획"gg@t!~;Qj“i~;ffm~Jt§때휴째날때n찌j했펀江
Functional impainnent Deafness None

8훌1 eyesight
Colour 빼indness
Dy혀exia

S야ech pro빼ems

A미녕의a (motor)
A이녕sia (sensory)

C얘매live 하y1e Sim이@훌ous scannir멍 None
Succes힐ve scanning
Conservative fα:u:혀ng

Fα:us gam버iog

C얘이tive biases Miscaliαalion N아1e

Inset앙tivity to sam찌e
SIze
Incorrect revision of
α。babil때es

Ignoring따se rates
Hir빠의gh‘ bias
Attribution error
。verπediction

Illusion of oontr이
Confirmation bias
Hvpothesis fixation

~~~\ft~~:때警때쩔휠쩍繼繼戀鐵獲째훨;책활淑9.t때燮책灣찌@젠i찌찌學찌i
Equipm잉11 f，려l바뀐 Actuator잉icl뼈ip Mainter빼'ICe faillre Excess α:Mer

gα::kir힘 Software fault Fire
Brea닙ge E지ema1 ever껴 R。‘찌iog
Jamming Loss ofα:Mer
R허ease Spray
Freeze
Slow dO\\fl
Noir념ications

‘~~.~:폐핑때찌찌j蠻쩍전때찌찌찌“¢e~g~i.때평때繼j亂 ζ찌찌헤
ErTOf" in procedure Ambiguous te치 Ir빼equate quality

control
Conflicting critena
Incom이ete text
Incorrect text
Mismatch to actu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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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event:

General effect Specific effect General cause Specific cause

:i;~\끼”……‘‘γ~:~:~:ε딩::t치찌‘‘‘”히‘‘”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섣침찌셈j샅뜸펙찌“mI찌찌따찌v침찌찌따젠:~~~침씀띄댄:쉰쉰씀펜때때‘찌픔때펀f!~~픔픔펀찌i펀펀펀띔히찌?:?띔펙펙힌i’?헤i하~J;j~찌B;:하i띤댄힌~r~'쉰띤!:rE쉰펙:::~:쉰띠~:~:침테띤t;샅샅씀띤젠:푼한딴띤찌씀헤찌찌찌‘”찌“찌섬’섣‘ζ~;，딩딩덕:)~~'펙J~댄픔젠폐t침참혐찌찌침침힘뜯펙히젠젠;;:i;~i찌’”히뜸γγ펙:γi픔댄셈F덤댄재:텀댄찌찌쥔댄젠젠:젠젠찌:~fi를K찌:픔찌따침피힌찌i치패찌찌찌w뜸찌1t~~찌찌찌찌'~Ir찌찌;;찌찌찌[r페펙찌!.~침혐덴찌때j‘t~:찌찌찌~t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쩨폐찌찌폐찌~~1!~펙펙:~~함피피’F페페;페페j페페“힌ij§“~“짖“rt~“i帥“&홉;{偏t짧~ij폐mp]젠fRlω벼述U띤댄힌젠젠젠젠침w젠t3i; ’때@.힌히때:~~;씀띔J~:침’:잔~;~:‘띈펙;젠잔찌찌i찌~;~~;:찌i치~)히치;칭갖꽉iγ쉰‘:!:;:상상‘샅샅샅샅삼γ깐
Access difficulty Itemcann이 bereadled Equipment failure Design

Item cannot be found Mislabelling Distance
localisation pro어em

。b하Netiα1

ladder
Stair
Ternα:wary

incapacitation

체펀펀;꽉헤상'~~1~;씌촬펀:펀꽉;jJjg€f.~~~:~(p흩nnan받aU‘삭꽉꽉?찌~)감함띈꽉책t?짤샤ι
Access pro때ems Item camot be reached Design failure

Item 않mot be found
Mi혀ab하ling Incorred informatiα1 Design failure

Incom때ete information Maintenance
Ambiguous information
녀ng뻐ge error

끼E한낀 ·t쉰‘i쉰:~~n침:펀채c::、?하;갔↑l1!'n&선ffl:muni“tied꽉‘ :~(::~:
Communicatiα1 failure Message not received Distradion Noise

Message Functional impairment Inattention
misuncle엉.ood

Presentation failure
TernαlraIY

incapacitation
Missing infαmation No informatiα1 Hidden information

Incom이ete information Presentatiα1 failure
Incorrect information language eITα

Ambiguous information Mi잉abelling

Noise

’’i틀’‘‘틀…‘‘‘‘”끼r‘꽉찌침침찌꽉찌찌찌슬-::~~~:찌찌찌찌‘~1f찌찌찌찌찌찌젠찌;찌찌찌찌'~~j~;찌찌때치찌침펙댄찌찌찌§젠찌찌w찌쉰꽉폐폐젠픔덕뜸:m~:젠따젠w찌씀젠젠찌찌찌1，폐찌때히댄댄씀치찌찌찌찌:펀펀치힌펙K침혈헤헤찌따，![~~~히젠따w뜯따폐폐댄폐침뜸침찌때찌?침힘펙:꽉찌;때찌쓴때때;침:젠“““‘;‘‘‘i’피i펙찌i“~ots.;습훌i값9011찌찌찌:;펀젠폐지젠;:찌찌꽉찌:f꽉힌찌찌;;하찌찌침헤찌찌찌;잔찌찌찌씌딩딩i히찌‘팍패뜯j“팍뜯뜯뜸샅i희펙찌댄:~~j꽉펙펙패패;섣학찌띤띤찌E잠뜸피띤펙젠f쉰쉰쉰때때때:~~!~!~~~'폐틀띄w찌:~~~뜸핀w찌?F치펙찌찌Ff폐뜸찌찌찌~~i찌찌찌펙F딩끼““:‘t~~t“’i’“찌‘‘‘히‘히끼v찌찌’?치γ폐따찌?힘씀찌찌찌폐‘?침쉰찌w젠”샅치패젠젠찌:~~~.치씀젠찌찌f~~~~~:찌찌따찌찌‘?찌댄찌;젠찌찌찌찌찌떠젠찌찌젠‘“’”꽉M‘F쉰히히M!쉰찌펙’”침찌i샅찌“*픔K침딩찌?픔픔찌찌찌Fff찌w찌t히i찌찌찌:~~~t닫찌힘한핀헤찌섭히찌펙‘펙폐찌젠U힘i치치젠찌w삼쉰젠젠젠;뜸핀댄댄W힌삼한젠뜯w힘찌.~;::꽉파핀;‘i감똥펀힌f?잠똥쉰힌힌‘성펀침찌찌:섣한히힌’’’”‘
Maintenance failure Equipment not

operatiα녕l

Ie념icat。π not vo.or1Onq
Software fa내I Performance 의ow-깅0'M'l

Inflαmation delays
Command queues
Infomlation not
available

Design failure InadeQuate MMI
Inadequate quality Inadequate πocedures

control
Management Unclear roles

Dilutiα1 of responsibility
Undear line of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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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event:

General effect Specific effect General cause Specific cause

f펀첼찌폈똑줬迷찮펀칭하짧迷濟쩔짧A泳pi숱허If]섣[gg첼i활趙篇繼찮줬戀째펙체짤장}칩줬푼픔를:
Temperature Too hot

T∞떠d

SOUld T∞ lex피

Tooq내et

Humidity T∞ dry

T∞ humid

Illuminatiα1 Tooαight

Toodar1c
。ther viαation

E치emal ev뼈 Tremor
Fire
Projectil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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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ause Table where general effect can be found:

Access difficulty Interface (temporary)
Access pro때ems Interface (temα)f3이

Ambient condition Ambient COf'삐itions

C∞r찌tive biases Persα'l related cause (pennanent)
Cognitive sty’e Person related cause (pennanent)
Commα찌cation Communication
Cαnml뼈cation failure Communication
Oeci잉on Interπetation

Decision eπα ’ Interpretatiα1

Delaved interpretation InteπlI"etatiα1

De혀on failure O띠anisation

DiaQnosis Interπetation

대straclion Person r허없ed cause (temαxary)

Eat찌oment failure Components Itechnology
Error in procedure Procedures
External event Ambient conditions
False observation 。bservation

Fatioue Person related cause (temαxary)

Faulty diagnosis Interpretation
Faulty diaQnosis Interpretati이1

Fear Person related cause (temαxary)

Fur없iar녕I impairment Per∞nre’외ed cause (pennanent)
Humidity Ambient c:onditi아15

Identification 。bservation

lIIumin하jon Ambient COf'얘jtions
Inadequate 때an Plarv찌ng

Inadequate Quality control Omanisation
Inattention 。bservation

Incorrect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Incorrect recall Person related cause (temαxary)

Interpretation Interπetation

Maintenance 。rna미satiα1

Maintenance failure 。띠anisation

Man뻐ement Organisatiα1

Memαy Persα'l~Iated cause (tem∞rarv)

Memαy failure Person related cause (temα)C'3ry)

Mislabelling ’nterface (permanent)
MissinQ infonnation Communication
Motor variability Person related cause (temαxa깨}

。bservation 。bservation

。bservation missed 。bservation

Omanisation Omanisatiα1

Planning Planning
Priority efTor Planning
Procedure Procedures
Reasoning Interpretation
Software fault 。rganisation

Sound Ambient conditions
Tempe윈rature Ambient α>nditiα1S
WrOnQ identification 。bservation

Wrong reasoning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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