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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하여야 할 일은 직무분석의 방법론을 수립하는 일이다.

연구에서는 산업공학분야에서 발전되어온 직무분석 관련기술을 조사

분석하였다. 고전적인 직무분석의 기법틀로부터 최근 여러가지 산업분야에서 적

용되고 있는 그 분야 특유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언 기법의 현황을 조사

하였다. 조사된 기법들로 부터 직무분석의 방법적인 특징과 배경기술에 대하여

본

기본적인 과정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되는 반면，

분야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

바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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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무적인

산업공학기법들이 용용분야의 요건에 따라 부각되거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기법이 성립된다. 따라서， 응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실무적인 방법론이 구성되어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운전원이 전적

작업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석기법이 설정될 수 있음을

.AlE
~T운전절차 중심의

파악하였다，

상황과 직무특성에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명시된 운전절차서를 기준으로

분석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나 생략되어 외형상으로는

용분야의

실제로

으로

후반에서는 기존의 직무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특유의 요건에 맞는 고유한 운전절차중심의 직무분석 가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

용화하여 몇가지 시급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 확보 및 응

원자력분야보고서의본

용을 워한 추진계획 (안) 을 제셔하였다.

”J

요구되는 작업자의 기능적/인지적 특성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가장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이 다.

밝혀내어 궁극적으로 발전소의

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은 체계에서

파악하려는 분석활동이다. 직무분석은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전원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 위한 논제에 많은 노력을 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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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an find out explicitly the function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human operators required in a man-machine system through task analysis

Task analysIs has been considered to be a useful tool for the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systems in NPP (Nuclear Power

Plant). Many efforts have been tried to resolve the cause of operators'

erromeous behavior and to enhance their pertormance. The first step to

achieve this goal is to establish task analysis methodology.

In this report, we have surveyed techniques and methods of task

analysis from very traditional ones to recently developed ones that are being

applicat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We compare each other and analyze

their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methodological specification in order to

find a proper one enough to apply to NPP (oepration tasks).

Generally, the fundamental process of task analyses has well been

understandable, but its process of application in practices has not been so

simple due to the wide and varying range of applications according to

specific domam. Operators' tasks in NPPs are supposed to be performed.

strictly according to operational procedures written in a text and well trained,

so the method of task analysis for operators' tasks in NPPs can be

established to have its unique characteristics of task analysis based on the

operational procedures ‘

Fmaly, we suggested the developement plan to set up the task

analysis methodology applicable not only urgently demanding field in practIce.

but others in NPPs.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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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서론 (Introduction)

제 1 절 배경 (Background)

최근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그 신뢰성이 월동히 제고된 하드웨어 측

면의 기술개발 보다는 상대적으로 둥한시 되어온 운전성 (operability) 측면의

기술 개발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산업계

의 동향은 원자력발전소 체어실 운전원 (이하 ‘운전원’)의 직무수행도가 원자

력발전소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성과 안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된 운전원의 직무수행도 제고 문제는 자동화 기술

빛 컴퓨터 기술과 같은 첨단 다지탈 기술을 원전에 적극 도입하게 하는 계기

가 되었고 운전원의 역활도 단순 직무수행에서 고도의 인지적 의사결정을 수

반하는 직무수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산업계의 기술개발 동향

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 (NRC) 에서도 운전성 측면에

서 여러 규제 지침을 개발하고 있는 중 이다.

운전원의 직무수행도 제고에 관한 문제 제기의 원시적 출발접은 인

간-기계 시스템 (Man-machine system - 이하 ‘시스댐’)1)의 어떠한 구성요

소라도 종국에는 직무수행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

다 [31 즉， 운전원과 기계가 통합된 시스템에서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는 기계

1) 인간-기계 시스템 (Man-machine system) . 인간-기계 시스랩은 보통 인간， 기계，

그 사이의 인터페이스， 환경 (environ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원전

에 관한 직무분석의 문제를 다루므로 기계에 인터페이스를 포함시켜 인간， 기계，

환경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이라 정의한다.

-13-



측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직무수행도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결정

되는 것이다. 또한 서로간에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1)운전원과 기계간의 기능

할당， (2)할당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정도를 포함하는 운전원

의 자질， (3)기농할당에 따른 기계측의 설계 내용， (4)그 밖의 작업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를 제고하는 최적의 상호작용 방식을 결

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네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운전원과 기계가 통

합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무분석은 이러한 목적에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제 2 절 직무분석 개요

2.1 직무분석악 정의

직무(task) 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정의는 ‘특정한 기능적인 목적 및 시

스댐의 목표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인적행위 (human actions)의 집합 (set) ’

을 직무로 정의한다. 따라서， 직무분석의 정의는 인간-기계 체계， 인간-인간

체계를 묘사 (description)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자， 시스템 설계자，

운전원 및 평가자가 사용하는 기법의 총칭으로， 시스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운전원어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 또 어떤 인지처리과정을 거쳐야 하

는 것언가 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무분석은 작업

(work) 단위를 밝히고 설명하는 과정이며， 운전원이 그에게 할당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소요자원 (resources requirements)2)이

2) 직무소요자원 (resources requirements) : 직무소요자원이란 운전원이 가지고 있는

내적자원 즉， 기술 (skills), 지식 (knowledge), 육체적인 능력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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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련의 분석행위를 말한다 [31]. 직무분석은 이렇게 밝

혀진 칙무소요자원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측면의 운전원 수행도를 분석하게

된다.

2.2 직무분석의 목적 및 활용성

가.칙무분석의 목적

직무분석의 목적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인간-기계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인간과 기계를 통합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시스템 분석자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펼요한 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판단이나 설계상의 의사결정 동

을 행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시스댐 설계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5].

나.직무분석의 활용성

인간요소 (human factors)를 시스템 설계에 체계적으로 고려하져 않

는다면， 인간요소는 시스템내에서 최적화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인적오류의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인간요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언간의 직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

에서 그 중요성율 찾을 수 있다[13]，

- 안전성 (safety)

capabIlities) 등과 할당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원이 시소템으로 부터 제

공 받는 외적자원 즉， 발전소 상황변수， 제어기(controls)， 표시장치 (displays) , 도

구 (tools), 절차서 (procedures)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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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댐의 운영은 사용자인 운전원 빛 공공의 안전， 환경에 대한 영향

둥의 측면에서 안전해야 한다.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분석의

결과를 다음의 네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5].

첫째， 시스템 분석자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제어설에서 운전원에 대한 위

험요소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안전한 사스템 설계를 위한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직무분석을 통하여 운전원의 직무를 효율적으

로 설계함으로써 시스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시스템의 성능 분석

시 인적오류의 분석이나 인간신뢰도 평가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직무분석의 결과를 시스템의 결함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

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생산성 (productivity)

직무분석은 시스댐의 어느 부분을 자동화하고， 운천원이 필요로 하는

직무소요자원을 어떻게 결정하며，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운전원

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둥과 같은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운전원의 오류 가능성을 규명할 수 있게 되고 시스템 설계과

정에서 그것을 최소화 함으로써 원전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된다.

- 가용도 (availability)

유휴시칸을 허용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적절한 유지

보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분석은 정비소요자원을 밝히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펼요한 정비지원도구가 결정되고

정비작업체계를 결정 한다. 또한， 최적의 정비작업체계를 통하여 비계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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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휴의 원인이 되는 정비작업 오류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분

석은 시스템내에서 몇몇 복잡한 인간의 직무를 고려할 때， 그리고 설계과정

중에 여러 설계자 들의 의사결정을 통합하고자 할 때 훨씬 더 중요하게 된

다.

2.3 기계측의 가술발달과 직무분석기법의 변천

직무분석기법은 인간-기계 시스템에 도입되는 기계측의 기술변화에 따

라 많은 변천을 거륨하여 왔다 [9]. 직무분석의 주 목적은 시스템의 설계개발

이나 또는 개선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내는데 있다. 당연히 기계측

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첨단의 기술이 인간-기계 시스템에 도입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정책 및 운전원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으며 설계개발 및 개

선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 유형 또는 그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 조차도 변

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직무분석의 기법도 과거에는 전통적인 기법으로도 상

당부분 해결되었던것이 더이상 유의한 기법이 되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인간

측의 다양한 인지적 의사결정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

한 직무분석 기법들이 속속 개발 되고 있다. 기계측의 설계측면에서 직무분

석 기법의 변천과정을 검토한다.

초기 산업발달 시기의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인간측은 기계측과 직

접적이고 육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사스템의 효율성은 대부분이 훈련

청도에 따른 인간측의 직무수행능력에 좌우되었고 시스템의 설계개발 및 개

선에 관한 정보도 시간/통작 분석을 통한 수집 정보로 충분하였다. 이 시 기

에는 직무분석이 고려 대상은 되지 못하였다.

산업설비가 크고 복잡하게 건설됨에 따라 1930년대， 40년대에는 전기

계측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또한 도업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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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이 출현하게 된다. 수많은 지시계 (indicators)와 경보기 (al따m

anunciator)가 제어반에 배치되면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인간공학적인 분석

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직무분석에 대한 펼요성은 그다지 높

지 못하였다. 인터페이스 기기의 물리적 형상 (physical appearance) 및 배치

(arrangements) 풍은 단지 해당 지시계 및 직무수행상 사용 빈도수에 의하여

결정하면 되었다. 결국 이 시기에도 시스댐의 수행도는 사용자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사스탬을 설계할 경우에도 인간공학은 마지막 선택사항

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동화를 기술적오로 가능하게 하는 계측제어 기술

개발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특히 방위산업계에서는작전 수행

중의 신뢰성요건이 대단히 중시되었으므로 비로소 사용자의 직무분석과 작업

부하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산업계에서도 사전정보처리 (data

pre-processing )3)를 할수 았는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등이

제어시스댐에 응용되가 시작하면서 시스템 설계 및 평가분석에 직무분석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이 되었다. 사용자에게 시각 정보표시장치를 통

하여 제시되는 정보는 각기 다른 운전 상황 및 운전직무에 따라 사전정보처

리 기기를 통하여 선정되고 그룹화 되었다.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현장에 새로운 계측제어 기술이 도입되어 운전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운전정책 (operating policy)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는데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일차적인 센서로 부터 얻어진 운전정보가 그대로 제시되는

형편 이었으나 직무소요자원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의 되었고 자동화 장비

3) 사전정보처리 (data pre-processing) : 플랜드의 센서로 부터 감지된 일차 정보를

원전요원이 필요로하는 구조(structure) ， 형식 (format) , 내용 (content)으로 가공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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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용자간의 직무할당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직무분석은 인간

기계 시스템의 기계측면에 춧점을 두고 인간측은 단지 기계측으로 부터 나오

는 운전정보에 반웅하는 정도의 수준애서 이루어 졌고 인간즉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human characteristics)4l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비상운전시와 같온 고도의 언지적 의사결정을 하

여야 할 때 펼요로하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계

측된 운전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첨단의 정보처리 기술이 인간-기계 시스템

에 적극 도입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첨단의 정보처려 기술

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 장비는 정상운전 (normal operatIOn)과 사전

에 계획된 연속운전 (sequence operation)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스댐

설계의 주요소 중의 하나인 운전원의 주요 기능과 직무는 비상운전시외 운전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supervisory controller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

다. 운전원에게 필요한 의미있는 메시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로 부터

일차적으로 센서에 의하여 감지된 원시정보를 가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전

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human characteristics)을 모르고는 운전원에

게 펼요한 가공된 정보를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부터는 인간

측의 인지적 측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또 그에 상응하는

가공된 정보가 무엇인치를 알아내어 시스댐 설계 (특히 인터패이스 디자인

에)에 반영하려는 인지적 직무분석 (cognitive task analysis)이 펼요하게 되

었다. 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하여 운전원 특유한 인지적 의사결정과정 및 문

제해결 알고리돔을 밝혀내고 그들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

4) 운전원의 고유한 특성 (human characteristics) : 원전요원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보이는 인지적 의사결정 패턴 및 전략， 문제해결을 위한 주관적인

목표상태 똥을 설정하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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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structure) , 형식 (format) 및 내용 (content)으로 가공된 정보가 펼요한지

를 분석해내게 된다.

제 3 절 본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본 보고서는 기존의 직무분석 기법 틀을 직무소요자원 도출과 그것

을 기반으로 운전원의 직무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그 활용성， 유연성， 용이성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 동을 검토하고 원전의 운전원 직무분석 사례를 검토함

으로써 중장기 과제인 인간공학기술 개발 파제， 인적행위 분석기법 분야과

제 중 운전원 모형 개발에 적합한 칙무분석기법의 설정 방향을 제시할 목적

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에서는 원전 운전원의 직무를 개관하고， 그 특성을 살펴 본

다움 원전의 인간공학 논제 (issues)에 대해 논의 한다. 이는 본 보고서의 목

적인 직무분석 기법 설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야다.

제 3 장에서는 기존의 직무분석 기법 들을 직무자료 수집 기법， 직무

명세 (task description) 기법， 직무시율레이션 기법으로 분류하여 각각 그 특

정과 장단점을 논의 한다. 직무분석 기법을 개발할 때 개발자는 보통 1)작무

분석의 목척을 설정하고， 2)어떠한 결과물을 산출하여야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3)여러가지 개별 직무분석 기법의 특성을 파

악한 후 적절한 기법을 수집， 수정/보완하여 직무분석기법을 개발한다. 본 장

은 이러한 목적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각 기관에서 수행한 직무분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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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그 특성 및 활용성을 분석한다. 이는 적무분석 기법을 설정하는데

어떤점에 비중을 둘 것인지틀 결정하는데 도움올 줄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방향을 언급한다. 또 최근에 그

중요성이 높아진 인지적 축변의 직무분석거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 한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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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운전원 직무분류체계 및 평가논제

제 1 절 운전원 직 무 분류체계

1.1 분류체계의 필요성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의 직무는 여타 산업의 직무보다 상대적으로 운전

직무 내용변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전원은 각기 다른 직무를 수

행한다. 이러한 운전원의 직무는 발전소의 유형 (BWR 또는 PWR 등)에 따

라， 각 발전소의 정상 비정상， 비상과 출력 증발/감발 운전상태에 따라 연속

(sequence) , 연결 Oinking) , 분지 (branching)의 방식으로 변화한다. 즉， 이러한

직무를 직무네트워크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각 노드는 수 많은 방식으로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운전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필요로하는 정

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말과 용어 (words and terms)에 관한 표준화된 어

휘 (standard vocabulary)가 필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운전원의 행동

을 표현하는 동사 (verb)와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의 분류체계가 펼요하

게 된다. 이러한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무분석을 수행할 때 여러

명의 분석자가 똑같은 직무를 기술할 때에도 표현된 내용은 각기 다른 것야

될 것이다[7，8J.

이에 나머지 절에서는 기존의 직무동사 분류체계와 직무목적어를 검토

한다.

정



1.2 직무동사 (task verb)

가. Berliner의 직무돔사

Berliner는 운전원의 행위를 세가지의 수준， 즉 전역처리수준 (global

process level), 중간행위 수준 (intermediate activity level), 세부행위 수준

(specific behavior level)로 분류하였다. 이 중 제일 상위 수준인 전역처리 수

준을 표 2.1과 같이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50개의 범주로 행위를 구분하였

다.

Berliner의 분류체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설명자 (descriptor)를

통해 관심있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제한된 수의 행위 설

명자를 사용하면 신속하게 작업자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분석

초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수의 행위 설명자는 직무분석

을 통해 개발된 자료의 정렬 및 재결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이어

지는 분석업무를 용이하게 한다.

나_ NRC의 직무분석에서 활용한 직무동사 및 분류체겨|

1983년 NRC에서 주도한 Crew Task Analysis에서 활용한 직무통사

와 분류는 고전적인 직무분류 방석인 Berliner Task Taxonomy를 활용하였

다 X표 2.1 참조]. 이러한 분류는 기폰의 절차서에서 작업기능 표시에 익숙한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분석이 용이하고 초기 분석에서 기본자료를

얻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동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는 분류체계

일 뿐 아니라， 동사의 선정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속성에 근거하고 내부적인

인지과정 특성율 반영하논데는 부족하다[18].

-24-



표 2.1 Berliner의 직무동사 분류 [13]

detect
search

Acquire scan
Perceive extract

cross-reference

Identify discriminate
recognize
categonze

AnalysIs calculate
itemize
tabulate
estimate

User's Interpolate
translate

Mediate Synthesize Integrate
formulateInternal project
extrapolate

Taxonomy
Assess compare

evaluate
Decide

call
acknowledge
respond

Transmit suggest
Communicate direct

Inform
Instruct
request

Receive

Associate name
group

Introduce Insert
Create

Assemble aggrr|eagvate
ove

Replicable copy
Instance

Select(position/obJect)
User’s Indicate

Reference

Remove cutInput delete

Stop suspendTaxonomy terminate
Eliminate

DisassocIate rename
un-group
segregate

Disassemble filter
suppress

ManlP 니late Transform
Activate Exe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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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NRC의 직무분석에서 활용한 직무동사 와 분류 [7]

Perceptual Cognitive Motor-active Communication

Detect Interpolate Discard Answer
Inspect Remember Attach Direct
Monitor Verify Give Recieve
Observe Hold Record
Read Calculate Move Request
Scan Choose Pull Return

Compare Push Route
Identify Plan Remove
Locate Decide

Diagnose Type
Position
Adjust
Install

따라서， 원전의 운전작업에 적합하도록 기본동사의 범위와 분류항목

을 수정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수정에 가장 우선적인 대안은 Rasmussen

의 의사결정사다리(decision-ladder) 모형을 들 수 있으며， Wickens의 의사결

정에 대한 이론적인 대안에서 볼 수 있는 의사결정의 3가지 primitive인 선택

(choice) , 진단(diagnosis) ， 예측(predict)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6,10 참

조]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기존의 원전에서 운전절차서를 기술하

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능적언 표현과 절차샤의 기능적인 동사를 일반적인 직

무동사로 변환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이 소요되는가에 대한 예측과， 선택되

는 일반동사가 운전원의 직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어느정도의 해석력을 제

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



비상운전절차서에는 운전원의 일반동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원

전의 기능적인 동사가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동사는 실제로 운전원의 직무

수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수의 일반동사를 동원하여 재

구성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구성의 정도는 MMI 설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

며， 기능동사와 일반동사의 mappmg 방식이 직무의 구성 내용을 결정한다.

운전원의 MMI 구성에 따라서 운전원에게 매우 단순화된 일반동사로 표현

할 수 있는 원전의 직무기능이 있는 반면에 매우 복잡한 구성의 일반동사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운전원 모형은 이러한 직무의 기능적인 요건을 운전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주어진 MMI에 의하여 어느정도의 가변폭을 보일수 있는 가를 예측하

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운전절차서에 나타난 운전원의 기능적인 요건

과 어와 관련된 MMI를 통하여 수행되는 작업의 구성을 대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성을 가져야 한다.

운전절차서에 나타나 있는 동사는 발전소의 기능에 대한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원의 작업성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증

가/감소시킨다” 라는 동사는 운전원의 동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작업의 기

능적인 의미와 목표를 표현한 것으로 직접 평가될 수 없다. 반변에， “스위치

를 누른다” 또는 “확인한다”， “비교한다” 둥과 같은 동사는 운전원의 동작에

대한 것으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평가의 가준이 되는 동사는 해당분

야의 작업에서 가장 일반성 있는 직무동사의 범위를 미리 설정하고 그로부터

직무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절차서를 기준으로 운전원의 직무를 분석 할 경우， 절차서에 기술된

직무동사를 일반직무 봉사와 기술직부 동사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직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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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일반작업에서 사용하는 작업행위에 대한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고 다른

정보의 언급이 없는 경우이며， 기술직무 통사는 발전소 특유의 기능과 기기

에 대한 조절기능을 기술한 경우이다. 기술직무동사는 발전소의 운전기능을

그대로 까술한 것이므로 해석과 세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직무동사에도

기술직두동사와 내용적으로 유사한 경우가 많다. 절차서의 기술 자체로는 외

견상 일반직무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본

래적인 단위 작업을 독립적으로 의미하지 않고 절차서의 문맥이나 원전의 운

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전제로 하여 일반화완 제한적 일반직무동

사(특정기술영역의 법위 이내에서만 통용되는 제한적인 일반성을 의미함·)의

사례에 유의해야 한다.

다- 영광 1 ，2호기의 비상운전절차서에 나타난 직무동사

영광 1 ，2호기의 비상운전절차를 기준으로 일반직무동사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a)지각동사:정보의 입력 및 획득을 위한 지각기능중심의 동사-주지/

확인/점 검/찾음，봄 퉁，

b)언지동사:청보처리/의사결정을 위한 인지작용중심의 동사-계산/평

가/선택/분석/진단/결정

c)수행동사:행위의 단속여부 및 진행에 대한 동작중심의 동사-수행/

조치/반복/중단/계속

d)기능동사:조치/제거/의뢰/자문/요청/참조

기술직무동사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소수의 cue에 의해 수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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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영광 1 ，2호기 운전원 직무동사

E 립시킨다;정지시킨다

동작시 킨다;기 동한다;가동
한다

조절한다;조작한다;조정 한
다

차단한다

끈다

확인한다;점검한다
켠다

증가시킨다
(재)수행한다;실시

감소시킨다
한다;반복시행

기록한다
감시한다

운전한다
중단한다

안정시킨다
유지한다

분리한다
시도한다

공급한다
이용한다

주입한다
선택한다

배기시킨다
지시한다

설정한다
결정한다

를/<를-
격려시킨다

일 반 (재)평가한다 기 살린다

직무동사
조치한다

직무동사 보충시킨다한느다
(밸브)닫는다

;>'; '-

자문을 구한다
(밸브)연다;개방한다

주지한다
(밸브)배열한다;정렬한다

계산한다
복구시킨다

제거한다
전환한다;바꾼다

계속한다
대기상태로 둔다

분석한다
(비상전원을)투입한다

본다
(증기를)덤프한다

(절차서로)진행한다
(급수유량을)형성시킨다

요청한다
(조건을)확립한다;만듣다

(원인을)규명한다
(조건을)만족시킨다

참조한다
감압시킨다

냉각시킨다

(자동위치에)놓는다

최대로한다

최소로한다

〈모션을)가압한다
(단계에)따른다

(신호를)발생시킨다

종의 패턴화된 작업군을 의미하거나 원전의 특수한 영역지식 (domain

knowledeg)을 근거로 하여 별도의 작업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패턴화된 기능은 훈련에 의해 일련의 작업을 조직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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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성하게 된다. 이때 개인의 휴리스틱이 작용하여 직무수행순서의 임의의

조합과 구성을 형성하게 되거나 임의의 cue를 시작점이나 확인점， 종료점으

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경우 일종의 기계적인 동작이 되므로 captured action

의 성격이 강조될 경우 점차 인지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활용되는 정보의 양

과 질이 축소된다. 그러브로， 이러한 패턴화된 기능적 직무절차는 예외가 선

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유사한 시작점， 확인점， 종료점과 관련된 정보의 판

별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절차서를 기술직무동사 대신 일반직무동사를 사용하여 작성한다면，

매우 이해하기 쉬운 절차서가 구성될 것이나 초보자에 대한 효용 이외에는

오히려 비효율성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절차서의 기술은 운전원에게 요구되

는 전문영역지식의 기반을 전제로 일반직무동사의 어의를 축소 구체화(일종

의 편향구조형성)하고， 계통의 기능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기술직무동사를

주지시킴으로써， 상당히 추상화된 기술방식을 갖는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상

세한 절차의 안내가 전문가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운

전절차의 구성에는 이와같은 전문지식의 견고한 공통배경을 형성하는데 소요

되는 노력과 세밀한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얻는 부담을 절충하는 과정이 반드

시 필요하다. 너무 추상화되어 어려운 절차서는 운전원의 교육훈련 부담이

폭증하거나 운전원의 가변폭이 작업성능을 위협할 수 있으며， 너무 상세한

절차는 운전원의 전문성함양을 저해하고 수용성이 낮게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운전원의 작업과정은 기술직무동사가 의미하는 계통의 운

전기능을 자발적인 해석과정을 통하여 motor-skill 수준의 일반직무동사로

연계하는 과정이 개입된다. 인간공학적언 작업평가에서 운전원의 외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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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도가 이러한 motor-skill 수준의 일반직무동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었다. 운전원의 교육훈련에서도 이러한 motor-skill에 대한 충

분한 훈련과 패턴형성이 중요시 된다. 그러나，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motor-skill의 quality 보다는 기술직무동사와 일반직무동사 사이

를 연결하는 과정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MMI 설계가 투명하다는 것은 MMI 설계의 특성이 운전원의 작

업의도 실현에 전혀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MMI의

투명성 (transparency) 은 MMI 설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MMI 설계로

형성되는 motor‘skill의 충분한 형성 및 명확성 확보 문제와 운전원의 작업

의도와 MMI를 통한 일반칙무의 mappmg이 개념적 양립성 (compatability)을

확보하고 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1.3 직무목적어 분류체계

운전원의 직무수행행위 (직무동사)의 대상이 되는 직무목적어의 분류

는 혼이 계통분류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목적어의 분류체계는 보통 발전

소 서스댐 구성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위수준의 계통 분류로 부터 직무통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계측제어기기 까지 계층구조적 (hierarchical)으로 그

체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직무분석 기법에 이용되는 목적어 분류체계는 연구대상 플랜

트의 분류체계를 따르게 된다. 중장기 과제 ‘인적행위 분석 기법 개발’에서

수행중인 운전원 모형개발 팀은 연구대상 플랜트를 영팡 1, 2호기로 선정하

고 있으므로 직무분석 기법에 영광 1. 2호기의 계통 분류체계를 따른다[1 7

참조1

자



제 2 절 원전의 인간공학 논제 (Issue)와 직무분석

2.1 직무분석기술 응용대상 및 평가 이슈

가. 직무분석기술 응용 대상

미국의 TMI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그 중요성이 입증된 인간공학

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운전， 시험 및 유지보수 동의 활동에 다른 분야

의 기술과 통합된 형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1,7]. 즉， 인간공학기술， 계측제어

기술， 핵공학 기술， 운전/시험/유지보수 기술， 동의 관련기술이 각기 독립적이

아닌 통합적인 측면에서 조정되고 적용된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다른 기술분야와 함께 인간공학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주요 설계/평가 대상은 크게 (1)언갇， (2)기계 (인터페이스 포

함)， (3)환경으로 나눌수 있겠다[2]. 발전소 운영의 핵심인 운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요 평가대상 중의 하나인 인간에 관한 문제가 가장 평가하기 복잡

한 대상이며 나머지 두 가지 대상의 평가 결과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

서는 인간측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요 평

가대상을 좀더 세분하면 직무 (tasks) , 환경 (environment) , 장비

(equipment) , 원전요원 (personnel) , 운전 (nuclear operation) , 각종 절차서

(documentation) 등을 들수 있다 [세부적인 인간공학기술 적용 대상은 표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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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원전의 인간공학 기술 적용 대상 [2 참조]

적무 (tasks)

환경 (environment)

장비 (equipment)

월전요원 (personnel)

운전 (nuclear operation)

각종 절차서 및 매뉴얼

(documentation)

Function allocation
Task loading
Precision requirements

-task feedback
-eπor telerance

Training
Temperature, airflow, and humidity
Illumination and acoustics
Workplace size, geometry, and layout
Nuclear radiation, and other environmental
hazards

User operability
Application
Maintenance
Accessibility
Testability

I Dependability
Standardized conventions and nomenclature

Physiological limitations
Anthropometry
Sensory limitations
Memory
Decision making
Experience and educational level
Human adaptibility
User acceptance

Operational safety
Long continuous operation
Shift rotation
Shift turnover
Normal, startup, shutdown, and emer. opera.
Total plant operation
Plant procedures
Equipment manuals
Computer software
Specifications
~Jlgineering drawings

%

ω



나. 만깐공학기술의 주요 평가 이슈

기존 시스템의 셜계개선이나 전혀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 결과가 필요하다. 평가에 관한 이슈는 보통 3가지 수

준에서 이루어진다. 호환성5) (compatibility), 이해도6) (understandability), 효

율성7) (effectiveness) 둥이 그것이다 [2].

인간-기계시스템에서 인간측은 그의 인체측정학적 및 생라학적인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계측이 이러한 인간측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을

경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효율성있는 즉， 수행도가 향상된 MMIS

설계률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퍼. 재래식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경우

호환성 측면의 평가는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었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설계에 있어서는 첨단의 디지탈 기술이 속속

도입됨으로써 원전요원의 운전환경도 단순직무 활동으로 부터 고도의 인지적

의사결정을 요하는 직무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전운영의 효율성은

재래의 원전설계보다도 훨신 많은 부분이 고도의 인지적 직무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평가 측면도 원전요원의 인지적 직무 수행도에 관한 측

면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평가 이슈 중의 두번째 항목인 이해도는 기계측이

5) 호환성 (compatibIlIty) : 원전요원애게 보여지는 MMI(S)의 물리적인 본질과 원전요

원으로 부터 기대되는 반응 (resopnses)이 상호작용하는 질적/양적인 정도.

6) 이해 도(understandabilIty) - MMI(S)로 부터 제시 되는 정보의 구조(structure) ， 형 태

(format), 내용 (content) 둥이 원전요원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정도

7) 효율성 (effectiveness) - MMI(S) 수행모의 높고 낮은 정도

%

강



운전원에게 제시하는 정보의 구조 (structure) , 형식 (format) , 내용 (content)

둥이 어느정도나 운전원에재 의미 있는 정보로 전달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이다. 운전원이 행하는 인지적 의사결정 시권스와 그에 따르는 기계측의 정

보제공 관계가 그림 2.1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인간측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

는 정보처려 모형과 기계측이 제시하는 정보의 종류， 구조， 형식 및 내용은

상호 인지적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전요원이 필요로하는 정보플 제때

에 플랜트의 상황을 이해하는 내용 및 형식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의사결

정에 혼란을 야기 시키게 되고 나아가 발전소의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궁극적으로 MMI(S) 평가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세번

째 평가이슈인 효율성이라 하겠다. 원전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운전원

의 수행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좋은 인간-기계시스템은 운전워의 직무수행

도를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것을 크게 나누면 기계측으로 부

터 오는 요인과 인간의 내부로부터 오는 요인으로 나눌수 있다. 앞에서 언급

한 두 가지 평가 이슈는 기계측 즉 인간의 외부로 부터 오는 외적수행도형

성인자 (external performance shaping factors)이고 운전원의 훈련정도 및

경험， 스트레스 동은 인간 내부로 부터 오는 내적수행도형성인자 (internal

performance shaping factors) 이다 [4]. 표 2.5는 운전원의 직무수행도에 영

향을 미치는 수행도형성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s) 틀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정의 및 설명은 NUREG/CR-1278, Handbook of Human

Reliability Analysis with Emphasis on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

Chapter 3 참조J. 외적수행도형성인자와 내적수행도형성인자 사이의 관계는

그림 2.2에 잘 설명되어 있다. 외적수행도형성인자와 내적수행도 형성인자가

-35-



INSIDE

STANDARD

TRACK

COMPARE

TECHNOLOGY

sensora
tralUlmilllon
pr어)roees‘Ina

noise nlterlna
valida찌on

· Boolenc 10Jlc
Insrrument contascts
pa‘tern re∞F따Ion
trend an삐ysls

Expert System
Inference

loP:
- pattert recoa-nI‘Ion
· Expert Sys야m

Inference
· trend analysis and

shnulatlons

INFORMATION

plant data
equipment stsa‘us
paramrter: ma~ltude.

direction. tronds
calibrations and
coefflclents

desla-n α'Iterla and
operatlna- rules

equipment limits and
constalnts

production a-oals

reac‘or state
. equipment .tstus
existl~ cndl t.lons
a.‘ocla‘Ions amona
equipment and
proceBBes

· fault tree analysfa
model simulation

DIAGNOSE ‘ i · Expert System
‘!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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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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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메eurlthms

mode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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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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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 운전정보， 정보분석기술과 연결된 의사결정 시헨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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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수행도형성인자 (PSFs) 의 분류 체계 [4J
1 Architectural Features
2 Quality 이 EnVIronment

Situational
temperature, humidity, air Quality, radiation
lighting

Characteristics
nOise and vibration
OeQreersoJfWgoernkebrare|acklesan||ness

3 Wor\< hoursJWork breaks 4 Shift rotation
Those PSFs general t。 5 Availability/adequacy 0’ specIal eQUlpment,tools,supplles
one or more Jobs In a 6 Manning parameters
work situation 7 Organizational structure

authority, responSibility, cαnmunlcatlon channels etc
8 Actions by supeVlsors, coworkers, union representltlVes
9 Rewords, Recognillon, Ben띠ts

Job/task Instructions 1 Procedures ReQulred(wntten or not wntten’
2 Wntten Or oral COmmunications

Single most Important
3 Cautions and warnings

External 4 Work methods
tool for most tasks 5 Plant pahcles(shop practices)

PSFs 1 Perceptual requirements
2 Motor reQulrements(speed, strength, precIsion)
3 Control-DISp’ay relationships
4 Anticipatory reqUirements
5 Interpretation 6 DecIsion-making

Task/Equipment
7 Complexity (Information load)
8. Narrowness of task

Characteristics 9 Frequency and repetitiveness
\0 Task cntlcallty

Those PSFs spec씨c to 11 Long and short term memory

tasks in a Job
12. Calcu’atlonal requirements
13 Feedback(knowledge of res비ts)

14 Dynamic vs Step-by-step activities
15 Team structure and commUnication’6 Man-machine Interface factors

design 이 pnme eqUipment, test equipment,
manufactunng eqUipment, Job aids, tools, fD<lures

1 SUddenness of onset 2 Duration of stress

Psychological
3 Task speed 4 Task load
5 High Jeopardy nsk

Stressors 6 Threats (of failure, loss of JOb)
7 Monotonous, Dgradlng, or Meaningless work

PSFs which directly
8 Long, uneventful vigilance periods
9 Confllc1s of motives about job performance

Stressor affect mental stress 10 Reinforcement absent or negatIve

PSFs
11 Sensory depnvatlon

Physiological ’ Duration of stress 2 Fatigue
3 Pain or discomfort 4 Hunger or thirst

Stressors 5 Temperature eX1remes 6 Radiation
7 G-force eX1remes

PSFs which directly
8 Atmosphenc pressure eX1remes
9 Oxygen InsuffiCiency 10 Vibration

affect physical stress 11 Movement ∞nstrlctlon 12 Lack of physical exerCise

’ PrevIous tranlng/exerClse
2 State of current practice or skill

OrganismIc Factors
3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variables
4 Motivation and aUltudes

Olnternal 5 Emotional state
CharactenstlCS of people 6 Stress(mental or bodily tension)

PSFs resulting from Internal 7 Knowledge of reqUired performance standards
8 Sex dlfferencles

and external Influences 9 Physical condition
10 Altitudes based on Influence of ‘an끼Iy and other outside

persons or agencies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는 양성적인 스트레스 (facilitative stress)를

’
t

?

나



유발시켜 운전원으로 하여금 최적의 직무수행도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들

두 인자가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음성적 스트레스 (disruptive

stress)를 유발시켜 원전요원의 직무수행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OPTIMUM PERFORMANCE

ζ:::>

F’ACILITATIVE STRESS

EXTERNAL PSFs

SITUATIONAL
CHARACTERISTICS

TASK & EQUIPMENT
CHARACTERISTICS

JOB TASK
INSTRUCTIONS

ζ:>

MATCH

INTERNAL PSFs

> OR ζ
ORGANISMIC
FACTORS

MISMATCH

ξ;늦

DISRUPTIVE STRESS

~

SUBOPTIMUM PERFORMANCE

그림 2.2 외적수행도형성인자와 내적수행도형성인자와의 관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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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직무분석을 통하여 운전원의 직무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수행도 형성인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단히 중요하다.

다- 시스탬 설계 및 개선을 위한 평가분석 도구로서의 직무분석

직무분석의 목적은 전혀 새로운 인간-기계시스템의 설계 개발이나

또는 기존 시스탬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데 있다

[12,13J. 이러한 관련 정보는 인간측이 할당된 직무룰 수행하지 위한 직무소

요자원이 무엇인지 또는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인간측의 직무수

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및 환경의 어떤 설계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동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원자력산업계에서는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인간공학기술 적용대상에 인간공학기술 개발에 관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고 이에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직무분석을 통하여 다량으로 획득하고 있

다. 새로운 시스탬을 설계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든 또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

하기 위한 목적이든 간에 그에 필요한 정보는 항상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정

보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평가분석의 수단으로는 주로 다음

두가지가 활용되고 있다. 첫째， 개별적인 인적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criteria)

과 지침 (guidelines) 을 틀 수 있다. 이는 점검표(checklist) 의 형태로 활용되는

데， 작업공간의 설계에서 구체적인 항목별로 적용된다. 둘째， 직무분석 (task

analysis) 을 들 수 었다. 직무분석을 수행하는 데는 시스템이 복잡하게 전화

함에 따라 감지 (monitoring)-처 리 (process)-반응(response) 등이 포함된 개

념적인 모형(conceptual model)을 활용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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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운전직무의 특성상 운전절차서는 정상， 비정상， 비상， 출력감

발 운전과 같은 운전유형에 따라 준바되어 있고 운전원은 이를 기준으로 직

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직무분석은 보통 운전절

차서률 기준으로 이루어 진다. 운전절차서를 기준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함으

로써 운전원에게 부여된 기능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소요 정보 몇 지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직무분석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첫째， 운전절차서가 요구하고 있

는 운전원의 직무수행절차는 무엇인가? 둘째 운전원이 직무수행에 필요로하

는 정보 및 지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둥을 들수 있

다.

원자력발전소 요원의 직무분석 (crew task analysis)을 통하여 수집

된 정보는 보통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 된다[2J.

제어설의 인간공학적 설계개발 및 기존 제어실의 설계 개선

-작업반의 배치

-자동 및 수동 제어기능 분담

-표시기의 종류 선청 및 상세한 특성

-제어기의 종류 선청 및 상세한 특성

-제어반의 경보 선정 및 배치

발전소 운전에 필요한 제어실 운전원의 수， 유형 및 직무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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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운전원의 정신적 및 신체적인 작업량 평가

운전원 자질 (qualification) 및 훈련 요건 개발

정상， 비정상 및 비상 운전 절차서 개발

-제어 및 운전전략의 개발

운전 팀악 업무수행도(jop-perfonnance)를 높이기 위한 운전원

지원도구 캐발

운전 팀의 업무수행도를 높이기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강구

및 개발

. 확인 및 검증 검토 수행에 이용

직무분석의 기법은 반드서 어떤 정형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

하여 기폰의 정형화된 직무분석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형화된

직무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가 얻고자하는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직무분석 기법에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

에 맞게 직무분석의 상세성 동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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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 절 직무분석 수행 절차

3.1 직무분석 수행 프레임워크 개발의 필요성

직무분석은 보통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직무분

석은 다른 시스템의 개발 및 평가와 일정을 맞추어야 하고， 직무분석을 수행

하는 분석자들은 서로 보조를 맞출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7]. 그리고 보

다 정확하고 유용한 직무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분석 전문가 외에， 설

계공학자， 시스템안전 분석가， 설비 및 제어 공학자， 작업관리자 및 임원， 훈

련 전문가 동 여러 부류의 전문가가 펼요하다.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직무분

석 팀을 결성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시스댐의 기능과 운전원 직무를 좀 뎌 정확하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의 단계를 체계적으

로 구성 (프레임워크) 하여야 하며 또한 각 단계별로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

지하기 위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NRC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간공학 프로그램 검토 모형 (HFE

Program Review Model)에서도 검토 항목으로서 직무분석 수행계획 개발여

부를 확인하고 수립된 수행계획에 따라 시스템의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분석결과 보고서로 문서화 하였는 지를 확인하며，

더붙어 분석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보고서로 문서화 하였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직무명세 (task description)와 분석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분석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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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무분석 수행 프레임원크

가. 시스탬 명셰 (system description) 및 분석

인간-기계 시스템의 직무분석은 보통 하향식 (top-down)으로 이루어

친다. 직무분석의 각 단계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인간-기계 상호요구 조건들

에 대해 점차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각 단계는 비록 그 절차가 비용

또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상세한 직무분석을 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단

계의 분석을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명세 및 분석단계의 주요한 목적은 작업의 질적， 양적 측면에

대한 규명 (identification) 이다. 이를 통하여 직무분석자는 시스템을 전체적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 시스탬 가능분석

일반적으로 시스템 기능분석의 첫 단계는 시스템이 어떠한 부분으로

이루어쳐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제한 및 목표달성에 관련

된 기준 둥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최종목표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목표의 결

과를 달성하기 위해 펼요한 시스템 가능을 규정한다‘ 때때로 시스템 기능을

정의하기 전에 작업의 잠재적 형식 또는 주요 시스댐상태를 정의하는 것이

펼요한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른 기농이나 다른 방식의 실행기

능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이 복잡하면 하위 기능으로 나뉘어져야

한다. 다음 단계는 시스템의 설비 특성을 검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분리된 전기 전자 그외 기계부품의 하위 시스템은 보통 각 기능을

서로 톱도록 설계된다. 몇몇 경우에 있어 하부체계들은 하나 이상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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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설계될 수도 었다. 대부분의 경우， 하부체계와 부품 (component)이

다양한 시스템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부체계들의

공학적 설계가 연구된다.

그. 분석은 설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할까지도 포함하여 기

능의 일반적인 실행절차를 묘사하는 것으로 계속된다. 그리고， 기능수행에 대

한 규정된 기준이 밝혀져야 한다.

운용순서 분석 (Operational sequence Analysis)

운용순서분석에서는 작업흐름(operational flow) , 기능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 및 기계동작(action)이 시간에 따라 서술된다. 원전의 운전원은

하나 이상의 임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임무가 분석되어

야 한다.

시스템기능에 대해 예비분석을 하는 이유는 가능한 모든 기능상의

요구조건이 다루어지도록 작업순서를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운용순서분석을

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작업순서 윤팍을 개발 한다.

-이것은 주요 사건들의 순서나 작업단계의 명세이다.

@ 순서 (sequence)의 이야기식 명세를 개발 한다.

-이것은 처음과 끝 조건(상태}， 주요 사건 또는 단계， 사건들 또는

단계에 의해 생긴 기능틀， 그리고 인간 및 기계의 주요한 동작을 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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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흐름도(functional flow diagrams)를 개발 한다.

一기능흐름도는 기능과 수행도 요구조건 및 그들의 순서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 흐름도는 형태적 기능의 할당이나 규명과 작업의 규

명에 대한 적당한 수준이 달성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상세히 개발된다.

@ 동작-의사결정 도표를 개발 한다.

-이 도표는 기능흐름도 대신， 또는 기능흐좁도에 추가하여 준비될

수 있고， 여러수준으로 상세하게 준비될 수 있다. 기능흐름도와 비슷하게， 초

기단계에서는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것과 설비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행해지

는 것 사이에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운용순서 명세에 있어 마지막 단계는 운용순서도 (OSD;Operation

Sequence Description)의 준비이다.OSD는 작업자， 설비， 소프트웨어 동작이

시간순서로 다른 것과 어떻게 통합되었는가에 대한 상세화된 명세서이다.

OSD는 작업의 규명 및 명세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공학척 설계를

위한 도구이다.

기존 시스댐을 이용한 분석방법

시스템 기능 분석과 운용순서분석은 분석될 시스템에 대한 작업상의

예제가 없을 때 사용되는 경우가 보퉁이다. 시스댐에 대해 작업절차가 존재

할 때， 다른 시스템의 명세서류가 운용순서를 정의하거나 작업을 규명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경우， 인터페이스 설계와 안전분석， 절차， 기술적 명세，

그리고 다른 시스템 서류로부터 결정될 수 있는 행태적 기능 및 작업의 규명

으로 분석을 직접 진행사킬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한 직무분석의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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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차는 NRC에서 행한 "Task Analysis of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Crews" 에 포함되어 있다.

2) 직무명셰 (task description) 및 직무목록

직무명세에서 첫 단계는 시스템 명세/분석의 결과로부터 각 임무나

작업순서에 대한 직무목록 (task list) 을 준비하는 것이다. 직무목록이란 인

적 수행도의 요구조건에 대한 범위 및 순서를 발한다. 임무/작업순서 규명，

시스댐 기능 규명， 다른작업의 시작과 시간적으로 바교한 작업순서 변호， 작

업제목， 작업 목적/목표 동의 정보항목은 작업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유용하

다. 각 작업은 직무묘사자료 (task-descriptive data) 를 사용하여 구성한

정보 요구조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직무명세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안된

정보의 항목들은 그것들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야 작업에는 펼수적인 부분이

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정보의 항목이 표

2.6에 나타나 었다.

3) 명써 자료수집 (Descriptive Data Collectio띠

직무명세 자료수집을 위하여 4가지 기본적인 기법이 사용된다. 시스

댐 재발 및 수행 분석팀의 전문가들 그 외에 직무명세를 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 따라 기법을 선택한다. 보통은 다

음 방법틀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CD 서류 평가 (documentation review)

연구중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비슷한 시스템에 대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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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직무명세를 통하여 획득하여야 할 정보의 항목 [5],

황 E-1EL 내 용

X--1F。tj{ ;cI:iL-까L‘- 작업이 수행되는 곳

사용된 설비， 사용된 표시장치， 사용된 제어장치，

직무명세
행하여진 행위(각 작업단계의 세부적이고 순차적인

묘사)， 지원설비 및 보조장치， 개인의 행위에 관한

정보궤환. 둥을 포함한다.

수행빈도
하루， 일주일 또는 한달에 한번， 두번 또는 네번

등의 교대시간

임무 혹은 작엽과정에서의 실패의 효과. 위급도는

위급도 (cntlcalllty) 대개 상대적 순서 (relative ranking) 로 표현되고 전

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수행도 기준 및
성공적 작업수행애 대한 기준

」I」I」 τ?r‘:

오류 가능성
시스템 운전경험， 수행도 관찰，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한 발생가능한 인적오류

상대적인 순위 혹은 규정된 척도， 실수결과의 섬

실수 결과의 심각성
각성 (severity)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한 값.

이러한 정보의 항목들이 위급도 대산 사용될 수도

있다.

재해/안전성 요소
이며 알려져 있거나 추측되는 재해， 혹은 재해를

피하거나 막기위해 훨요한 요구조건들

작업난이도 일반적으호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상대적 순위

도구 및 설비 도구， 시험설비， 보호기어， 참고 메뉴얼 등

기술 및 지식
작업이나 직무의 작업자 선발 및 훈련을 위한 기

술어나 지식의 형태 및 수준

효과적언 작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특별한 육체

육체적인 특성 척요구조건 (신체크기， 곤력， 손재주， 근육운동의 조

정기능， 규정된 부하에서의 생리적 내성 등)

템 명세 및 도식， 기술적 명세서， 진행절차 훈련자료 둥으로 부터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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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얻을 수 있다.

@설문조사

원전의 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원으로 부터 직무자료를 얻기 위해 사

용된다.

@ 변담

SME (Subject Matter Expert)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별

면담을 할 수 있다. 형식을 갖춘 설문지나 직무자료 양식이 면담에서 사용될

수 있다. 꿇석자가 이미 SME와 접촉했다면 자료를 개발하는 동안 생기는 질

문을 묻기 위해 다소 비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찰

모의실험 또는 실제로 수행된 직무의 관찰은 직무자료를 최초로 수

집하거나， 위에서 제기된 방법에 의해 개발된 예비분석 결과와의 차어를 밝

히고 수정하는데 사용한다. 관찰을 위해서는 적어도 실험용 모형， 모의실험，

혹은 시스댐의 원형 둥이 필요하다. 만약 시스댐 상호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고 수행도 요구조건에 대한 시스템의 효과가 적철하게 밝혀지면， 유사한

시스템에서 관찰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무를 설명할 목적으로 관찰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련의 직무수행순

서에 대한 보다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직무와 운전원간의 상호작

용과 시간 및 동작 요소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는 직무수행순

서의 시간에 따른 수행도를 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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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성 분석

시스댐 및 직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는 시스템 및 직무에

대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에 대한 여러 방면의 분석을 위한 입력자

료로 사용된다. 적용성 분석은 작업자의 수행도 평가에서 사용함으로써 그것

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응용분야중의 하나이다.

적용성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방변의 이론 및 기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용성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명세자료수집 모형을 만드는데 참

가해야 하지만， 반드시 분석의 설명을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시스템 및

직무명세자료의 몇가지 적용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설계 (design) 의 인간공학

-개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정보의사결정 및 행위요

구조건의 할당과 시간적인 순서를 분석하기 위한 운용순서도의 개발

-설비 및 채어장치 설계를 최척화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제안된 표

시장치 및 제어장치 특성의 직무명세분석을 통한 규정된 정보와 제어의 인간

공학적 비교

- 작업장이나 작업부분 계획을 최적화하기 워하여 작업자와 작업

장 또는 작업부품간 및 작업자 구성원간의 인터페이스의 빈도 및 위곱도를

도식척으로 정의하고 나타내기 위한 연계분석 Oink analysis)

@ 수행도 예측， 작업자 선택기준 및 척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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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대한 작업선택의 기초로 작업속성의 행태적 분류나 수행

도의 차원 개발

-위급한 작업과 개인적 기술/속성을 확정하기 위한 위급사건 분

석

-작업기술， 지식 요구조건， 학습체계 개발

@ 언깐/체계 선뢰도의 연구

@ 인지적 동작의 분석 및 모텔링

m

ω



제 3 장 직무분석 기법

본 장에서 직무분석기법을 직무자료 (task data) 수접기법， 직무명세

(task description) 기법， 직무시율레이션 기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기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5 참조J.

제 1 절 직무자료 (Task Data) 수집기법

1.1 행위샘플링 (activity sampling)

가. 개요

행위표본추출은 직무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에 관한 자료를 수

집하는 방법이다. 작업자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함으로써 직무행위의 빈도， 유

형을 알아낸다.

나. 적용분야

이 기법이 적용되려변 직무요소의 대부분이 관찰， 묘사될 수 있어

야 하고， 샘플령이 직무와 보조를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생

산 라언에서 회로 기판 조렵작업과 같은 경우 두 작업이 너무 빠르게

연속해서 수행되면 고속 비디오 촬영 같은 보초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이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의사결정이나 인지행위가 포함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관찰하기가 어렵다.

행위샘플령의 목적은 각각의 행위틀에 소요되는 시칸 비율을 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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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이렇게 구혜진 자료를 이용해서 不必要한 직무를 없애거나

착업부하를 많이 유발시키는 직무요소를 파악 할 수 었다.

다. 다른 기법들과의 연계

도표화 기법 둥과 병행해서 적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직무행위

를 분석할 수 있다. 행위 샘플링 에서 열어진 자료를 다른 유형와 분석기

법의 정확도를 검증하는테 이용할 수 있다.

라. 장단점

1) 장점

행위를 정의하고 분류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펼요하지만， 이 가법

의 운용은 매우 간단하며 적은 자원을 펼요로 한다. 자료해석에 많은 노

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기법은 예상되지 않은 행위에도 시간의 소요정

도를 파악할 수 있고 직무에 연관되지 않은 행위들을 쉽게 밝힐 수 었다.

2) 단점

직무 요소를 자료수집 천에 분류해야 하는데 상당허 숙련된 분석

자가 펼요하다. 많은 직무요소를 가지고 오래 지속되는 복잡한 직무분석

시 자료수집에 많은 시칸이 펼요하재 된다. 행위 샘플링을 이용하여 인지

적 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행위의 빈도수가 그 행위의 중요도와 반드시

멸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보흘 잘못 해석할 위헝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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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급 사건 기 법 (critical incident technique)

가- 개요

사건에 관한 데이터 수집이 이 기법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사건이

란 작업환경에서 시스댐의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혼혀

사건이라 하면 시스댐의 목적에 역효과블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

법은 시스햄에 설제척언 영향을 주는 사건을 확언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

은 인적오류 몇 안전에 관한 연구와 깊은 관계가 았지만 직업섬리학 분

야에까지 적용훨 정도로 그 내용이 광범위하다. 이 기법의 기본 전제는

위급사건이란 ‘시스댐에서 작업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잊을 수 없는 사건’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작업자는 위급하다고 생각하는 최근의 사건을 희

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들이나 그틀 동료얘게 일어난 사건을 희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기법은 특히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다루고 았지

만， 자주 얼어냐는 사건에도 적용훨 수 았다. ‘위급’ (critical)이라고 생각

되는 섬각한 사건은 작업자가 질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의 되어

야 한다. 먼저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한다- 그라고 나서 문제를 개

선하고， 시스햄 성공을 위한 올바른 질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스탬을 어

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언지를 확인한다. 이 거법은 언적오류 분석에 유용

한 기법이다- .

냐. 적용분야

이 기법은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될 수 었으며 상셰한 정보수

집기법의 기초가 훨 수 있다. 위급사건기법은 대개 현존하는 시스댐에 적

용된다. 왜냐하면 이 가법은 시스댐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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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고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시스템에서 재발중인

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다른 자료수집방법과 때우 밀접한 관련이 였다. 우선 면담은 위급

사건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주된 기법이다. 포환 셜문기법도 정보

를 수집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사랍들에게 사건에 대해서 질

문을 한다는 점에서 언어 프로토콜 기법과도 유사하다. 위급사건기법에

의해서 수접환 정보를 참조하여 다른 기법을 적용할 것언가를 결정할 수

도 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작업의 난이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면담이나 관찰기법을 사용해서 더 연구를 진행할 수도 었다. 결함나무분

석이나 사컨나무분석에 대한 업력자료로 사용할 수도 었다.

라-장단점

1) 장점

언칸요소에 취약점이 있는 시스템에 유효하다. 오류의 종류와 언

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상적언 작업자 행위를

기록하는 다른 기법에 잘 드러나지 않는 드문 사건을 인식하는데 적철하

다. 또한 기법을 적용하는데 그 바용이 경제적이다.

2) 단점

작업자가 기억한 사건에 의존하여 데이타를 얻는다. 정확하고 진

설되게 기록올 해야한다. 웅답자 개개인의 정직성 문제보다는 과거에 보

고하지 않고 잠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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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왜곡될 염려가 었다. 기법의 본질상 일

상적언 작업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

으로 사건이 많으면 오허려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았다.

1.3 관찰(observationa l) 기 법

가- 개요

관찰 가법은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데이타를 얻는 기법

이다. 이랴한 기법은 작업시간 둥을 측정하여 시스댐의 성능을 계산하는

기법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이 기법은 작업자의 행위를 모두 기록하고，

그 외에 부족한 것은 작업자의 음성 둥으로 보충할 수 었다.

관찰기법은 직접 눈으로 관찰하거냐 eeTV룹 이용하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는 동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다. 또 펼요에 따라서는

위의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기법의 특정

온 관찰대상이 관찰을 의식한 행동을 하기 쉬우므로 작업자는 이를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적용분야

관찰기법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데이타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정교환 데이타를 얻고자 할 때는 적당하지

않다.

관찰기법온 원하는 정보가 불랴적인 작업순서이던가， 작업자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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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둥 시각， 청각 형태로 주어칠 정우에 적합하다. 작업의 많은 부분이

정선적인(mental) 것이라면 시각데이타를 기록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따

라서 음성정보를 수록하는 것도 때우 유용하다.

포한 상호간의 의사교환이 중요한 작업 둥에서는 관찰자의 참여가

항상 영향을 마치므로 정확환 버간섭관찰율 수행하기란 때우 어렵다. 따

라서， 관찰가법은 이러한 청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관찰기법은 작업자와 더불어 조사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설제시연(walk-through) ， 언어 프로토롤(verbal protocol), 구조화된 면

담(interview) 둥과 연계시켜 음성영상기록을사용한다.

관찰기법은 데이타를 거록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다양한 분석기법

으로 이 데이타를 처리할 수 았다- 관찰기법이 영상(video)을 반드시 사

용할 펼요는 없지만 추후 분석에서 펼요한 경우가 었으므로 가능한 영상

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분석자가 기록장(written note)에만 의

존하기로 결정했다면， 조사자에께 인상적인 사건만 기록할 것이고 그 데

이타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추후에 펼요한 다른 사건에 춧점

을 맞출 기회를 상절하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접근법은 예비연구(pilot

study)를 행하는 것먼데 이러한 연구를 함으로써 기록되어야 할 데이타의

형태가 명확해질 것이다. 기록장온 많은 상황하에서 적당하며 영장기록보

다 털 분석적이다. 따라서 영장기록으로는 충분허 자세허 가록할 수 없는

면에도 춧점을 맞출 수가 있게된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분석과 차후의 참체적 채분석을 위해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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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세한 물리적 작업성능데이타도

영상이 펼수적이다. 이는 아주 자셰한 행위묘사가 가능하고， 만약 적절한

장바와 기술적 지원이 제공되면 아주 빠르고 복잡한 작업도 추적할 수 었

고 정확한 순서로 완전혀 분석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기법은 계층

적 직무분석의 응용과 작업순서도와 같은 다른 표현기법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았다. 이는 또한 거의 반복하지 않는 작업에 대한 영구 기록을

납킬 수도 았다. 그러프로 가창 좋은 관찰가록때체는 영상기록과 기록장

을 혼용하는 것이다.

라‘ 잠단점

1) 장점

관찰기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수집할 수 없는 데이따를 얻을 수 있

기록할 수 있고， 직회적 상호작용，

환경적 영향 (잡음 맺 방혜물)도 모두 정확허 표현할 수 있다. 관활기법

은 예벼연구에 이상적이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예측할 수 없었던 행위패

턴을 알 수 있고 이 후에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관찰기법은 조

사자가 작업에 보다 친숙해지게 한다. 관찰기법온 다른 기법에서는 단지

추측할 뿐얀 작업수행도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도 었다-

2) 단점

관찰데이타는 데이타가 많아 분석에 아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포한 관찰데이타는 공정하게 수집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그렇지 못할 수

도 었다. 관찰자체가 관찰되는 촉에 영향을 줄 수 었다. 관찰거법은 내면

의 사고과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기법은 고도로

언지적인 작업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신뢰성 있는 관찰데이타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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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펼요한 장벼는 버용이 많아 들고 장치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1.4 설문기 법 (Qestionares)

가- 개요

설문기법은 일정한 형태로 작성된 설문문항들을 사용하여 관섬있

는 설문집단의 의견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요구되는 답변은 문장

의 형태， 예/아나오의 형태， 선택， 동의의 정도 둥 여러가지로 할 수 었다.

절문지는 언제 어느때나 누구에 의해서나 만들어 질 수 있고， 작업장에서

나 집에서 수행될 수도 았으므로 절문기법은 상당한 유연생을 지년다. 따

라서 특정 직무나 시스햄에 포함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수접하는데에

아주 용이하다.

나- 적용분야

설문기법은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 작업자 설문조사등

으로 시스댐내의 문제점을 추출해 내고 시스템의 특정한 面을 평가하거나

포는 시스댐의 측면에 대한 견해나 태도둥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었다.

포한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갖고았는 작업지식을 조사하는데도 사용

될 수 았으며 많은수의 작업자의 반응을 수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면담(interview) 기법과 가장 뚜렷하게 연계될 수 있는데， 이 면담

기법은 셜문기법과 유사한 정보원을 사용하고 설문 항목에 대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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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도 있다. 설문거법은 또한 위급사건정보를 수집하는데에도 사용

된다.그리고 작무분석을 위한 많은 분석기법틀온 설문지로부터 수집된 정

보에 많이 의폰하는데， 이는 펼요한 셜문들이 셜문지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함을 의미한다-

라.장단점

1) 장점

기법을 실제로 적용할때 그 절차가 유연하고 칸펀하다. 설문지가

동시에 한 그룹의 사랍들에게 배포될 수 있다. 웅답자는 쉬는 시간에 설

문에 웅답할 수 있고 설문지를 설계환 사랍어 실수로 빠뜨리거나， 잊어버

린 셜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용답자가 젤끈의 주제에서 벗

어나더라도 다음 질문을 통하여 다시 주채로 돌아갈 수 녔다.

문장(statements) 과 순위결청을 정확하 사용하면， 대답에 대한 선

뢰성과 얼관생을 높얼 수 였다.

2) 단점

응답자는 분석자가 요구하는 대답이라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거나，

그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아나라 수행하기를 원하는 대답올 하재 되

는 경향이 었다. 포한 응답자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언지를 잘 모를 경우

에는 정보의 유질 가능생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따라서 웅답자를 잘

션택하는 것이 펼요하다. 질문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위험생이

향상 존째한다.

1.5 구조화된 면담<structure이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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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구조화된 면담온 정보를 수접하는데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여기에서 ‘구조화된(structured) ..이란 단어는 면담에서 질문의

내용과 순서가 미리 정해져있다는 것을 의며환다. 면담을 구조화하는것은

보다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가 위해서이다.

나- 적용분야

이 기법은 직무분석활동 중의 어떤 단계에서도 사용될 수 았으며，

자료수집을 하는대 사용되거나， 다른 기법의 보충자료를 얻는데 사용되기

도 하며 포한 다른 가법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기법은 많은 수의 사랍들을 다루는데 상당허 효율적이며， 또한

아주 큰 규모의 절문면담을 수행하는 상황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았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구조화된 면답기법은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았기 때문에，이 정보

를 필요로하는 많은 다른 기법들과 뚜렷한 연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관

찰기법온 특청 분야를 보다 자셰허 할아보겨 위해 많온 정보가 펼요한데，

변담기법은 이러한 상세분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었다. 그리고 면

담기법은 위급사건기법 같은 다른 기법들과 상호보완적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면담기법이 셜문지의 형성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문가법

과도 강한 연계를 가진다.

-60-



라.장단점

1) 장점

이 기법의 주된 장점은 응답자가 때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면담을 구조화하는 것은 웅답자에게 질문을 일관성있게 하여 얻어

진 정보를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포한 이 기법은 유연

생이 있고， 흥미있는 토론이 뒤따른다.

2) 단점

시칸의 손설이 크고， 셜푼기법보다 비경제적이다- 또하나의 단점

은 작업의 일상적인 변에만 춧점을 맞추고 았다는 것이다. 면담에서 편향

(bias) 훨 가능생이 항상 존계한다.

1.6 언어 프로토콜(verbal protocols)

가- 개요

언어 프로토콜은 직무수행중에 작업자의 행위 빛 작업에 대한 생

각둥을 구두의 형태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의 주요 목적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내면의 사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

나 모든 사고 과정이 바로 구두화 되는것은 아니다. 또한， 직무에 대한 구

두화가 조사될 행위와 상호간섭할 위험이 항상 존채한다. 따라서， 프로토

콜은 주의깊게 해석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자료들을 사용하여 겹종

-61-



되어야 한다.

나. 적용분야

프로토콜은 자료수집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직무분석의 초기에

다륜기법에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어떤 직무에서 추

출한 프로토콜은 그 직무에 대한 직무명세를 유도해 낼수 았어야 한다.

반약 분석자가 단지 직무셜명반을 펼요로 한다면 자세한 프로토콜은 펼요

가 없다. 따라서 이 가법은 의사결정작업을 관찰하거나， 구두화할 수 았는

사고과정을 펼요로하는 직무를 관찰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활 수 었

다.

다- 다른기법과의 연계

관찰과 같은 다른 자료수집기법이 이 기법의 보충자료를 제공할

수 었고， 프로토콜 자료는 다른 여러 기법들을 사용해서 다시 분석할 수

았다.

랴.장단접

1) 장점

언어 프로토콜을 주의깊게 사용한다면 작업자의 간단한 의사결정

이나 행동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었다- 이 분석을 적용

하여 얻은 결과는 신뢰성이 크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데야

터의 수집은 현장에서의 특별한 정리가 펼요하지 않으므로 때우 빠른 면

이고， 분석은 현장밖에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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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점

세밀혀 조사하기에는 언어 자체에 채환성이 었다. 사람의 인지과

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기법의 철과붙은 때우 펀향될 가능성이 았다.

포한 이 기법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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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I 2 절 직무명 셔I (Task Description) 기 법

2.1 도표화 및 네트력 (charting and network) 기 법

가. 개요

흐름도(flow chart)와 네트워(networks)은 시스렘내에서 직무돌을 도

식적으로 설명하는 시스템분석 방법어다. 도표화(charting) 및 네트원기법의

주요한 목적은 보다 쉽게 직무틀을 설명하고 또 특정한 직무틀을 강조하기

위해 직무들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도표화 및 네트워기법의 중요한 측면은 인간요소 뿐만 아니라 시스

템의 요소도 분석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직무분석기법이 인간의

직무에만 집중하는 반면， 도표화 및 네트원 기법은 시스템과 인간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나타낸다는 특정을 갖는다.

나. 적용분야

인간과 시스템의 두가지 측변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도표화 빛 네

트원 기법은 분석에 있어 다른 방법틀보다는 유연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직무를 설명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어진다.

이 기법은 다양한 적용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표화기법

은 分技(branching)나 반복(looping) 과정틀을 표현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또한， 이 기법은 인간 및 시스템 기능을 함께 나타내기 때문에 기능할당 문

제 (즉， 작업자와 기계사이에 역할을 할당하는 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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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흐름도(flow charts)는 절차적인 적무들에 적용되고 도표화 (charting) 기

법은 수작업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네트워 기법은 인지작업의 분석에

효과적이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흐름도는 계충적 직무분석에서 행위들의 순서를 묘사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고 사건나무분석(fault tree analysis) , 적시성분석， 운용순서

도(operational sequence diagram) 둥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

기법은 언어 프로토콜 분석 (verbal protocol analysis)으로 부터의 결과를 표

현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라-장단점

1)장점

직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 형태도 친숙한 경우가 많아 사

용자가 이용하기 편하다. 또한 분석의 최종 결과가 쉽게 사용되도록 명확한

단위로 직무를 표현한다. 도표는 人的 직무， 시스댐 기능， 자원의 흐름， 관련

된 장비를 나타낼 수 있고，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공통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사람과 기계사이에 기능을 할당하기 위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경

우에 유용하다.

2) 단점

신체적인 활동보다 정신적인 활동의 증가로 도표로 표현하는 것으로

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내부 인지 메카니즘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하나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는

댐



정보악 양은 제한되므로 복잡한 직무의 경우에 부가적인 도표도 펼요로 하게

된다.

2.2 분해 방법 (decomposition methods)

가. 개요

직무분해는 분석자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직무를 더 상세하게 분할을

하는 구조화된 방법이다. 직무요소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직무명세를 하고， 각 직무요소에 대한 더 많은 정보수집을 한다. 직무 분해

방법은 일반적으로 각 직무단계의 정보 및 관리적 요구조건물을 결정하기 위

하여 사용된다.

나. 적용분야

분해방법은 각 직무단계에서 행해져야 하는 행위틀을 체계적으로 설

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수집도구이다. 따라서 분해방법은 계층적 직무

분석이나 다른 분석방법들에 의해 생성된 직무명세자료를 근거로 보다 더 많

은 정보를 얻기위해 사용된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분해기법은 직무명세 자료에 근거하여 직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계층적 직무분석이나 직

무명세를 얻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기법들을 수행한 뒤에 수행되어야 하지

만 꼭 이러한 순서를 지킬 펼요는 없다. 그리고 분해기법에 의해 생성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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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제어장치 및 정보요구조건 목록을 얻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랴.장단점

1) 장점

분해구조는 분석자가 관심있는 부분에 모든 직무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어 정보 요구 목록의 기초로도 사용된다.

2) 단첨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2_3 계층적 직무분석 (hierarchical task analysis)

가- 개요

HTA는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副직무들이 어떠한 조건하

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껏을 분석하는 직무분석의 한 방법이다. HTA는 운용

틀(operations)과 이 운용들을 착수할 때 펼요한 조건을 서술한 계획들(plans)

의 계층을 만든다. HTA는 시스템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직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하는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다른 직무분석방법

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분석자에게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초기

에는 인지적 측면틀을 포함하는 직무틀을 나타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써 HTA가 개발되 었으나， 이 후 많은 다른 상황에 응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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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분야

HTA는 인터페이스 설계， 작업구성， 업무보조의 개발， 훈련( training) ,

인적오류분석들과 같은 특별한 문제를 다루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설계

자에게 직무들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스템 수명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HTA는 다른 직무분석기술들과 인간요소플의 지식과 경험의 유용한

구조로써 효과적으로 웅용될 수 있다. HTA를 수행하는 과청에서 운용자가

수행하는 시기， 소요시간， 수행시 어려움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런 정

보는 인터뷰에서의 토론이나 관찰에 의해 얻을 수 있다‘ 또한 데이타블 수집

하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예로 언어 프로토콜을 운용과 계획의

구성 이전에 복잡한 인지적 운용을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HTA상황에

서 다른 빈번한 활동은 설계 의사결정인데， 분석자는 적절한 점검표나 직무

분석의 분해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다.

HTA는 운용의 재구성에 기반을 둔 직무를 분석하는 일반적 방법으

로 HTA와 유사한 구조를 적용한 다른 계층적 방법들이 었으나， 대부분 문

제의 특별한 부분을 다루고 았다. 이 기법들은 산업웅용보다는 상업적 응용

에 춧점을 맞추는데， 주로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Hen 분야에 사용된다.

예로써， 지식묘사를 위한 직무분석 방법으로 TAKD(Task Analysis for

Knowledge Descriptions)와 목표， 운용， 방법， 선택규칙방법인 GOMS (Goal,

Operator, Method, Selection)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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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단점

1) 장접

HTA는 정보블 수집하고 구성하는데 경제적이며， HTA의 계층적 구

조는 전체칙무와 더불어 직무의 중대한 측면에 분석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HTA는 직무분석의 다른 특정한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며， 다른 많은 평가(assessment) 의 기초가 된다.

HTA는 분석자와 운용에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

며， 분석에 연관된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많은 헤택을 제공할 수 있다.

2) 단점

분석자는 효과적으로 직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skill)의 척도

(measure)를 개발하여야 하며， 관리자， 엔지니어， 다른 운용간부와의 협력의

척도(measure)를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2.4 렁크분석 Oink analysis)

가. 개요

링크분석은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넓은 의미로 두 부분 사이의 링크는 인간의 주의력 이동이나 시스템의 두 부

분 사이의 물리적 이동을 나타낸다. 링크분석은 한 시스템 내의 모든 링크의

배열을 최적화하는 체계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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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분석의 핵심은 시스댐 내의 링크들의 본성， 빈도， 중요성들을 나

타내고 기록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표현 기술에 었다. 또한 링크분석은

시스템 구성품 사이의 관계와 반도 데이타를 사용한 통계적 분석을 할 수 있

으며， 직무분석 기술의 하나로써 사용되고 적용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나. 적용분야

링크분석은 시간이 중요 고려대상이 되며 운용자의 이동을 예측할

수 있고， 하드웨어 중심기술과 갈은 각 구성품 간의 전이가 시스댐 성능의

효율성과 정확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 상황에 특히 유용하다. 링크

분석의 전형적인 적용분야로는 사무실과 조종실의 장비 배열의 디스플레이와

조종시스템의 배열이 있다. 분석방법은 특정상황의 결과를 낳으므로 얻어진

데이타를 다른 시스템 또는 직무 간에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

폰 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쉬우며， 자세한 배열의 그림을 사용

하는 것여 가능하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렁크분석에서 첫단계는 공간적 운용 순서도를 작성하는 시작단계와

매우 비슷하나 링크분석이 작업장에서 원소틀간의 여러 링크 형태틀을 한정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차후분석은 다르다. 또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여러

데이타 수집 기술들이 필요한 정량적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장

정의된 반복적 절처의 경우 작업장 원소들간의 링크들은 기존의 절차기록을

통해 설정될 수 있으며 실제적 데이타가 펼요하다면 원소들간의 렁크틀을

기록하기 위해 관찰 기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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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장단점

1) 장점

링크분석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항상 직무를 수행하

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며， 운용자에 의한 활동적인 참

여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되는 방법이 관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자료에 의존하므로 매우 객관척이다.

직접적인 기술이므로 분석자플은 그다지 많은 훈련여 펼요하지 않으

며， 분석자의 시간외에 비싼 설비나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

2) 단점

링크를 형성하는 기본으로써 직무절차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적인 자

료수집이 요구되며，그래픽과 표 형태의 표현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부시스템반을 표현할수 있다.

또한， 링크분석은 시스템내의 기본적인 물리적 관계와， 단지 링크의

빈도만을 고려하며 링크형성에 활용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는 않

는다.

2.5 운용순서 도(operational seQuence diagrams)

가. 개요

n



운용순서는 조정활동이나 정보수집 활동 동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들의 순서이다. 이러한 순서는 운용순서도라는 그래픽 형태로 표

현되어 질 수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의 운용순서도는 여러 직무가 수행

되는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직무릎 연결하는 흐름도이다. 가장 간단한

경우 직선 형태의 흐름이 있을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제한된 가지

(branching) , 루평(looping) ， 다른 조건적 활동동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적용분야

단순한 운용순서도는 적무에 관련된 운용과 그 순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세 가지는

시간적 (temporal) 운용순서도， 분리 적 (partitioned) 운용순서도， 공간적 (spatial)

운용순서도가 있다.

운용순서도는 설계， 개발， 운용사이클에서 모든 단계의 직무를 표현

할 수 있다. 이 때와 채약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여다. 만일 적절한 정

보를 수집할 수만 있다변 운용순서도는 수집된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데이타 수집기술을 선택할 때는 다이어그램을 그릴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펼요하다. 운용순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흐름도기법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공정도보다는 더 유용하고

강력한 정보흘 구축할 수 있다. 운용순서도는 다른 기법들에 펼요한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었다. 예를 들어 계충적 직무분석에 있어서

목적이 어떤 순서로 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은 분리 운용순서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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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쉽재 표현할 수 있다.

라.장단점

1) 장점

운용순서도는 문장이나 표 형태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운용들간

의 관계를 보여 주는데 매우 유용하며， 한 그림에 여러 운용자들로 부터 유

래된 정보를 파악할수 있는 다중직무 (multi-person tasks) 에도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그림 자체가 따로 준비될 수 있으므로， 일단 자료가 모아지면

일반적으로 운용시스템이나 운용자 시간 동의 사용이 펼요하지 않다.

2) 단점

비록 운용순서도가 운용간의 관계에 있어 많은 유형들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유형을 함께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는 없으며， 복캅한 직

무들을 표현할 때는 혼란스럽고 흔동되기 쉬운 경향이 었다.

2_6 시간선 분석 <timeline analysis)

가- 개요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내린 시간선 분석

의 정의는 ‘어떤 제사된 작업에서 기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성

능에 대한 조건을 알아내는 분석기술’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작엽자

가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가(기능적 요구)’와 ·얼마나 빨리 그 일을 완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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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시간적 요구)’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간선 분석은 미리 정해진 절

차가 아니라 규칙들의 집합이다， 이것은 분석자가 시간적， 기능적 인 변에서

요구되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림의 형태로 규칙들을 제공한다.

나- 다른 기법과의 연계

시간션은 표현기술이므로， 기본적인 입력정보를 얻는 것은 다른 기술

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선분석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먼저 기본

입력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잘 선택해야만 한다. 사간선분석에 앞서

HTA가 수행된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다. 장단점

1) 장점

시간션 분석은 개념적으로 단순하므로 매우 적은 훈련으로도 참여자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며， 적용시에도 매우 적은 차원이

요구되는 기법여다. 또한， 직무들간의 시간적 관련을 최적화하는 복잡한 과정

이 컴퓨터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따라서 여러가지 소프트웨어가 활용가능

하다.

2) 단점

시간션 분석은 단지 시간적 관계를 관찰할 뿐이지， 어떻게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직무수행도애 있어서

시간적 요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또한， 사건이 발생 했을때

이를 잘 묘사할수 있으나， 사건간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데는 적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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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직무시율레이션 기법

직무자료를 구하기 위해 또는 직무를 분석하기 위할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직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젓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경우 직무를 제한된 상황에서 모의실험

을 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한 방법틀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모델령과 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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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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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상 분석 (table-top analysis)

3.1 컴퓨터 모탤링과 모의설험

가. 개요

컴퓨터 모델렁에서 업력자료는 사전에 수집된 작업자 수행자료 또

는 직무요소 추정， 오류확률 둥이다. 모델링은 환경과 작엽공간을 도식적

으로 나타내거나， 주기시간과 오류가능성을 추정함으로써 실시간 또는 빠

른 시간애 작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쩨 한다.

나- 적용분야

모의질혐 기법은 직무설계 평가， 작엽부하 명가， 설비배치와 언칸

신뢰도 I정가와 같은 많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작업조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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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작업과정의 명가가 가능하다. 모의실험은 질채 질햄을 한다면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곳에 사용된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모의질험을 한다. 모의질혐으로부

터 얻어진 자료는 자료표현 기법(예를 들어 시간션 기법)의 업력자료로

사용할 수 았다.

라. 장단점

1) 장점

언깐 수행도의 예측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상대적으로

경제작안 방법이다. 적당한 데이터 베이스가 주어진다면 다른 많은 인간

-기계 체계에서의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모의질험을 활 수 있다.

2) 단점

가장 주된 단점은 이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의 질은 추정한

질채압력자료와 포멜의 적합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모

의실혐의 업력자료 추정과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선택이 중요하다.

3.2 모의실험 장치 (simulators)1실제 모형 (mock-ups)

가. 개요

-76-



모의실험은 그것이 수행되는 직무와 환경조건에 변화를 줄 수 있

다. 주요 목적은 작업자의 행동을 관활하고 작업환경하에서 작업자의 활

동을 기록하는 것이다.

나. 적용 분야

이 기법은 보통 실제 설버 포는 체계가 분석에 이용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이것은 작업조건의 특성으로 안하여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질제 공정 특생장 직무가 너무 위험하여 분석자가

접근할 수 없을 때도 적용된다. 포한 분석자는 모의설험 장치 또는 질제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절계되어 었거나 동작되고 았는 질제 체계에 대해

서 사전에 연구활 수 있다.

모의질험은 전형적으로 적철한 작업방법， 인간공학적인 절계， 배

치와 잠재 오류의 규정과 훈련지침을 절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법윤 질

제 상황이 연구에 이용될 수 없을 경우 또는 훈련에 효율적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을 정우에 샤용된다. 따라서 체계 절체와 개발의 초기단계에

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과정에서 냐타나는 체계의 양상에

따른 실제 모형에서의 평가는 때우 가치었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이 기법은 다른 가법들 특허 관활기법이 활용되는 기본적 직무 내

용 제고에 사용된다. 또， 구조화된 면담과 조사 그려고 다른 방법틀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질제 시연둥을 위해

사용될 수도 았다.

”“



라-장단점

1) 장점

이 기법은 쉽게 관찰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작업자의 행

동을 명가하는 데 사용된다. 상당허 큰 사스햄의 개발과 비교해 볼때 상

대적으로 경제적이다.

2) 단점

단점은 판찰된 모든 행동이 완전히 현실적이지는 못하다는 것과 실

제 상황을 완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3.3 실제 시 연 (walk-throughs)과 구두 시연 (talk-throughs)

가. 개요

실제 시연(walk-throughs)은 개인이 그 직무를 반드시 수행하지 않

고 실제 환경에서 직무중 몇몇 종류에 대한 시범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체계 실제 시연(walk-throughs)에서 피실험자들이 연속적인 보조로

그들이 사용하는 통제와 표시장치틀을 차례차례 지적하며 그것들의 사용방법

과 이유를 설명하며 걷는다. 구두 시연(talk-throughs)은 매우 비슷하나 직무

위치로부터 떨어져서 시범보다는 말로써 직무를 나타낸다.

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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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 연 (walk-throughs)과 구두 시 연(talk-throughs)은 중요한 직

무행위를 설명하는데 사용한다. 실제 시연은 실제 시연을 수행하고 있는 작

업자의 설명으로 실시간내에 일어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다. 만일 필요

하다면 분석자는 추가적 정보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직무 시간 또는

작업부하와 같은 일시적 요소들이 관심있다면 실시간 실체 시연이 요구된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실제 시연과 구두 시연은 언어 프로토콜(verbal protocols)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언어 프로토콜 실시기간에서 웅답자는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

고 관찰 불가능한 정신적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실제 시연은 실제 직무 수

행없이 칙무 단계들의 합리화되고 선택적인 설명을 펼요로 한다. 따라서 언

어 프로토콜에 비해 제한적이다.

랴.장단점

1) 장점

직무를 실제로 수행할 필요없이 시범을 통해 실제의 수행도를 효과

적으로 얄 수 있다. 또한 초기화 작업에 시간이 적게 걸리고 수행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관찰자에게 특별한 훈련이 펼요하지도 않고 시

스댐의 지식을 많이 요하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적은 시간이 걸리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분

석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실제시연에서 시범을 하기 위해서는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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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작업자가 필요하다.

3.4 탁상(table-top) 분석

가. 개요

탁상(table-top) 분석은 체계의 특정 측면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모여 직무의 특정 측면을 정의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서로 토의를 한다. 토의

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나. 적용 분야

이론적으로 탁상(table-top) 분석은 체계의 수명주기 동안 모든 단계

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기법은 체계 직무 지식을 더욱 깊이있게 하는데 사

용될 수 있고 또한 규정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법의 유

용성은 전문 지식의 사용에 있으며 일시적으로 논의되는 특정 측면에 춧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다른 기법과의 연계

탁상(table-top) 토의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위해 직무 정보를 수집하

는것이 펼요하다. 탁상(table-top) 토의로부터의 결과는 직무분할(task

decomposition)에 칙접 사용될 수 었다. 직무분할 자료표는 탁상 토의 기간동

안 얻은 많은 자료틀을 거록하는데 유용하다.

라. 장단점

1)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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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관접을 같이 고려할 수 있고， 모순의 가능성을 일찍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다.

2) 단점

토악를 하는 동안 편향될 가능성이 향상 있고， 진행자가 잘 이끌지

않으면 너무 技葉적인 문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분석자가

토의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변 문서나 자료에서 정보를 모으는데 많은 시

간을 낭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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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4 장 원전의 운전원 직무분석 사려|

원자력산업계에서도 일반산업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스탬익 개발 및

평가에 직무분석을 필수적으로 수행 한다. 일예로， 제어실상세검토 (CRDR:

Control Room Design Review)는 TMI-action item의 하나로 기존의 가동중

인 원전의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제어실의 작업공간 내애 인적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공학적 설계 결함을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한 규제조치의

하나로 수행되었다[l7]. 제어실상세설계의 방법론과 수행범위에 대하여는

NUREG-0700으로 발표된 지침에 의하여 설정되었으나， 관련된 다른

TMI-action item인 EOP 개선 및 ERF/SPDS 설치와 연관지어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겸우， 유기적인 연관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1988년

부터 KOPEC에 의하여 국내 전체 원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수행되었다.)

TMI-action item에서 인간공학분야의 공통된 업무는 비상시 기존의 작업환

경， 비상운전절차 및 MMI하에서 운전원이 충분한 안전서에 펄요한 조치를

수행할수 있는가를 확증하기 위하여 운전원의 직무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내외 각 기관에서 수행한 직무분석 사례를 검토

한다.

제 1 절 INPO의 직무분석

1.1 배경

INPO(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는 제어실 운전원 뿐만

아니라 계측제어， 전기， 기계， 화학， 방사능 방호 요원을 위한 수행도기반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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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요건 (performance-based training requirements)을 개발하기 위하여 직무

분석을 수행 하였다. 즉 INPO의 직무분석은 운전원이 직무를 수해할 때 펼

요로 하는 기술 및 지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직무분석 자료와 적용

한 직무분석기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볼 때 INPO는 NRC에서 수집한 직무

분석자료와 어느정도 직접적인 자료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렇게 함으로써 INPO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수집된 보다 상세한 기술 및 지식

자료를 NRC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 목적

INPO가 수행한 직무분석 프로그램의 목적은 연구대상인 시스댐 인

터페이스에 의존한다. 제어실 상세검토 (CRDR)의 경우 직무분석의 목적은

비상운전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과 제어실의

설계가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히 뒷바침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데

있다. 따라서 제어실상세검토의 경우는 운전원과 발전소 인터페이스의 관계，

운전절차서와 발전소 인터페이스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직무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목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어실 상세검토 프로그램에서는 추가로 안터페이스를 조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실상세검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운전원이 비상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knowldege and skill)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과외의 노력이 펼요하나， 이때 부가되는 비용은

완전히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또는 훈련에 관한 정보)을 밝혀내기위한 직무

분석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할 때 큰 잇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분석의 목적을 제어실상세검토의 목적과 통합함으로써 비용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시간절약을 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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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3 직무분석 수행 절차

INPO는 직무분석을 수행할 때 크게 독립적인 3가지 활동으로 분류

하여 수행하였다. 첫번째 단계는 직무분석활통 그 자체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어실상세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기법을 조사 선정하여 직

무분석을 실제로 수행한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직무분석을 실제로 수

행한 결과를 확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상의확인 (document

verification),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제어기 및 디스플레이의 확인 과 그에 대

한 적합성을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어실 상세검토 직무분석이 비상운

전환경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검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검증방법론을 설정한 후 수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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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NRC의 직무분석 사례

NRC는 TMI-2 action plan(NUREG-066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

전하고 정확한 제어실 운전원의 직무수행 방식에 관한 자료를 필요하게 되었

고， 이를 위하여 제어실 운전원의 직무분석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에 General Physics Corporation 및 Bio Technology 사와 협 력하여 작무

분석을 수행 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NUREG/CR-3371 , 원자력발전소 제어

실 운전원의 직무분석)로 발표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직무분석은 다음과 같

은 면에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직무분석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

정된 원자력발전소 또는 시율레이터에서 운전원의 직무수행 관련 활동을 직

접 관측함으로써 자료를 수집 하였다. 둘째， 관측된 운전원의 직무는 셔작점

과 끝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상， 비정상， 비상， 출력증발 빛 감발 운전 관련

직무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직무분석의 춧점을 제어실로 한정하였다

[8].

NRC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행위 중심의 운전원 직무자료를 수집하여

페이타 베이스롤 구축하였다. INPO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운전원의

직무 수행 기술 및 지식에 관한 자료수집에는 미홉한점이 었다. NRC는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INPO의 직무자료 데이타베이스를 직접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타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직무자료를 운용

하여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이용하

고 있다.

2.1 배경

1979년의 TMI 사고는 산업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연구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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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다. 이 사고에 관한 여러 연구문헌을 살펴 볼 때 플랜트의 상황을 이

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운전원의 한 실수가 얼마나 큰 사고로 전이될 수 있

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문헌들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논체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첫째， 운전원의 운전행위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제야계통의 디자인은 어떤 것인가? 둘째 운전원에게 필요한 훈련과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셋째， 제어실의 운전조 요건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운전원이 운전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지원도구 (aids)와 운전절차서가 효과

적인가? 둥이다.

원전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NRC는 TMI 사고에 대

한 기초조사 [NUREG-0660] 룰 수행하였고 그 두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고유발인차를 감소 시킴으로써 운전의 안전성 증진，

둘째， 비상사태를 인지할 수 있고 그에 적절한 대웅을 할 수 있는 운

전 스옆의 자질 향상.

NRC는 이러한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제지침을 개발하려

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첫재， 제어실 운전원이 비정상시나 또는 비상시 그들의 직무를 안전

하게 수행하고자 할 때 펼요한 운전원의 수， 차질 (qualification) , 조직체계

(organization) , 업무의 분할 둥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둘째， 운전원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고상황하에서 운전원에

게 제시되는 운전절차서의 내용， 포뱃 둥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셋째， 정상운전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운전상황에서 운전원이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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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하는 정보는 무엇이고， 그 정보는 제어실 디자인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

으며， 운전원간의 의사소통요건 (communication requirements)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와 이것틀로 부터 파생된 규제논제 (regulatory issues)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고 완벽한 제어실 운전원의 직무묘

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어설운전원의 직무묘사는 직무분석을 통

하여 획득할 수 있다.

직무분석은 운전원의 직무， 하위직무 (subtask) , 직무구성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여 규명하려는 체계적 방법 (systematic method)이다. 직

무분석기법은 운전원의 행동과 운전환경에 관한 설명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

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기껏해야 경험에 의한 판단과 부실한 실험적

데이타에 근거한 것 밖에 될수 없을 것이다.

2.2 목적 (objectives)

이에 NRC은 다읍과 같은 데이타를 제공할 목적으로 직무분석을 수

행하였다.

첫째， 새로운 제어실의 인간공학적 디자인과 기존 제어실의 설계개선

에 관한 데이타，

둘째， 적정한 제어실 운전원 수와 자칠요건에 관한 데이타，

셋째， 운전원의 자질 및 훈련 요건에 관한 데이타，

넷째， 정상， 비정상， 비상 운전절차서에 관한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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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운전원 직무수행 지원도구에 관한 데이타，

마지막으로， 운전원 통신요건에 관한 데이타 등이 그것이다.

2.3 작무분석 수행절차

가- 데이타 수집 방법론

사전에 데이타 수집계획을 마련하였다. 데이타 수집계획은 원자력 산

업계 및 일반 산업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업무 및 직무분석 기법에 근거하여

도출 되었다. 또한 General Physics 사에서 수행한 제어실 운전의 Pilot

Task Analysis의 경험을 이 계획에 반영하였다.

데이타 수집 방법론은 상세 데이타 수집 도구(instruments) 및 절차

와 분석 웅용 예제의 두가지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타 수집

방법론을 결정할 목적으로 세가지 종류의 데이타 요건 즉， 직무설명적

(task-descriptive)데이타 요건， 직무분석적 (task-analytic) 데이타 요건， 부수

적 (supplementary) 데이타 요건 풍 세가지 종류로 설정하였다.

칙무설병척 데이타는 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운전원이

무슨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타는 직접적 관측， 자

문 및 발전소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

직무분석적 데이타는 직무설명적 데이타를 분석하고 합성 동의 활동

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추론 및 결론을 근거로 작성된다. 이러한 류의 데이타

에는 기술 및 지식요건 (skill and knowledge requirements) , 숙련도 및 인지

의 정확성 요건， 작업 부하 및 직무흐름 (workflow)에 관한 색인， 직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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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동급 둥이 있다.

부수적 데이타는 직무설명적 데이타와 관련하여 필요하게 될지도 모

를 부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수적 데이타는 운전절차서， 채어실

패널 도면， 인체측정학 자료 또는 과거 기록 (historical record) 둥으로 부터

도출될 수 있다.

나- 떼이타 수집절차

데이타 수집절차는 그림 4.*애 설명되어 있다. 데이타 수집절차는 크

게 세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 : 태이블 당 (table top) 직무분석

이 단계에서 직무분석 팀은 발전소 계통， 제어실 배치 (control room

layout) , 운전절차 퉁에 관하여 익숙하게 된다. 연구될 각 이벤트에 대한 “운

전시편스개요 (OSO:operating sequence overview)"를 준비한다. 각 시랜스에

서 예비로 확인된 운전원 직무를 ”직무시편스차트 (TSCtask sequence

ch없)“에 기록한다. 예비로 확인된 각 직무를 구성하는 직무요소를 ”직무자

료양식 (TDF:task data form)" 에 기록한다. 이러한 테이블탑 분석을 통하여

얻게되는 정보의 원천은 발전소 절차서， 발전소도큐멘트， 대상 플랜트의 운전

을 훈련받은 관련 전문가 퉁이다.

제 2 단계 : On-Site 자료 수접

테이블탑 분석으로 부터 획득한 OSO[그림 4.1] 및 TDF[그림 4.2]를

재검토 한다. 각 시헨스의 진행상황을 좀더 사실에 가깝게 묘사하거 위하여

발전소/시스댐 상황 (plant/system conditions) , 제어실의 운전원 행동 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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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하여 GSa 및

Plant' 75

NSSS!Type CE/PWR

Operating Sequence Loss-of-Coolant AccIdent

Operator Functlon/Subfunctlon Supervise and
Control Plant OperatlOns!MJt.Lgate Consequences

of and Accident
Operating Sequence ID 15

Initial Conditions· The Plant IS 0야-rating at full Power with a normal hneup. The control element
φlve mecharusm control system IS 10 manual sequencial.

Sequence Initiator UOlsolable small break loss-of-coolant accldent(LOCA) 10Slde the conta1Oment

ProgreSSion of Action A decrease 10 pressunzer level and pressure results In a letdown system

trouble alarm and ..

Final Conditions· The reactor IS tripped With all control element assemblies fully 10serted Reactor

Coolant System is stabilized at 1750 pSla. The PZR level is

Major Systems AC electrical d1stributlOn (ACED) awoh따y feedwater system (AFW), Clrcula t.Lng

water system(CWS), .

그림 4.1 운전시편스개요 (OSO: Operating Sequence Overview)

TDF를 개정한다. 운전원 행동의 진행과정과 운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각의 운전 시편스를 예비실행 한다. 예비실행이 끝난후 데이

타수집 팀어 관측할 수 있도록 각 운전시헨스를 실행한다. 운전원의 직무수

행 상황을 촬영하고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운전원에게 시편스를 수행하는 도

중에 그들이 행한 행동을 묘사하고 설명하게 하고 녹음한다. 녹음 자료와 비

디오 자료를 나중에 더벙한다. 제 2 단계의 마지막 작업은 수집된 모든 자료

양식 (음성/영상 녹음자료 포함)을 각 시헨스에 참가했던 운전원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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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Name:

Operating Sequence:

TASK SEQUENCE CHART

Operator Function/Subfunction:

Operating Sequence ill:

Procedure Plant SpecIfiCSequence
Task and Purpose Cue Name &

System NameNumber
Number

그렴 4.2 직무시랜스차트 (TSC: Task Sequenc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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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단계 : 데이타 업력

대상 플랜트의 현장을 방문한 후 음성 및 영상기록 (audiovisual

records)과 On-site 노트에 대한 상세한 검토룰 수행한다. 기술적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식을 완성하고 검토한다. 데이타베이스 전문가가 직무데이

타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도록 TDF를 제출한다.

각 단계 공히 수집휠 데이타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 (QC; quality control)와 품질보증 (QA: quality assurance) 절차를 수행

한다.

다- 데이타 양식

데이타 수집에는 oso, TSC와 TDF 세가지 종류의 데이타 양식을

사용한다. 세가지 종류의 데이타 양식에서 뒤로 갈수록 운전시헨스를 더 상

세하게 묘사한다.oso를 통하여 분석대상 시련스의 한계 및 조건을 알게된

다.

TSC는 OSO 보다 좀더 상세한 수준의 묘사를 제공한다. TSC를 통

하여 각 운전 시랜스에서 운전원이 수행하는 특정직무를 확인하게 되고 초기

조건 (initiating cue)과 적용가능한 발전소 절차서 동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

게 된다.

TDF는 기초적인 데이타 수집 기록 양식이다. 이것은 데이타 업력 단

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타 베이스에 입력되는 기초 자료이다.

라- 데이타 수집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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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데이타 수집 팀을 구성한다 각 팀은 다읍을 포함한다.

-팀장: 팀원의 업무를 조정하고 수집된 데이타의 품질을 책임진다.

- 직무분석가 (task analyst)

-관련전문가 (subject matter expert): PWR 또는 BWR 발전소에 운

전경험이 있는 운전원을 말한다.

직무분석가는 방법론과 절차를 따라 데이타를 개발하고 기록하는 책

임을 진다. 관련전문가 (SME)는 수집된 데이타의 기술적인 정확성을 책임친

다.

2.4 직무분석자료의 활용 예재

가-직무데이타베이스의 활용방안

NRC는 직무분석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분석 데이타를 활용할 때 다옴과 같은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림 4.3 참조].

문제 설정 : 인간공학， 운전조 구성 및 그밖의 다론 인간공학 제반

문제영역과 관련한 관심문제를 설정한다.

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펼요자료 파악: 설청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사용자는 직무데이타베이스로 부터 어떤 적무설명적자료

(task-descriptive data)가 필요한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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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직무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한 문제해결 절차 [8].

부가적 (supplement와y) 직무자료수집: 설정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

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직무분석적자료 (task-analytic data) 및 부수적자료

(supplementarγ data)가 필요하게 되 면 사용차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한다.

직무자료 가공: 사용자는 데이타베이스 INPO 자료 및 부수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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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도출된 자료를 수정 또는 합성하는 동의 자료 가공을 할 펼요가 있는지

결정한다.

자료탐색전략 셜청: 사용자는 데이타베이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도출하고 가공하기 위한 자료탐색전략을 개발한다.

자료탐색전략의 소프트웨어적 구현: 사용자는 터미널 상에서 직무데

이타베이스로 틀어가 자료를 탐색하고 가공할 수 있는 전략 즉， 소프트웨어

동을 개발하여 사용에 익숙하여야 한다.

나. 직무분석자료 활용빼채 : 인간공학적 설계평가

NRC가 직무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 후 제시한 실제적인 7개의 활용

예 중 첫번째 예는 제어실의 인간공학적 설계를 평가한 예이다. 여기서는 그

첫번째의 예반 언급한다[8 참조].다음은 운전원 칙무와 관련한 제어실배치

(control room layout)를 평가하는 데 직무데이타베이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

가를 보여준다.

1) 예재 문제설정

운전원이 그에게 할당된 직무/하위직무를 수행하는테 필요한 모든 것

을 제어실이 제꽁하고 있는가?

2) 목적

일반적으로 제어실배치악 적합성을 평가할 때 운전원이 다양한 운전

절차서를 수행하는 동안 펼요한 직무소요자원 및 운전원 동선 (movement

pattern)을 검토하게 된다. 본 예제의 목적은 이와 같은 평가에 직무설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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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와 부수적 데이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있다. 정

량적인 평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수정된 형식의 link 분석을 수행하였다.

3) 데이타베이스로 부터 도출할 자료항목

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타베이스로 부터 도출할 자료향

목은 다음과 같다.

PL뾰~T : 연구대상 발전소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두 자리 수자.

UNIT: unit의 수.

OPSEQID : 운전절차서를 나타내는 수자 (본 예제에서는 제 13 번

SGTR-증기발생기관 파열).

JOBCAT: 각 직무룰 수행하는 특정한 운전원

TIME: 각 직무룰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VERB: 운천원이 수행한 특정한 행동

MEANS: 운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한 인터페이스

LOC: 인터페이스의 위치

COMP: 운전원의행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기기(plant

component)

PAR : 운전원 행동의 대상과 연관된 변수 (parameter)

STATE: 변수의 상태

OTOBJ : 제어실 외부의 계기

SYS: 행동에서 언급된 발전소 시스템

TASKSEQNO: 그 행동이 수행되는 직무념버

4) 부수적 데 이타 종류 (supplementary data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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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수적 데이타는 1)연구대상발전소의

제어실 배치도， 2)Optional : 제어실위치간의 불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링크

값 동으로 결정하였다.

5) 데 이 타 운용 떠ata manipulation)

직무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직무자료를 운용하여 설정된 문

제를 해결하게 된다. 데이타 운용은 그림 4.4과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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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 obtain a detailed account of the actIVIties of each
operator In temporal order :
-Use SEEK to sort by the attributes JOBCAT and
TIME

-list the follOWing fields: JABCAT, TIME, LOC, VERB,
COMP, PAR,STATE, OTOBJ, SYS, MEANS,
TASKSEQN。

•
2.To obtain link frequencies and link durations:

-Run "link AnalysIs Program"(Menu 6) for Plant=39,

Unlt=01 , and Operating sequence=13.

3.0ptlonal Use actual distances between panel

locations as weighting factors In the link analysIs:

-Enter link distances In the link Value file for all

links obtained In the prevIous step. (Assessed from

the cross-reference file - Menu Item 3)

-Rer니n LInk AnalysIs Program to obtain weighted link

frequences.

、/

4.To obtain a detailed listing of the activities of operators

at specific location within the control room:

-For each JOBCAT, use SEEK to sort by locations of

Intersect.
-니st JOBCAT, LOC, VERB, COMP, PAR, STATE,

OTOBJ, SYS, MEANS, and TASKSEQNO.

그림 4.4 인간공학설계평가 예체에서의 자료가공 흐름도 [8]

그림 4.5는 연구대상 발전소의 제어실배치를 나타내고， 패널이 위치

한 공간과 notation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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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구대상 원전의 체어실 배치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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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DATA FORM (DESCRIPTIVE) DISPLAY PROGRAM

HIT
JOB CATEGORY
TIME
LOCATION
VERB
COMPONENT
PARAMETER
STATE
PLANT SYSTEM
MEANS
TASK SEQUENCE NO.

HIT
JOB CATEGORY
TIME
LOCATION
VERB
COMPONENT
PARAMETER
STATE
PLANT SYSTEM
MEANS
TASK SEQUENCE NO.

HIT
JOB CATEGORY
TIME
LOCATION
VERB
COMPONENT
PARAMETER
STATE
PLANT SYSTEM
MEANS
TASK SEQUENCE NO.

HIT
JOB CATEGORY
TIME
LOCATION
VERB
COMPONENT
PARAMETER
STATE
PLANT SYSTEM
MEANS
TASK SEQUENCE NO.

RO-1
00:00:40 - 00:00:44
39V
OBSERVES
HEAT EXCHANGER (RHX)
FLOW
ABOVE LIMIT
CVCS
ANNUNCIATOR
01

2
RO-1
00:00:41 - 00:00:44
39V
OBSERVES
PRESSURIZER
LEVEL
BELOW 니MIT

RCS
ANNUNCIATOR
01

3
RO-1
00:00:45 - 00:01 :08
39V
MONITORS
RPESSURIZER
LEVEL
DECREASING
RCS
RECORDER
01

4
RO-1
00:00:50 - 00:00:50
39V
。BSERVES

PRESSURIZER
PRESSURE
BELOW LIMIT
RCS
ANNUNCIATOR
01

그림 4.6 직무데이타베이스의 운용(manipulation) 을 통하여 획득한

직무설명자료 일부분 [8]

그림 4.6은 운전절차서 제 13 번 증기발생기관 파열 사고의 첫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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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이 수행한 결과를 직무데이타베이스로 부터 도출한 결과이다. 이러한

자료는 칙무요소 (task elements)를 발생하는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작업공간 분석에 대단히 유용하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운전원이 연속적

으로 자기에게 할당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각 위치간

의 링크를 파악함으로써 운전원의 이동경로 둥을 분석하여 운전원 작업공간

의 적절한 설계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증기발생기관 파열 사고

운전절차서의 첫번째 링크는 RO-l아 LaC 39V위치에서 관련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을 하고 다시 LaC 39V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원은 열교

환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annunciator 표시기를 관측 (observe)하고 곧이어

빠르게 가압기 수위를 나타내는 annunciator 표시기를 관측하고 었다.

표 4.1 선정된 운전시헨스에 대한 링크 분석예 [8J

Plant: 39

운전절차서. 13 (SGTR)

Weighted Average
Job link Lmk Elapsed Lmk
Catagory link 니nk 값 Freq. Freq. Tlme(mln) Tlme(mln)

RO-l 39V-39V o 81 0 16.90 0.21
39V-39B B.O 46 368 5.42 0.12

RO-2 39V-O원

033-39B
25.7
20.2

25.7
20.2

010
0.20

0.10
0.20

표 4.1은 직무데이타베이스를 운용하여 컴퓨터로 그 결과를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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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분석의 결과물이다. 링크 표거법 (39V, 3gB 둥) 종 V는 Vertical Panel의

처음 글자이고 B는 Benchboard의 처음 글자이다. Link 값은 부수적자료 중

패널 위치간의 불리적인 거리를 feet 단위로 나타내는 자료를 통하여 구하였

다. 링크분석 프로그램은 링크 값과 링크빈도를 이용하여 가중치 값을 결정

한다. 링크빈도의 가중치를 모두 합하면 운전원 동선에 대한 주어진 제어실

배치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블 평가할 수 있고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 신속히

작업공간을 평가할 수 있게된다.

표 4.2 운전원의 이동경로를 표현한 위치행 렬표 (location matrix)[8]

ROW: InitIal Location (RO-η

COLUMN: Final Location (RO-1)
Data Element: Weighted Frequency

Plant: 39
Operating Sequence 10: 13

005 008 020 033 034 040 28B 28V 35B 35V 39B 39V

8 0 35 21

12 21 24 0 360

15 32 29 11 368 0

005

008

020

033

034

040

28B

28V

35B

35V

39B

39V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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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분석 프로그햄은 또한 렁크빈도， 링크빈도 가중치， 평균링크 시

간， 소요시간 동을 위치행렬표 양식으로 보여준다. 표 4.*은 RO-l의 직무수

행도를 렁크분석한 행렬표이다.

6) 분석결과

표 4.2를 볼 때 증기발생기관 파열 운전절차서에 있어서는 빈도수가

높은 링크가 대부분 같은 패널 또는 콘솔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깊게 연관되

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러한 링크는 그 값이 0이므로 링크빈도 가중치는

0이 된다. 따라서 행위 빈도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공간 분석에 있어

서는 운전원이 이통한 거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표 5-2는 이와 같은 상황

을 그렴으로 보여주고 었다. 이 행 렬표에서 39V와 39B는 RO-l 이 아주 빈번

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8 feet 가량 서로 떨어져 있음으

로서 RO-l의 직무수행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다른 운전원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직무수행도 저하 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직무데이타베이스로 부터 펼요한 항목을 도출함으로써 운

전원의 직무행위 (verb) 유형별 총직무 소요시간동을 평가할 수 었다. 예를

틀변 RO-l온 위차 39V에서 여러 기기가 제시하는 패러미터를 관측하고

(observ) , 감시하고 (monitor) , 확인하는 (verifying)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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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J 3 절 KOPEC의 직 무분석

3.1 개요

KOPEC은 운전원이 발전소 주요 계통에 대해 비상운전을 포함한 주

요 운전절차를 수행할 때 직무내용， 목적 및 기능을 검토하고 직무수행을 위

한 지시기 및 제어기의 겨능요건 틀을 조사하여 필요한 입， 출력 요건을 확

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계통 기능 및 운전원 직무분석 (System Function

Review and Task Analysis)을 수행하였다.

3.2 검토방법 및 절차

가- 대상계통 선정

본 업무 수행의 대상으로 삼거 위해 운전 절차 수행시 안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계통 툴을 선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NUREG-0700 Section

3.4.2.1 에 명시된 계통틀을 포함하여 23개 계통을 선정하였다. [표 4.3 참조]

냐. 대상시나리오 선정

직무분석 대상 시나리오는 NUREG-0700, 제 3.4.2.2 절을 참고하여 6

개의 비상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표 4.3 참조]

운전원 직무확인을 위한 기능분석

운전절차서의 각 운전 단계들에 대한 운전원 직무내용， 목적 및 기능

동을 검토하고， 직무수행시 확인 및 조작되어야 할 지시가 및 제어기와 이들

지시기 및 제어지 들의 요건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된 23개 계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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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직무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계통 및 비상시나리오 [18]

AFS: Auxiliary Feedwater Sys.
FWS' Feedwater Sys.

MG: Mam Generator
CACS' Containment Atmosphere Control

Sys. MSS: Main Stearn Sys.

CAS· Compressed Air Sys. MT: Main Turbine Sys.
、 A‘4셰 ‘ CCWS: Component Cooling Water Sys. NIS: Nuclear Instrumentation Sys.

정 CIS: Containment IsolatIon Sys. RCS: Reactor Coolant Sys

된 COND: Condensate Sys RHR: Residual Heat Removal Sys.

겨| GRS: Control Rod Sys. RMS: Radiation Momtoring Sys.

통
CSS: Containment Spray Sys. RPS: Reactor ProtectIOn Sys
CVCS: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 SG: Steam Generator
DG: Diesel Generator

SIS: Safety Injection Sys.
EDS: Electncal Distribution Sys.

SS ‘ Samplmg Sys.
Small-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Inadequate core cooling

/시〈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following loss of offsite

나 power

리 Multiple failures of tubes in a single steam generator and tube

오 ruptures in more than one steam generator

Reactor startup

Reactor shutdown

으로 하여 선정된 비상운전 절차서의 모든 운전 단계들에 대해 운전원의 직

무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분석표를 작성하였다. [표 4.4 참조]

기능분석표의 각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운전절차:운전절차서 명 및 운전단계 번호를 기술한다.

-기능:해당 운전단계에 대한 운전기능범주 (Category) 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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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운전원 직무 확인을 위한 기능분석표 실례 [18]

운전원 직무확인을 위한 기능 분석표

운전절차: 종합-8‘ Step 8

기 능: Monitor;Regulate RCS Inventory

운전단계: 충전유량을 증가시킨다.

목 적: 냉각으로 인한 수축을 예상하여 충전유량을 증가사키기 위함이

다.

운전원 직무:

-충전유량 제어기를 수동으로 전환한다.

~가압기 수위가 약 70%로 증가되도록 충전유량을 조절한다.

-펼요에 따라 BG-HV-1과 BG-HV-2를 잠근다.

-Rep 멀봉수 공급유량이 0.5 LIS가 되도록 BG-HC-186 을 조

절.

-충전유량이 27 M**3/hr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량을 조절한다.

-필요시 RCP 1대를 제외한 나머지 RCP는 정지시킨다.

지 시 가:

-CVCS charging flow controller(BG-FK-122:JPOOl):l\tlanual:O-lOO%

- RCS PZR level indication(BB-LI-459A, 461 :jP005,460:JP002,
LR-459:JP006):70%

제 어 기:

-CVCS charging flow controller(BG-FK-122:jPOOl) :Manua1;Modulate

-CVCS letdown orifice valve switch(BG-HS-1,2:jPOOl) 'Close

-운전단계:운전단계의 명칭을 기술한다.

-목적:운전- 단계의 업무수행 목적을 기술한다.

-운전원 직무:운전단계수행에 필요한 운전원의 확인 및 조작 요구 사

항들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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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기:운전원의 확인을 위해 주제어실에 설치되어야 할 관련 지시

기와 지시요건을 기술한다.

-제어기:운전조작을 위해 주제어실에 설치되어야 할 제어기와 제어

요건을 기술한다.

운전단계별 계통 분석

운전원의 행동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직무분석의 한 단계로서

운전원 직무수행시 발전소의 어떤계통 들이 사용되어지는 가를 검토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각 운전절차 들의 운전원 직무확인을 위한 기능분석표

상의 지시기 및 제어기 난의 계기들이 선정된 23개 계통중에 어떤 계통에 속

하는 가를 검토하여 운전절차 순서별로 집계함으로써 운전원 직무 수행시 순

차적으로 사용될 계통 들의 상호연관 관계를 검토할 수 있게하기 위함이다.

이 단계의 결과물인 운전단계별 계통분석표의 가로의 껴l통난에는 선

정된 계통 명칭을 나타내고 세로운 운전 단계 난에는 각 운전절차서의 운전

단계를 나타 낸다.

계기 요건을 명시하기 위한 직무분석

이 단계는 운전원 직무확인을 위한 기능분석에서 도출된 기준요건

들을 종합하여 이들 지시기 및 제어기 각각에 대한 모든 사용처가 하나의 표

에 나타나도록 하므로써 각 지시기 및 제어기의 기준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운전원 직무확인을 위한 기능분석표의 지시기 및 제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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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요건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3.3 결과의 활용

가- 이용성 업무로의 활용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제어기능을 공급하는 지

시기 및 제어기 들이 주제어실에 존재하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이용성 확인

단계에서는 주제어실 설비조사 결과와 계통 기능 및 운전원 직무분석 업무

수행시 작성된 지시기 요건표 및 제어기/지시기 요건표를 상호 비교하므로써

요구되는 지시기 및 제어기 들이 주제어실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들 지시

기， 제어기 들이 필요한 정보 및 제어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

하여 지시기 요건표 및 제어기/지시기 요건표를 이용하였다.

냐. 인간공학적 척합성 확인 업무로의 이용

주제어실 지시기 및 제어기 들의 특성이 운전원 직무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적으로 적합하게 설계되었는 가를 검토하는 인간공

학적 적합성 확인 단계에서는 주제어실 실사용으로 작성된 실사점검표 내용

을 기준으로 하여 주제어실 셜비조사시 촬영한 지시기 및 체어기 들의 명판，

지시 및 제어 범위 단위 및 제어 기능 풍이 상세하게 나타나는 주제어실 사

진과 지시기 요건표 및 제어기/지시기 요건표 상의 모든 지시요건 및 제어요

건을 비교하며， 필요시 해당 운전절차를 위한 운전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

분석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인간공학적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를 위해 운전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 분석표. 지시기 요건표 및 제어기/지

시기 요건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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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쩨어실 기능설증 업무로의 결과 활용

주제어실 기능실증 업무는 주제어설 설계와 운전절차로서 운전업무

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크게 이동 행적표작

성， 검토 및 모의 운전수행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어통행적표 작성중에 계통

기능 및 운전원 직무분석 결과률 이용하였다.

라- 기타

운전원 업무수행을 위한 설비의 효율성 확인， 주제어실 기능 실증 및

개선 방안 검토 단계에서 계기의 계통별 배치 및 배치 검토 둥을 위해 계통

별 사용 계기 집계표 및 계기별 사용 빈도 집계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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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4 절 R&R 직무분석기 (task analysis calculator)

4_1 개요

최근 PC와 데이타 베이스의 비약척인 발전으로 직무분석을 자동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Rett Considine Engineering

Assicuate사는 원자력발전소에 웅용 가능한 R&R TACetask analysis

calculator)라는 자동화된 직무분석기를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What if?

시나리오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여러가지 변화를 주었을때 그 변화가 제

어반 판넬 조작 및 제어실 procedur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쉽게 평가

할수 있다.

42 목적

직무분석을 통하여 제어설 운전원이 새로운 설계사양이 부가된 시스

댐이나 또는 복잡한 운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직무분석은 시험/검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는데 이용된다.

칙무분석은 원자력산업계가 지난 20여년동안 다음에 구현되었던 처방활동을

위한 간접자원 (infrastructure)이다.

-훈련향상 (improving training)

-운전절차의 업그레이드

-incoorporate post-accident instrumentation

-제어실의 인간공학 증진 (improve human-engineer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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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room)

이러한 작업이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핫으며， 많은 분량의

프로그램과 main frame이 펼요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노동집약적이고， 비용

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조그만 변화라도 검증하는데 수일아 걸리는 것이었

다.

4.3 TAC의 사양

원자력산업계가 직무분석의 유용성을 자각하여 확장함에 따라 절차

서를 수정하거나 제어실의 사양을 바꾸었을 때 (control room modification)

운전원의 행동을 좀 더 해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잇다. 현재 진행

중인 직무분석의 유지 비용은 연간 1십만불에 이르고 잇다.

TAC은 직무분석을 발생시키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급격하게 줄

일수 있다. TAC을 이용함으로써 수작업으로 이루어져는 칙무분석 자료 수집

을 한번에 끝낼수 있으며， 데이타 조작은 차동으로 할 수 있다.

TAC은 제어실에 익숙한 공학자나 디자이너를 위하여 설계되었다.

TAC은 채어실 및 운전절차서 (Control room procedures)에 익숙한 공학자

또는 설계자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TAC은 초기에 mam menu로 엑세스한

다음 네개의 하위 메뉴 (평가， inventory, task data, verification)로 엑세스

한다. 각각의 하위 메뉴는 필요한 sub-routine을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가. 평가 (evaluation)

TAC은 제어실 배치의 해석적 시각 overview를 제공하고 운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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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절차서 또는 절차 단계를 수행할 때 운전원 동작을 보여주는 traffic

link diagram을 발생 시킨다. acceptible limit;가 마리 입력되어 있어서 task

grouping, hign use paths, excessive distance를 사전에 걸른다.

나- 제고 (inventory)

TAC은 제어판넬에 폰재하는 모든 계기 조작기 및 장비를 열거한다.

제고는 직무데이타 (task data)와 함께 발전소를 제어하는데 펼요한 계기조

작을 확실히 하는데 사용된다. 제고는 계기 index와 매우 비슷하다.

다. 직무데이 타 (task data)

TAC은 운전원이 절차서적인 단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할당된 직

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제어요건 (control requirements)을

담고 었다.

1) 정보 및 제 어요건 (information and control requirements)

TAC은 운전원이 그틀의 직무를 완수하는데 펼요한 정보 및 제어요

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데이타는 디바이스 설명， rquired value setting, 또는

상황을 포함 한다. [emergency response guideline]

2) 운전원 직무데이 타 (operator task data)

TAC은 운전윈이 그들의 직무를 완수하는데 이용가능한 정보 및 제

어가를 가지고 있다(제시한다). 이러한 데이타는 다바이스 설명과， actual

value, setting 또는 status를 포함한다.[emergency operating procedure]

-113-



3) 스크린 탐색 (search screen)

직무소요자원(req띠rements)과 운전원 데이타가 한번 입력되면 TAC

은 이들 두가지 데이타베이스를 연결한다. 스크련 탐색의 단계를 진행하여

나가면 데이타베이스에 있는 정보가 분리된 단일 스크련에 머지되어 나타난

다. 정보 및 직무소요차원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유사한 분야가 운전원 직무

데이타 분야와 비교된다. 직무소요자원과 운전원 데이타가 정렬하면 그 직무

소요차원은 실제장비와 연결된다.

라- 겁증 (verification)

TAC은 제어실의 기기 및 제어기가 적합하게 검증되었는지를 검증한

다. 선정된 절차단계의 한 집합은 체고 데이타베이스에서 제시하는

equipment와 체크한다， 각 단계가 적절한 기기를 가지고 있고 단계 자체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AC은 이렇게 적합성(suitability)과 가용성

(availability)을 체크한다.

1) 적합성 (suitability)

TAC은 적합성을 검증하기위하여 기기특성(instrument

characteristics)과 운전원의 필요를 비교한다. 제고 및 운전원 직무 데이타베

이스로 부터 나오는 정보는 두개의 윈도우에 나타난다. 이때 데이타는 조작

이 가능하다. 하일라이트된 윈도우에 엔트리가 한번 들어오면， 해당 운전원

행동에 대한 엔트리가 디바이스와 연결된다.

2) 가용성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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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은 절사서 단계의 리스트를 발생시킨다. 이 리스트는 제어하는

사전에 가용한 기기 및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소프트웨어가 디바이스 넘

버에 대한 운전원 직무데이타를 체크하고 없으면 운전원악 직무단계를 리스

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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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I 5 A I- 걷i 료르
I그 i크 L-

져I 1 절 직무분석기법의 기술현황

1.1 직무분석기법의 현황과 특징

본 연구에서는 직무분석과 관련하여 산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그 태

동기로부터 발전되어온 기술의 전반을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고전적인 직무

분석의 기법플로부터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는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천반적인 기법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기법틀로

부터 직무분석의 방법적인 특정과 배경기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직무분석의 과정은 특히，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운전원이

전적으로 명시된 운전절차서를 기준으로하여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경우에 대

하여는， 분석의 기준과 항목이 명확하여 기술적인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직무는 모든 것여 대상이 아나라 시스템에서 정의된 기능을 전제로 한다. 직

무분석의 상위정보는 기능적인 연관을 나타내는 기능적 구조분석에 있다.

1.2 직무분석 기법의 중요성

직무분석은 체계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기능적언 특성을 명시적으

로 파악하려는 분석활동이다. 원자력분야에서는 안전성은 물론 체계의 성능

과 효율에 대한 부담이 막대하므로 운전원의 오류방지와 직무수행도의 제고

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운전원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작엽자

의 기능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작업자의 작업수행도를 높이고 궁극적으

로 체계의 성능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론의 확보가 κ1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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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자력과 같이 운전절차서를 기준으로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상

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직무는 모든 것이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정의된

기능을 전제로 한다. 직무분석의 상위정보는 기능적인 연관을 나타내는 기능

적 구조분석에 있다.

제 2 절 추후 연구방향

2.1 인지적 직무분석의 필요성

이제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운전원의 작업수행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운전원 직무의 내부구조와 특성을 분석적으로 파악하

기 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운전행위를 분석하여 그 영향구조를 파악하는

데 급급 하였다[11 ， 12]. 따라서 분석 결과가 특정 상황에서만 해석되거나， 인

적요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과 연계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원전 운전원의 직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인지적 운전행위가 상

당부분을 차지하고 었다. 언지척 운전행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연지적 행위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인지적 행위 구

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인지적 유형과 차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와 같은 운전원의 인지적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논 그에 대한 방

법론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각국에서는 운전원의 인지모형을

개발하여 시스댐의 개발 및 평가， 교육， 훈련 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많은 차

원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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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지적 직무분석 방법론 개발 방향

직무분석 기법은 반드시 어떤 정형화된 것 만은 아니다. 그 보다는

기존의 기법윷 완벽히 이해하고 펼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실정에 맞게 새

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전원의

직무분석도 인지적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인지적 직무분석의 프레임워크로서 운전원 모형의 개발이 사급하다.

이미 각국의 여러기관에서 인지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들은 대부

분이 Rasmussen 의 인지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운전원의 인지적 행위를 구현하는 모형의 개발

에는 그다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지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을 투자하기 보다는

실채적으로 설계개발 및 평가에 응용할 수 있는 운전원 시율레이션 모형개발

이 더 타당하다. 운전원 모형도 운전원의 인지적 행위를 시율레어션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춧점은 모형의 활용성에 두어야 한다. 시스

템을 설계 개발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설계요소 (예를 들변，

수행도 형성인자 동)가 변화할 때 운전원의 인지적 행위에 어느 청도나 영향

을 미치는 가를 시률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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