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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과 같이 다수의 인원이 공통된 목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 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팀수행도가 중요한 척도가 된다. 팀수행도는 팀

원 개인의 인식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운전원들 사

이의 협력과 의사소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비상 직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팀원들 사이의 보다 분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적절한 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요

소임이 밝혀져 있다. 

일반적인 인적 수행도 분석 방법은 운전원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게 되며, 이는 계

획, 의사결정, 문제 해결 등의 결과적인 부분만을 관측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의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의 분석을 수행하게 되며, 일반적인 언어 프

로토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팀수행도와 의사소통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팀 수행도 

영향 인자를 도출하였으며, 이들 인자들의 공통점인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 요소들을 분석하

였다. 

원전의 비상 직무에 대한 훈련 녹화 자료를 언어 프로토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

하였다. 의사소통에 대한 현재의 수준에 대한 팀별 상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의사소통에 

대한 외적 표현 분석과 내면적 의미 분석 두 가지의 분야로 구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분석 결과, EOP의 운전원별 직무 구별이 명확하였으며 동시에 평소 훈련의 중

요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대화 문장의 표현에 있어서 팀별 취약점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운

전원들의 직무 부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진단절차서 부분에 대한 내면적 의미 분석을 통해서, 

팀 내의 개별 운전원들의 상황 인식의 차이로 인한 대화의 오류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

한 오진단의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내면적 사고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을 분석하

였으며, 불충분한 정보의 교환, 부적절한 단어의 사용, 그리고 상황에 대한 사전 선입관 등

의 요소로 분류되었다. 

이들로부터, 훈련의 개선방향 역시 대화의 표현력 부분과 상황 인식에 대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훈련 방식이 제안되었다. 진단절차서 각 단계별 의사결정에 대한 훈련 직후

의 재검토 방식의 도입과 훈련 시나리오 정보의 비공개 등의 개선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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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eam performance is a major measure to evaluate the ability of team when a lot of 

people perform a task of common purpose such as the main control room operators in 

the nuclear power plant. A team performance is affected by the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operators under dynamic situation as well as by the cognitive 

process of each team member. Specially, under the emergency situation, more clear and 

apparent communication in a team is a critical key for the appropriate response to 

emergency situation. 

As a human factor analysis accesses the operator’s behavior, it means a resulting 

action of cognition process such as planning, decision, problem-solving. In order to 

access the internal and background information of his/her behavior, the verbal protocol 

analysis is adopted in this paper. The impact factors on the team performance are derived 

from the state of the art for team performance, and it is found that the communication is a 

common key for all impact factors. And, in turn, the impact factors for the communication 

are reviewed and the more detailed analysis is performed. 

The recorded data for the operator training for emergency situation of nuclear 

power plant training center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verbal protocol analysis that are 

being generally utilized in cognitive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and cognitive 

science. Two aspects, external (syntax) and internal (symantic) aspects of communication 

are reviewed. 

From the syntax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task of each step in EOP is well 

separated according to each corresponding operator and the ordinary training is important, 

and the weak-points for a sentence presentation are to be found for each team. The 

symantic analysis for the diagnostic procedure of EOP is performed and the 

communication errors due to different situation awareness by operators are found, and it 

leads to a diagnosis failure. The factors for different symantic cognition for a situation are 

analyzed and the impact factors such as insufficient information delivery, inappropriate 

terminology or word, and a preconception for a given accident sequence for training 

could be found. 

From these results, more efficient training form such as an improvement of 

presenting a EOP sentence, a post-discussion or interview for decision of each EOP 

diagnosis step, and a modification for securing/hiding the information of a planned 

schedule of training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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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인간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반

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현대의 산업시설은 한 개인에 의해 제

어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수의 인

원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 없으며, 팀 내에서의 한 개인의 능력은 팀 조직의 성

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원자력발전소의 복잡한 설계와 다양한 운전 모드로 인해, 주제어실에서의 직무는 

한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정신적 물리적 한계가 따르게 된다. 특히 비정상운전이나 

비상운전의 경우에는, 사고의 전개 과정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발전소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복구 전략을 결정하여, 사고의 완화를 위해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발전소를 이상 상태로부터 정상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운전원의 

대응 능력은 발전소의 안전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1-2]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과 같이 다수의 인원이 공통된 목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 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팀수행도가 중요한 척도가 된다. 팀수행도는 먼

저 팀원 개인의 인식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운전원

들 사이의 협력과 의사소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3-4] 특히 비상 직무와 같은 긴

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팀원들 사이의 보다 분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적절한 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요소임이 밝혀져 있다.[5-7] 

이 외에도 팀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팀의 특성, 팀원들 상호간의 관계성, 

인간-기계 관계성, 심리 모델, 팀 훈련, 그리고 조직과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영향 인자들에 대한 공통점은 의사소통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운전원들의 행동 양식의 분석을 위한 시각적 관찰을 통해서는, 계획, 의사결

정, 문제 해결 등의 결과적인 부분만을 관측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

결하며 동시에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언어 프로토콜 

분석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원전의 비상 직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처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8]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비상 직무에 대한 운전원들의 훈련 자료를 통해, 운전원들의 

의사소통의 수준을 분석하고, 의사소통의 유형 분류를 통해, 비상시 의사 전달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 확보 중인 비상직무에 대

한 훈련 시뮬레이터 모의 실습 과정에 대한 녹화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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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팀수행도와 의사소통 

 

제 1 절  팀수행도와 팀오류 

 

운전원들의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구조와 기술이 활용된 곳에서의 직무 행위

는 대개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직무 행위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팀 단위의 직무 수행

의 이점은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직무 수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팀 

내에서 팀원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케 하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팀으로 인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1. 팀 정의 

 

팀의 개념에 대한 여러 유사한 정의들을 다음에 나열하였다. [9] 

 

(1) “A team is a distinguishable set of two or more individuals who interact inter-

dependently and adaptively to achieve specified, shared, and valued 

objectives” (Morgan, Gluckman, Woodard, Blaiwes and Salas, 1986) 

(2) “A team is two or more people who interact, dynamically, interdependently, 

and adaptively toward a common and valued goal, who have been assigned 

specific roles or function to perform, and who have a limited life-span of 

membership” (Salas, Dickinson, Converse and Tannenbaum, 1992) 

(3)  “A team is a diverse group of people who are interconnected with shared 

responsibilities and strive toward mutually difined goals. A team works within 

the context of other groups and systems” (Rifkind, 1996) 

(4) “A team is two or more individuals working interdependently to complete a 

specific task” (Sian and Robertson, 1996) 

(5) “A team is a set of two or more individuals working in an interdependent 

fashion toward a common and meaningful goal” (Urban, Weaver, Bowers and 

Rhodenizer, 1996) 

 

이를 정리하면, 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팀이란, 두세 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하나의 공통된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팀

원 각자 역동적이며 독립적으로 관계하며, 각자에게는 수행해야 할 직무가 할당되어

져 있는 경우의 인원 구성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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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의 팀원들의 관계는 ‘팀웍’으로 표현되며, 팀 내에서는 운전원 개개인의 정보

가 공유됨은 물론, 서로에 대한 직무의 감시 및 대행,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팀 

자체에 대한 지식 정보의 축적, 팀 상황 지식의 축적 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팀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팀의 크기, 역할, 팀 내부 구조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의사소통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9]  

 

2. 팀 오류 

 

팀원들이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오류들이 발생

한다. 이에, 팀 내에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 원인별로 분석하여 파악함으로써, 팀 의사소통 

분석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팀 오류는 인식(cognitive) 오류와 수행(operational) 오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요인과 공통적인 요인 그리고 독립적인 것과 의존적인 것 

사이의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1과 그림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10] 

 

표 1.  팀 오류의 종류 및 구분 

 

Error Making Process 

Independent 개인 자체, 정확한 입력 - 환경 여건은 양호 
Individual Error 

Dependent 개인 자체, 부정확한 입력 - 환경적 여건이 불량 

Independent 상호간, 정확한 입력 - 환경적 여건은 양호 
Shared Error 

Dependent 상호간, 부정확한 입력 - 환경적 여건이 불량 

Error Recovery Process 

Failure to Detect 모든 팀원이 감지 실패 

Failure to Indicate 발견(detect)한 사람이 다른 팀원에게 통보 실패 

Failure to Correct error 발생자로 하여금 수정케 하지 못함 

 

 

그림 1. 팀 오류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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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팀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팀 내부 : 스트레스, 과로, 지식 부족, 기술 부족, 훈련 부족 등. 

     - 팀 외부 : 어두움, 고온다습, 과다한 업무, 등.  

     - 팀 상호 관계 : 대화 부족, 잘못된 직무 할당, 등.  

 

현재도 이러한 팀 오류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실제 발생하여 경험되는 

팀 오류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기록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분석 시에 문제점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제 2 절  팀수행도 및 의사소통 연구 현황 분석 

 

1. 팀수행도와 의사소통 

 

팀수행도 연구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이며, 팀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팀수행도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팀수행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의사소통임이 밝혀져 있다. 팀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들과, 이들과 의사소통의 관

계성, 그리고 본 논문에서 수행한 의사소통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즉, 팀의 특성 연구, 팀원의 관계성 연구, 팀 훈련 등등의 연구의 기반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팀수행도 일반 현황 분석 

 

먼저, 팀수행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현황을 정리하여 나열한다. 

 

가. K. Sasou, J. Reason (1999, [10]) 

팀의 특성을 규명하며, 팀에 의해 발생되는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으며, 팀 단

위의 직무로 인한 장단점을 규명하였다. 원자력, 항공, 해양 등의 분야에 대해 팀 오류의 유

형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팀 오류를 유발시키는 영향 인자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동 오류보다는 개인 오류가 더 크고,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하는 것

보다는 오류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팀원들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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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팀수행도 및 의사소통 영향인자 

 

나. Yufei Shu, Kazuo Furuta (2002, [11]) 

유동적 상황에 대한 운전원 팀의 대응을 분석할 수 있는 팀 행위 네트워크 모델

(TBNM: Team Behavior Network Model)을 제시한다. 4개의 모듈, 즉 직무 모델, 사건 모

델, 팀 모델, 그리고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팀수행도의 요

소에 해당하며, 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DFM(Dynamic Flowgraph Method) 방법을 사용

한다.  원전의 충전 및 유출 운전에 대한 예제를 통해 팀 수행도를 평가한다. 결과로는 운

전원의 실제 수행도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팀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성으로 인해 실험별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유동적인 상황에 대한 팀 협력과 의사소

통으로 인한 사건의 전파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 W. Ummenhofer, et al. (2001, [12]) 

유럽의 병원 응급실에서의 팀 수행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이며, 환자의 소생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자세와 판단에 대해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소생술의 시

행과 관련되어 서로 다른 견해와 처방들이 팀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R.J. Stout, E Salas (1997, [13]) 

팀수행도에 팀 훈련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훈련의 개선을 통한 팀 수행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 기술 등, 팀에 대해 설정된 훈련 목표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을 가

능케 하는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다. 체계적으로 제안된 훈련 방식에 의해 42명의 비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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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훈련을 적용한 결과, 팀 훈련이 팀 수행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 

 

마. D.C. Kraus, A.K. Gramopadhye (2001, [14]) 

항공기 보수 요원들에 대한 연구이며, 직무 수행이 서로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팀웍을 향상시킴으로 팀수행도를 증진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컴

퓨터의 활용을 시도하였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로 첨단 기술의 역할을 분석하였으

며, 교관에 의한 훈련보다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통한 훈련이 명백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바. L. Adelman, etl al., (1998, [15]) 

패트리어트 대공방어팀에 대한 의사소통 훈련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은 의사소통의 질과 양을 강화시켜 팀수행도를 증

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 훈련이 팀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하기는 

했지만, 의사소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팀원이 함께 직무를 감당한 기간으로 밝혀졌다. 

 

사. J. Stempfle (2002, [16])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irway Facilities (AF) 조직에서는 국가 항공 시

스템의 체계를 조직하되 서비스 관리와 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여기에는 OCC(Operations Control Center)와 MSS(Maintenance Control Center)가 포함되

며, 이들 팀의 수행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직무 분석과 연계, 그리고 의

사소통에 관한 부분의 연구와 팀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파악하였다. 

 

아. K. Takano, K. Sasou, S. Yoshimura (1997, [17]) 

원전과 같은 다양한 사고 전개가 가능한 경우의 운전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운전

원 mental model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유동성을 다룰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운전원의 행위를 유발시킨 사고의 

판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현장의 운전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 천세우 (1995, [18]) 

비상운전 상황에서 표출되는 운전원들의 직무 전략 및 인지적인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운전원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운전원들의 직무 특성을 분석하였다. 운전원들의 

직무특성을 인지 과정의 개입 정도에 따라 크게 Macro와 Micro로 구분하여, 이들 직무특

성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비상운전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이를 모사한 결과, Macro 직

무 특성 측면에서는 개발된 시나리오에 대해 익숙한 상태여서 인지 부담이 적고 이에 따라 

행위 부분의 직무가 부각되었다. Micro 측면에서는 상황평가를 위해서는 지식 기반이 위주

이며, 대처방안 수립 측면에서는 후반 단계들의 사전 고려, 단계별 기술 사항의 고려, 절차

서 경로의 적합성 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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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민대환 (1998, [19]) 

운전원간 의사소통과 직무의 상호 의존 관계를 고려하여 기존의 GOMS를 확장한 

분산형 GOMS(DGOMS) 를 제안하였고, CE형 원전의 비상운전절차서에 시험적으로 적용하

였다. 기존의 HMI 평가의 대부분이 개인 중심의 평가였지만, DGOMS를 통해 팀 차원의 

HMI 평가가 가능했다. 이를 통해 GOMS의 요소조작자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DGOMS에서 추가된 대화 조작자들의 유형도 분류할 수 있었다. 

 

카. J.A. Kolb (1993, [20]) 

팀 리더의 행동이 팀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조회사와 항공 분야 종

사자들의 직무를 분석하였다.  

 

3. 의사소통 현황분석 

 

본 항에서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팀수행도 영향인자들의 공통사항인 의사소

통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팀수행도 관련 문헌들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

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의사소통 자체에 중점은 둔 연구들을 소개한다. 

  

가. H. Ujita (1992, [21]) 

운전원의 인식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 비정상상황에 대한 대화 분석과

면담 과정을 수행하였다. 팀 의사소통은 팀원들간의 대화의 방향에 따라 분류되었다. 운

전원 4명 상호간에 일방 지시와 상호 협력의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top-down, 

bottom-up, tight-coupling, loose-coupling.  

 

나. H. Ujita, R. Kawano, S. Yoshimura (1995, [22]) 

대형 플랜트에서의 비상 상황의 경우 전문가/운전원들의 행위를 이해하고 수행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전원 오류의 관점뿐만 아니라 인식적 심리적 행동학적 측면에서 인간 

수행도를 평가하였다. 인간 수행도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척도가 개발되었다. 먼저 운전

원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팀 협력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였다. 팀별 

의사소통의 흐름의 유형을 분류하고 대화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다양한 부분의 

수행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여러 척도들이 전체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

량적 평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단지 팀수행도에 있어서 운전원의 인식과 행위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 S.J. Reinartz, G. Reinartz (1992, [23]) 

사고 모의 과정과 이후의 토의 과정에서의 언어를 통한 의사전달의 중요성에 착안

하였으며, 운전원 행위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행위와 내면의 인식 과정에 대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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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는 

의사교환이 팀웍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입증하였고, 운전 행위에 대한 기능별 분류를 통해 

운전원 행위와 인식 과정과의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 

 

라. K. Sasou, A. Nagasaka, T. Yukimach (1993, [24]) 

대부분의 원전 운전원들에 대한 교육 방식은, 팀별 행동을 관측한 교수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에 착안하여, 훈련 과정에서의 팀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개

발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책임자 유형에 대한 4가지 형태의 의사결정 형태에 대해 팀별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Sasou에 의해 개발된 TADEM(Team Activity 

Description method) 방법을 활용한다.[25] 의사결정에 대한 4가지 분류는, 발전소의 모

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팀의 전략 결정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비정상의 경우나 즉각적

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전략 결정은 팀원에 의한 결정이 주류였

고, 반면 이상 상황의 원인 규명의 경우에는 리더에 의한 의사결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마. B.G. Kanki (1989, [26,27]) 

의사소통 형태와 수행도와의 관계성 파악을 위해 10개조에 대한 전범위 항공 시뮬

레이터 실험을 수행하였다. 언어 자료를 수입하였으며, 한 비행훈련생의 대화는 다른 훈

련생에게는 사전 지식으로 활용되었다. 10개조에 대한 대화식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오

류를 적게 발생시켜 수행도가 높은 팀과 수행도가 낮은 팀을 구분하였다. 비록 개인별로 

대화가 특정지워지긴 하지만, 오류가 적은 팀에서의 대화 유형은 균일(homogeneous)하

고 표준화되어 있었으며, 오류가 많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heterogeneous) 유형을 보였

다. 그리고 함께 수행한 경력이 많은 팀의 경우에 오류가 낮았는데, 이는 팀원들 사이에 

이미 일정한 대화 형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바. M. Visciola, A. Armando (1992, [28]) 

비행 시뮬레이터의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비행사들의 인식과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이며,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및 교관-훈련생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오류의 형태

와 지식 습득 단계 사이의 관계와 시뮬레이터의 훈련생과 제어실의 교관 사이의 대화의 유

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록 실험 규모가 적지만, 인간 오류는 지식의 습득 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사. J.M. Schraagen, P.C. Rasker ([29]) 

전투상황실에서의 유효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전달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팀수행도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소통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특히 shared 

mental model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의사소통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의사소통

은 예기치 않은 상황 대처에 월등한 수행도를 보였고, shared mental model이 형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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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팀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떤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즉 잘 훈련되

어 shared mental model이 형성된 팀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의사소통만으로도 기본 직무 수

행이 가능하며, 비정상적인 경우를 위한 의사소통에 여유를 제공하게 되어, 수행도가 향상

되었다. 

 

아. A. Green (1995, [30]) 

인식 심리학, 교육 심리학, 인식 과학, 사회 심리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사용되

는 대화분석법(verbal protocol analysis)에 대한 절차와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자. B. Kirwan (1995, [31]) 

원전 이상상황에 대한 진단 및 진단 실패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OECD Halden 프

로젝트에 필요한 대화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대화분석법

(Verbal Protocol Analysis; VPA)과 EMTA(eye movement tracking analysis) 방법이 사용

되었다. EMTA 만으로는 진단에 큰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VPA와 함께 사용되면 막강

한 분석 도구가 됨이 밝혀졌다. 

 

차. 박용익 (2001, [32]) 

인문 및 언어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화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대화분석에 대한 기본 이해와 다양한 분석법을 제시한다. 

 

카. T. Kanno, K. Furuta, et al . (2003, [33,34]) 

팀 단위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추론하여 이를 팀-기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며, 동일한 목적에 대한 다른 운전원의 의도를 분석한다. 운전원의 행위에 대해 그 

운전원의 의도를 정형화하고 이에 대한 다른 운전원의 사고를 정형화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

성을 분석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론이 팀 의도를 분석하기에 합당하다고 입증되었다. 

 

제 3 절 의사소통 분석 방법론 TADEM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Team Activity Description Method (TADEM)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비정상적인 운전 상황 하에서의 팀 행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처

하는 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녹

화는 필수적이다. 이에 VTR을 이용한 녹화가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중요한 대

화나 행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징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분석하

기 위해 여러 가지 흐름도(flow diagram)가 개발되었다.[35-36] 그러나 이 역시 운전원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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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Yukimachi에 의해 개발된 방법을 개선한 TADEM 방법론이 개발되었다.[6] 

팀 행위를 대화 흐름 (communication flow), 행위 흐름 (action flow), 그리고 위치 이동 

(position flow)의 3개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VTR 테잎을 분석한다. 아래 그림 3은 

TADEM 방법론의 한 예제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맨 위의 (a) 부분은 운전원들, SRO(shift foreman), RO(reactor operator), 

TO(turbine operator), EO(auxiliary operator), 그리고 훈련교수(area operator)들 사이의 

대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화살표는 대화 상대방을 의미하며, 문장의 내용은 물론 대화

에 소요된 시간까지 분석되고 있다. 중간 부분 (b)는 운전원들의 눈이나 손에 의해 취해지

는 행위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10개의 행위로 분류하며, 해당 기호가 대화 흐

름 상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AD”는 수동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아래 부분

(c)는 운전원들이 행위를 취하는 위치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이 위치 정보 

역시 대화 흐름 상에 기호로 표시된다. 그림 3에서의 예를 보면, RO가 모의 시작 284초 시

점에서 제어봉구동계통(CRD)을 10초 동안 관측하고 있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

의 경우의 기호에 대한 설명을 표2에 나타내었다. 

 

 

그림 3. TADEM 분석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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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ADEM 분석에 사용된 기호 

 

The communication flow (meaning of statements) 

YC 

AC 

S 

A response to a statement concerned with a current status 

A statement telling an information concerned with a current status 

A statement to oneself 

The action flow (actions by eyes or hands) 

SE 

OB 

QT 

AD 

RE 

SW 

ç 

Changing a status of a multi position switch 

Observing at indicators on the control panel 

Reading an indicator quantitatively 

Adjusting a parameter continuously 

Reading a message on a warning panel or CRT 

Changing a status of a two position switch 

Finishing a call 

The position flow (observation points except for P1,P4,P7) 

RFC 

CRD 

AOC 

NWS 

COND 

CPP 

AO 

P1,P4,P7 

Recirculation flow control system 

Control rod drive system 

Automatic operation console 

Neutron monitoring system 

Condenser 

Condensate water polishing pump (side-stream pump) 

Air off take system 

Standing points of the operators 

The other 

ANN A warning sounds 

 

 

TADEM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a) 운전원 수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b) 대화/행위/위치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운전원의 대화와 행위를 정

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c) 대화 내용의 상세 기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가진 TADEM 분석 방법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 있어서부터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집되어야 한다. 즉, 각 운전원들의 대화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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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기록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녹화 자료를 통한 운전원의 구별과 이동 경로

에 대한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녹화자료로는 운전원들의 위치별 구별

이 어려울 뿐 아니라, 녹음 또한 한 개의 마이크를 사용함으로 인해, 녹취가 불가능한 대화

도 종종 나타난다. 또한 세밀한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측면

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TADEM의 세가지 유형별 분류 방식은 모든 의사소통 연구에 가장 기본

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TADEM 분

석 방법 대신에, 일반적인 사회학과 언어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화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제 4 절 언어 프로토콜 분석  

 

흔히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라고도 불리는 대화분석법(Verbal Protocol 

Analysis)은 개인의 대화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방법론을 통칭하고 있다. 대화는 정성적

인 자료이므로 표준 통계적인 처리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대화를 기호로 변환하는 코딩(coding)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량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대화분석법은 기본적으로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화 참가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을 

알게 하여서, 문제 해결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도 대화분석의 한 분야이다. 이 방법은 문장

의 내용, 구조 등을 연구하는 담화론에서 사용하는 분석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의 실험 이후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대화분석법은 인식심리, 교육심리, 인식과학, 사화과학 등의 다양한 인

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30-32]  

대화분석법의 효용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32] 

 

(a) 인간의 사회생활이 곧 대화 생활이므로, 대화를 분석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다양

한 형태와 양상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과 의식 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 

(b) 언어학적 대화 분석 연구의 목적은 사회구성원들이 대화를 수행할 때 항상 사용

하기는 하지만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대화의 원리와 구성 규칙 및 수행 조건 그

리고 구조와 전개 과정 등을 밝혀 의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 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c) 대화분석은 기존 언어학의 연구 이론이나 방법론으로 분석이나 설명이 어려웠던 

언어적 표현 수단들의 사용 조건이나 규칙 그리고 특정한 대화의 상황에서 갖는 

그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의 기능도 수행

할 수 있다. 

(d) 사회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인 대화의 원리와 규칙 그리고 조건 및 대화

의 구조와 전개 과정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확보된다면 사회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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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도 동시에 확보되는 것이다. 또한 의사

소통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사소통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과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상태로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대화분석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광범위하지만, 대화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직무의 정의(task specification), 대화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 변환(transcription), 사전 분석(exploration), 분석체계 구축(construction of a 

theoretical framework), 자료 분절(segmenting), 부호화(encoding), 분석(analysis)의 과정

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직무의 정의(task specification) 

분석 대상으로 해당 절차서나 특정 직무를 선정한다. 

 

자료 수집 

대화 자료가 녹화 혹은 녹음 자료로 수집되며, 버튼 조작이나 계기 판독 등 운전원

의 행위에 대한 자료도 동시에 수집한다. 어떤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우면 보조자

료도 수집한다. 원전 비상의 경우는 절차서 혹은 EOP 배경서(background material)도 포함

된다. 

 

 

 

그림 4.  대화 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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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변환 

녹음된 형태로부터 문자화하는 과정이며, 대화 지속 및 중단에 관해 적절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시각을 기록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사실에 대한 인식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사전 분석(exploration) 

대화의 일부분에 대한 분석을 우선 수행한다. 대개 10% 정도 분석을 수행하며, 이

를 통해 대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 이론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분석 이론 체계 구축(construction of a theoretical framework) 

분석가는 어떤 특정 이론에 의한 분석 체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 목적에 맞도

록 수정하여 체계를 확립한다. 사용된 특정 이론에 대해서는 가설 검증이 가능해야 하며, 

대화 자료의 분류 체계가 정의되어야 한다. 

 

자료 분절(segmenting) 

운전원의 의미 있는 행동 혹은 의미 있는 정보의 교환을 기준하여 대화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서나 문서화된 작업지시서 등을 기준하여 분류

할 수 있다. 

 

부호화(encoding) 

최소한 2-3명의 분석자에 의해 수행되며, 정성적인 언어 자료가 정량화 자료로 변

환되는 과정이다. 이전 단계에서 확정된 분석 체계에 따라, 대화 자료를 단위(segment)별로 

분석한다. 이 과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분석(analysis) 

부호화된 자료로부터 정량화 분석을 수행하며, 연구 목적에 맞는 결론을 위한 정량

적 및 정성적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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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제어실 정보전달 분석 

 

제 1 절  정보전달 영향인자 분석 

 

원전의 비상시 주제어실의 운전원들(SRO, RO, TO, EO)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SRO는 비상운전절차서(EOP,[37])에 근거하여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

의 결정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해야 하고, 다양한 사고 전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에 

운전원들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며, 특히 모든 인적 오류의 근원이라고 밝

혀진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의사소통에 대한 문헌 연구 및 운전원 훈련과정의 녹화자료[38]의 사전 분석을 통

해, 대화를 통한 의사전달에 미치는 영향 인자들을 도출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이를 위

해 전술한 바와 같이, TADEM 방법론이 아닌 일반적인 대화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4

에 제시된 방법론에 의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 task : 사전에 정의된 비상 상황 시나리오. 

- data : 운전원 훈련 과정의 녹화 자료를 입수. 

- transcription : 녹화자료로부터 대화 기록 (운전원별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

며, 대화 자체에만 집중하여 분석한다. 참고로 TADEM 방법을 위해서는 운전원별로 행위 

및 위치 이동까지 분석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 exploration : 확보된 자료에 대해 사전 분석 수행하여 대략의 유형을 구분한다. 

- theoretical framework : 대화 내용별 혹은 대화 단위에 대해 기호를 정의하고 분

류코드를 확보하며, 본 논문에선 영문자 혹은 숫자의 조합을 이용한다. 

 

 

 

그림 5.  의사소통 영향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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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ing : 이 과정은 아주 의미 있는 과정으로, 본 연구의 경우에는 비상운전

절차서(EOP)의 각 단계별 행동 지침이 하나의 단위 segment가 된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segment이지만 반복 대화를 포함하거나 혹은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encoding : 정해진 분석 의도, 즉 이론적 체계에 의해 녹화자료를 대상으로 분석

을 수행한다. 

- analysis : 모든 분석 결과들을 취합하여, 조별 의사소통 수준의 평가 또는 조별 

의사소통 수준 비교,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도출 등을 수행한다.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의사소통 분석은 크게 외적 표현 분석인 통사론적

(syntax) 분석과 내적 의미(semantic) 분석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들을 좀 더 상세하

게 표현하면 그림 5에서와 같이, 통사론적 접근방식은 문장의 완성도와 문장의 길이, 대

화의 구조 및 대화자 순서 등으로 세분화되어 분석될 수 있으며, 의미론적 분석은 절차서

의 각 단계별 의미에 대한 해석과 표현력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대화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화 단위는 비상운

전절차서(EOP)에 기준하여 구분하고 있다. 또한 encoding 결과가 ABC 등급으로 나뉘어 

분석됨으로 정량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표 3. 의사소통 분석 예제 

 

시간 대화자 내   용 EOP 분석 

0:01:41 SRO  과냉각도는 ? 

0:01:48 RO  과냉각도는 41도 됩니다. 
우선-01:3 BAB 

0:01:53 SRO  RCS 압력 ? 

0:01:55 RO 
 RCS 압력 … 149kg에서 감소 중에 

있습니다. 

우선-01:4 BAC 

0:02:14 SRO  RCP는 전부 다 운전되고 있지 ? BAA 

0:02:16 SRO  delta-T는 ? 

    
 (TO가 곁에 있다가  delta-T 빨리 보라고 

독촉) 

0:02:43 RO 
 (꽤 시간을 소비하며 계측) delta-T 5도 

정도입니다. 

BAC 

0:02:49 SRO  과냉각도는 ? 

0:02:52 RO  과냉각도는 43도입니다. 

우선-01:5 

BAB 

0:02:55 SRO  증기발생기 수위 확인. 우선-01:6 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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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원전 비상 상황시의 주제어실에서의 대화의 특징은, 

SRO(senior reactor operator) 주도의 대화이다. 비상상황시에는 주제어실에 비치된 비상운

전절차서의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수행해야 하며, 이의 모든 과정의 진행 및 단계별 의

사 결정은 SRO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이에 모든 단계, 즉 대화 단위의 시작은 SRO에 의

해 시작되며, RO/TO/EO는 SRO의 지시와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비상운전절차서가 

설계.작성되어 있다.  

결국, SRO 주도의 대화 구조로써 , 대화 방향으로는 top-down 방식에 해당하며, 

RO, TO, EO 일반 운전원 사이의 상호 협조 대화는 간혹 발견되는 정도이다.  

 

제 2 절  통사론적 분석 

 

1. 문장 완성도 분석 

 

대화의 외형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의 완성도 분석은 

운전원에 의해 표현된 문장이 언어학적 필수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문장의 기본 단위인 주어(subject), 동사(verb), 목적어(object)가 제대로 표현되어, 운전원

(주로 SRO)의 의도가 상대 운전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분석한다. 원전 주제어실에서 

비상상황시의 대화의 특성인 SRO 주도의 대화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분석한다. 

‘증기과잉방출사고(Excess Steam Dump Event: ESDE)’ 2건과 ‘완전급수상실사고

(Loss of All Feedwater: LOAF)’ 2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4 경우 모두 원자로 정지 이후부

터 25-30여분 동안의 운전원 훈련 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화 기본단위인 segment의 구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상운전절차서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동일 내용에 대한 반복 질문 및 확

인을 위한 대화는 동일 단위에 포함시켰다.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의 언어학적 문장 완성도 분석을 위해 문장의 핵심 요소인 주

어, 목적어, 동사의 유무를 분석하였으며, 그로 인한 오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주어에는 

행위의 주체인 운전원, 목적어에는 해당 기기, 그리고 동사에는 해당 기기에 대한 속성이나 

구체적인 조작 상태를 설정하였다. 이들 각각의 기준들의 완성도를 다음의 세 가지 등급으

로 구분하여 프로토콜 분석을 수행하였다. 

 

 - A등급 : 대상이 문장에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 B등급 :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 

 - C등급 : 표현이 없거나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SRO의 질문 “RCS Tavg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주어는 생략

되어 있지만 Tavg 값은 RO 담당이므로 B등급, 목적어는 RCS Tavg로 명확하므로 A등급, 

동사 곧 상태에 대한 것은 현재 계기판에 지시되고 있는 값을 질문하는 것이므로 A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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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문장 전체의 완성도는 'BAA'가 된다. 그러나 이전 대화에서 계속해서 RO와 대화 중

이었다면, 굳이 대화 상대방을 지칭할 필요가 없으므로, ‘AAA’로 분류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a) 대개의 경우 비상 직무의 특성상, SRO 중심의 대화로 분석되었다. 즉 SRO와 

RO, SRO와 TO, SRO와 EO 간의 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RO, TO, 그리고 

EO 사이의 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b) 한 운전원과 계속 대화 중에는, 대화 단위가 바뀌어진다 하더라고 주어인 해당 

운전원을 다시금 언어의 형태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미 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화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장애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

구는 프로토콜 유형 분석이 주목적이므로 주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일단 

분리하여 구분하였으며, 정보의 전달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c) 목적어의 경우 여러 기기 중 특정 기기를 명시하지 않는 SRO의 질문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운전원이 평소의 훈련과 지식 등의 주변적 상황으로 미루어 보

아 SRO가 원하는 정확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비상운전절차서와 

비교하여 정보의 전달 관점에서는 완전성이 결여된 경우이므로 B등급을 부여하

였다. 

 

ESDE 모의 훈련 과정에 대한 언어 프로토콜 분석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두 

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화 프로토콜 유형은 ‘AAA’, 즉 주어, 동사, 목적

어 모두가 명확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대화 상대를 지목하는 표현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대화가 동일인과 계속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서가 운전원별

로 명확히 구분되는 직무를 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4.  ESDE 훈련 과정에 대한 문장 완성도 분석 결과 

 

유형 AAA AAB AAC ABA ABB ABC ACA ACB ACC 

1조 71 7 2 6 1     

2조 49 25 8 14   3 1  

유형 BAA BAB BAC BBA BBB BBC BCA BCB BCC 

1조 4 2 0 2 0     

2조 8 2 1 1 3     

 

유형 CAA CAB CAC CBA CBB CBC CCA CCB CCC 합계 

1조     1     96 

2조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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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2조의 경우를 보면, 유형 ‘AAB’ 와 ‘ABA’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유

형들은, 해당 기기 혹은 기기의 속성과 상태의 표현을 생략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많은 경

우에 SRO의 이러한 생략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의 과정에서는 RO, TO, EO들이 

그 동안의 훈련과 사전 지식의 도움으로 EOP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SRO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소 훈련의 중요성과 사전 지식이 정보의 전달

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많이 파악되는 유형은 ‘BAA’이며, 1조와 2조 모두 대화 상대방

의 명시가 부족한 경우가 각각 4건과 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상 직무의 성격상 직

무 내용별로 담당 운전원이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비록 직무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더라도 다시 한번 호출

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켜, 결국 직무 수행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LOAF 2조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측된다. 

또한 문장의 구성 요소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6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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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장 완성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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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보면 ESDE를 수행한 2개조의 경우, 1조의 문장완성도가 2조보다 더 나음

을 쉽게 알 수 있고, 2조의 경우는 동사 부분, 즉 기기의 속성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의 전달

에 취약점이 있음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2조의 경우 SRO가 계기판의 값을 요구하는 과정

에서 현재의 값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이를 원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운전원들이 평소의 훈련을 통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경

우가 자주 발견되었다. 이는 곧 평소 훈련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행위에 대한 의사 전

달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이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ESDE 2조의 팀 의사소통 수행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ESDE 1조의 SRO는 EOP 비상 직무의 단계별 수행시, EOP 문서 내용 있는 그

대로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EOP를 기준한 정보의 전달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상대 운전원들에 대해, 지침서에 사용된 어휘력의 친숙도에 의

해 그 효과가 결정된다. 이는 EOP의 작성 기준 중의 하나인 단어의 선정 부분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2. 문장 길이 및 단어 개수 분석 

 

문장 구성 요소의 등급에 따른 문장 완성도 외에도, 하나의 대화 단위 내에서의 문

장의 길이도 의사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시하면 정보의 일부

가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한 예제를 아래 표 5에 나타

내었다.  

이 예제에서, SRO는 5개의 단어 그룹을 한꺼번에 제시하게 되며, 이에 대화 상대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며, 결국 SRO가 반복하여 질문하게 되

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처럼 한 번의 대화 속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 또한 의사 전달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화 단위별 단어 개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5.  문장 길이 분석 예제 

 

시각 운전원 대화 내용 분석결과

04:35 SRO 
RCFC 2대 고속 운전되나 확인. CEDM 냉각팬, 원자로캐비티 

냉각팬 정상 운전인지 확인해 주세요. 

 RO (13초가 지나도 대답 없음) 

04:53 SRO 
운전 가능한 모든 RCFC가 비상모드로 운전 중인지 확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질문) 

05:08 RO 4대 다 모두 운전. 

032 

(0 = 주어 개수, 3 = 목적어 개수, 2 = 동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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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제어실 대화에서 대화 단위별 단어 개수 

 

단어 개수 해당 문장 유형 ESDE-1조 ESDE-2조 

1 100, 010, 001 3 (3%) 29 (25%) 

2 011 52 (54%) 45 (39%) 

3 012, 021, 111 13 (14%) 29 (25%) 

4 022, 112, 121 5 (5%) 8 (7%) 

5 023, 032, 122, 131 1 (1%) 3 (3%) 

6 042 0 2 (2%) 

 

 

표 6에서 보듯이, ESDE-2조의 경우, SRO가 5개 이상의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시

하는 경우가 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대답이 충분치 못

하고, 이에 반복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장의 복잡도는 단어의 개수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화 단위에 대한 의사 교

환의 빈도와도 관계된다. 하나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서로 주고 받는 대화의 횟수에 따라 

의사소통 수행도가 바뀌게 되는데, 하나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두세 차례의 반복 질

문은 의사 전달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주제어실의 운전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1회 

질문 - 1회 대답’의 경우가 70% (ESDE-1조)와 53% (ESDE-2조)로 나타나, 의사소통 상태

가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질문한 경우가 각

각 13%와 10%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질문자와 대답자

의 인식이 다른 경우이거나 혹은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의사 전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이 밝혀

졌다. 운전원에게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야 함은 물론, 정확한 단어로 표현해야만 정확한 의

사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훈련 과정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SRO가 질문의 과정에서 명

시한 단어만으로는 정확한 의미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간혹 발견되었다. 이 경우 상대 운

전원과의 의사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EOP에 근거하여 SRO가 원하는 정보를 확

보할 때까지 수차례 반복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단어의 정확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긴 하지만, 문장 구조 분석 속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분

석될 수 있다.  

 

3. 대화 구조 분석 

 

대화 분석 과정에서 의사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대화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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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화구조 분석 과정 

 

SRO 1 계열 이상의 Class 1E AC 모선 가압? 

EO AC 모선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SRO 가압이 안되어 있어? 

EO 예. 가압이 안되어 있습니다. 

SESE 

SRO SG 수위? 

TO SG 수위 25%에서 감소 중입니다. 

SRO 감소 중? 두 대 다? 

TO 예. 

SRO 지금 현재는 몇 %야?  

TO 25%입니다. 

SRO 25%에서 감소 중인데 아직도 25%야? 

TO 예.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STSTSTST 

 

표 8. 대화 구조 분석 결과 

 

구조 ESDE-1조 ESDE-2조 

SR 42 23 

SRRS 1  

SRS 1 20 

SRSR 6 4 

SRSRSR 4 1 

SRTSTSR 1 1 

ST 18 20 

STST  3 

SD 6 11 

SDSD 1 4 

SE 1 1 

S안 2  

R 2 1 

10 3 17 

S0 9 18 

S0SR 2  

S:SRO, R:RO, T:TO, E:EO, 0:no answer, 1: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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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 교환을 나타내는 대화 단위(segment)에 대해서 구조를 분석

하며, 대화의 반복 내지 제 3자에 의한 대화 방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7은 구조 분

석의 예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첫 번째 경우는 Class 1E AC 모선 가압을 확인하기 위해 2

번의 대화가 발생한 경우이며, 두 번째 경우는 증기발생기 수위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네 번이나 반복적인 대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그 원인을 보면 첫 번째 경우는 ‘가압?’이라는 단어의 질문에 ‘차단’이라고 대

답하여 혼선을 초래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훈련 중인 사고가 SBO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8에 ESDE 1조와 2조에 대한 대화 구조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화가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사

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표 7의 두 번째 예에서와 같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외형적 분석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대화 속에 숨겨진 사고에 대한 분석을 위

해 의미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제 3 절  의미론적 분석 

 

주제어실 운전원들 사이의 대화는 발전소의 상황에 대한 그들의 사전 지식과 정보

로부터의 추론과 해석을 거친 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표현 이면에 숨겨진 정보에 대해 의미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운전원들 사이의 서로 

다른 상황 판단으로 인한 의사소통 수행도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

는 방안을 살펴 본다. 

예를 들어 EOP 진단절차서 ‘우선-02’의 5단계에 ‘충분’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SRO와 RO의 이해가 다를 수 있고, ‘가압기 온도 압력 확인’이란 부분 역시 운전원별

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비상 훈련 녹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38], 비상운전절차서 우선-02 진단

절차서 수행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제한된 시간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운전원

들의 의사전달 오류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먼저 비상운전절차서의 각 단계의 조치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분석하여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02 절차서의 5단계까지

에 대해 훈련 과정에서 보여 주는 운전원들의 대응 상황을 분석하였다. 

 

1. 비상운전절차서 의도 분석 

 

사고진단을 위한 절차서 ‘우선-02 

 진단절차서의 각 단계별 작성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EOP 배경서[39]를 참조하여 

단계별 의도 및 구체적인 운전원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표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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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선-02 진단절차서 단계별 의도 (1/2)  

단계 절차서 내용 의도(intent) 확인 사항 

1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 
 ? 원자로 정지를 확인  

(RCS heat input 감소) 

? 원자로출력 감소 ? 

? 기동율(SUR) < 0 ? 

? 모든 CEA 삽입 여부 ? 

2 
1 계열 이상의 Class-1E AC 와  

DC 모선 가압 ? 

? 최소한의 필수 AC/DC 전원 확보 
? LOOP, SBO 진단을 위함 

? 소외전원 혹은 EDG 로부터 vital 부하에의 전원 공급  

여부 ?  

(운전원은 기기별 상태표시, 저전압경보, 전원 표시, 차단기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함)  

(4.16kV AC 그리고 125V DC 확인) 

3 1 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 LOOP 진단 위함 

(소외전원 상실에 대한 판단 근거들) 

? RCP 

? 6.9kV & 4.16kV : 저전압 경고 혹은 차단기 상태 

? EDG 기동 여부,   ? RCP’trouble’ 경보 

? 콘덴서 진공 경보, ? RCS 저유량 경보 

4 
1 계열 이상의 Class-1E  

DC 모선 가압 ? 

? 완전전원상실(회복절차)과  
SBO 를 구별하기 위함 

? 주제어실 정상/비상 DC 조명 (자체 밧데리 조명은 OK) 

? 모든 차단기가 전원상실을 표시 

5 
1 대 이상의 S/G 에  

충분한 급수 확보 ? 

? SG 를 통한 열전달이 비정상적 
확인 

(최소 1 대의 S/G 에 대해서) 

? MFW/AFW 에 의해 수위가 23.5-90% WR 유지 ? 

? 총 급수유량 > 35 LPS, 수위 23.5-90% WR 복구 중 ? 

? 변수: SG 수위, 급수량 

6 
가압기 압력 > 135 kg/cm2 이고, 

안정 또는 증가 중 ? 

? RCS 압력/재고량 제어 위배 판단 
(파손 여부 확인) 

? 가압기 압력 (제한치 이내) 

(운전원은 trip 이전의 압력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 변수: 가압기 최소 압력 

7 
가압기 수위 > 15% 이고, 

안정 또는 증가 중 ? 
? RCS 압력/재고량 제어 위배 확인 

? 가압기 수위 (제한치 이내) 

(운전원은 trip 이전의 수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 변수: 가압기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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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선-02 진단절차서 단계별 의도 (2/2)  

8 
RCS 과냉각도 < 15 C 이고, 
증가중이 아님 ? 

? 재고량 관련 사고 (LOCA, SGTR)와 
열제거원 상실(ESDE) 사고의 구별 

? 변수 : RCS 과냉각도 

9 
모든 S/G 압력 > 75 kg/cm2, 

안정 또는 증가 중 ? 

? LOCA 로부터의 ESDE 구별을  

확인 
?  SG 압력 

10 SGTR 증상 여부 ? ? SGTR 확인 

? S/G 수위의 비정상적 증가 

? S/G 사이의 비정상적인 급수량 및 불균형 

? RCS 재고량의 비정상적인 상실 (뭘로 측정하는가?) 

? 2 차측 방사선 경보 또는 비정상적 증가 

? 변수 : S/G 수위, 콘덴서 off-gas monitor, S/G  

액체선량계, 증기관선량계, 터빈빌딩환기구선량계 

    

? (2nd) LOCA, ESDE 구별 

? 격납건물 압력/방사능은 격납건물 

 내의 LOCA 판단 기준 

?    

11 
격납용기 압력 < 70 cmH2O, 

증가중이 아님 ? 
? 격납건물 내의 파단 (LOCA) 확인 ? 격납건물 압력-고 경보 확인, 추이 확인 

12 
격납용기 RE-233/244 < 350 mR 

증가 중이 아님 ? 

? LOCA, ESDE 구별 위함 

   (격납건물 내의 방사선을 기준) 
? 격납건물 대기 방사능 계측기 

13 SGTR 증상 ? 
? 어떤 사건 외에 추가로, SGTR  

발생을 확인 (복합 사건을 확인) 
? (same as before) 

14 모든 판정 기준 만족 ? 비상-01 혹은 해당 절차서 ? ?    

15 사고로 확인 ? ? to the correct event recovery procedure 

16 단일 사고로 확인 ? ? to the ORPs for a single event and to the FRP for multipl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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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침서의 각 단계별 조치에 대한 정확한 물리적 의도는 EOP 배경서에 기록

되어 있으며, 평소 훈련 과정에서 교육되는 부분이다. 계속적인 반복 교육에도 불구하고 실

제 비상 상황이 되면 사고와 판단에 대한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잘못된 의도로 인한 행동

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운전원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의도로 인한 의사소통

의 오류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대화의 의미론 중심의 분석을 수행한다. 

 

2. 비상운전절차서 각 단계별 의도 분석 

 

운전원 의사소통에 대한 의도 분석을 위해서, EOP 배경서를 기분하여 운전원의 대

화를 분석하였다. 초기 분석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단계는 5단계 ‘한 대 이상의 

S/G에 충분한 급수를 확보’ 단계이다. 이 문장은 ‘한 대 이상’이라는 어휘와 ‘충분’이란 단

어, 그리고 ‘확보’란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애매한 표현인 ‘충분’이란 조건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모의 훈련 과정의 각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 과정에서 이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집중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을 부록에 나타내었다. 많은 경우, SRO와 해당 운전원인 

RO 사이에 한번의 대화로 정보 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복 대화 현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SBO에 대한 훈련 모의 과정 중에 5단계 수행한 내용을 표 10에 나타내

었는데, 이 단계의 정확한 의도는 열제거원으로써 S/G가 이용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S/G가 열제거원으로써의 기능을 위해서는 광역 수위가 23.5%와 90% 사이이어야 

하며, S/G로의 총급수, 즉 주급수와 보조급수 합하여 35 LPS의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변수들 중에서 S/G 수위와 급수유량에 관한 계기들

을 확인해야 하고, 이들을 통해 사고진단 단계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예제에서 보듯이, 실제의 경우에는 단계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부분적인 반영 내지 편협된 반영을 보이는 경우가 관측되었다. 대화의 과정을 살펴 보

면, SRO는 현재 S/G의 수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급수 유량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4 시점에서 TO가 수위가 만족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S/G가 열제거원으로

써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RO는 급수 여부만을 질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래 사고인 SBO로 진단 못하고 LOAF로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두 번째 LOAF의 예제를 보면, 이 경우는 SRO가 급수가 가능한지의 질문을 했음에

도 불구하고, TO는 대화 중에 ‘펌프가 돈다’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SRO로 하여금 AFW 

계통에 의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착각을 유발하였다. 이에 SRO는 ESDE로 오진단하

게 된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시나리오 수행 과정에서 5단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와 오류 유

형들을 분류한 내용을 표 11에 나타내었다. 공통점으로 나타난 것은 어떤 경우이건 SRO의 

질문 내용에 맞는 대답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해당 운전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SRO의 

지시에 따라 잘 반응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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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화 의도 분석 예제– 우선-02 5단계 ‘충분한 급수 확인’ (1/2) 

(모의 사고 : SBO) 

5:08 SRO 증기발생기 급수 들어가고 있습니까? 

5:11 TO 증기발생기 급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5:15 SRO Aux. Feed Pump 한 대 쪽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5:18 EO (갑자기) Diesel 상실되었습니다. 

5:19 SRO 둘 다 죽었나? 

5:20 EO 예. 

5:24 TO (증기발생기) 수위 괜찮습니다. 

5:25 SRO 급수가 들어가고 있어? 

5:27 TO 급수 안 들어갑니다. 주급수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5:30 SRO Aux. Feed water pump? 

5:32 TO 지금 기동 안 되고 있습니다. 

5:34 SRO 둘 다? 

5:35 TO 예. 양쪽 다입니다. 

5:43 SRO DC 모두 가압되어있죠? 

5:45 EO DC 모두 정상운전 중입니다. 

5:49 SRO 
증기발생기 급수 다시 한 번 확인. 두 대 중에 한대라도 들어가면 돼… 

아, 지금 펌프 안 돈다고 했지? 

5:54 TO 네 지금 기동 안되고 있습니다. 수위가 1쪽이 27%… 

6:00 SRO 지금 급수 안 들어갑니다… 자, LOAF 고려하고…  

 

 

표 10. 대화 의도 분석 예제– 우선-02 5단계 ‘충분한 급수 확인’ (2/2) 

(모의 사고 : LOAF) 

2:57 SRO 증기발생기 지금 급수확보 안됩니까? 

3:00 TO 급수 다 상실입니다. 

3:02 SRO 상실… LOAF… 

  .........(이후 ESDE 로 오진단) 

4:09 SRO (오진단발생) ESDE 판명되었습니다 (4:11 완료) 

4:17 SRO (갑자기) 급수 지금 하나도 안돼 ? 

4:19 TO 
급수... 지금... Aux. Feed 까지 다 도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flow 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4:24 완료) 

4:25 SRO (오진단발생) ESDE 로 판명되었습니다 (4:2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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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우선-02 5단계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 유형 분류 

 

유형 질문내용 특징 해당 사례 

1 
한대 이상 SG 에 충분한 

급수 확보 ? 
EOP 문구 그대로 #1 #2 #9 #13 #14 #15 

2 
SG 수위 확인해 주세요, 

급수하고. 
두 경우로 분리 질문 #6 #7 #8 #17 

3 
1) SG 수위 충분합니까? 

2) 급수 공급되고 있습니까? 
두 항목을 별도로 질문 #3 

4 
SG 급수 들어가고 

있습니까 ? 
급수에만 관심 #4 #5 #10 #11 #12 

5 SG 레벨 ? 수위에만 관심 
#16 (하나가 만족되므로 skip) 

#18 

 

 

표 11에서 유형 1,2,3의 경우 모두가 오류를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4,5 유형은 해당

단계에 대한 SRO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사고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4,5 유형의 경우 절차서 상의 ‘충분’이란 단어에 대한 배경서의 원래 의미를 상실한 경

우이며, 이로 인한 진단 오류의 가능성이 크고, 실제 오진단이 발견되었다. 

동일한 과정으로 계속해서 비상운전절차서의 진단절차서 우선-02에 대해, 1단계 ‘반

응도 제어 안전 기능 확인’ 단계에서부터 4단계 ‘Class 1E AC 모선 가압 확인’ 단계에 대

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9에 나타낸 EOP 배경서의 단계별 의도를 기준하여, 운전원들의 

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상세한 과정을 부록에, 그리고 분석 결과를 표 12에 요약하여 나

타내었다. 

 

 

표 12. 우선-02 1단계 분석 결과 – 유형 분류 (1/4) 

(반응도 제어 안전 기능 확인) 

 

1. 단계를 완전히 생략 7 건 (17%) 

2. 질문에 대답 없는 경우 2 건 (5%) 

3. 엉뚱한 대답 1 건 (2%) 

4. 부분적인 정보 교환 9 건 (21%) 

5. 제대로 된 정보 교환 23 건 (55%) 

용어: 트립, 정지, 반응도, 제어봉,  

특징: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으린 완전한 질문 - 23 건 (5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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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우선-02 2단계 분석 결과 – 유형 분류 (2/4) 

(Class 1E AC/DC 모선 가압 확인) 

 

1. 단계를 완전히 생략 5 건 (11%) 

2. 질문에 대답 없는 경우(SRO 혼자말) 2 건 (5%) 

3. 엉뚱한 질문/대답 1 건 (2%) 

4. 포괄적인 질문 5 건 (11%) 

5. 부분적인 질문 (DC 만) 16 건 (36%) 

5. 부분적인 질문 (AC 만) 3 건  (7%) 

6. 둘 다 구체적인 질문 (제대로 이루어진 질문) 11 건 (25%) 

7. 아주 상세하게 질문 (EO 권한 침범 ?) 1 건 (2%) 

혼동 가능성 있는 용어: (1) 소외전원 공급 중 ?   (2) 비상교류모선 가압 ? 

(3) 터빈 트립 ?          (4) 01SA 가압 ? 

 

 

표 12. 우선-02 3단계 분석 결과 – 유형 분류 (3/4) 

(RCP 운전 중 확인) 

 

1. 단계를 완전히 생략 8 건 (18%) 

2. 질문에 대답 없는 경우 0 건 (0%) 

3. 색다른 질문/대답 1 건 (2%) 

4. 부분적인 정보교환 0 건 (0%) 

5. 제대로 된 정보교환 34 건 (77%) 

6. 혼자말 1 건 (2%) 

 

 

표 12. 우선-02 4단계 분석 결과 – 유형 분류 (4/4) 

(Class 1E AC 모선 가압 확인) 

 

1. 단계를 완전히 생략 사고경위상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33 건 (75%) 

2. 질문에 대답 없는 경우 0 건 (0%) 

3. 색다른 질문/대답 1 건 (2%) 

4. 부분적인 정보교환 3 건 (7%) 

5. 제대로 된 정보교환 5 건 (11%) 

6. 혼자말 2 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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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를 보면 EOP 각 단계의 정확한 작성 기준인 배경서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

는 의사전달이 의외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1단계-55%, 2단계-38%, 3단계-77%, 4단계-

11%). 그리고 부분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단계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단계-21%, 2단계-43%, 3단계-0%, 4단계-7%).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모의 실험 직후, 운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

의 녹화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다. 그러나 우선-02 진단절차서 수

행 직전에 이미 우선-01 ‘트립 후 우선조치’의 수행 과정에서 일련의 의사소통을 수행한 바 

있으므로, 우선-02 단계에서는 발전소 상황을 미루어 짐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EOP 절차서 자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운전원들은 다

시 한번 EOP 배경서의 의미에 준하여 필요한 변수를 모두 확인하는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이용한 진단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사고에 대한 선입관이 작용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분한 급수의 확

인 과정에서 현재의 수위는 고려하지 않고 급수 여부와 자신의 선입관으로 판단한 경우이다. 

또 하나의 현상은 대답이 없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견된다. 이는 

대개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SRO와 대화 상대 운전원의 생각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즉, SRO 혹은 해당 운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EOP 단계 지침의 표현과

는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우선-02 2단계의 #1 경우를 보면, 이미 SBO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DC에 관한 가압 

여부만 질문하고 있으며, EO의 ‘가압 안 되어 있습니다’라는 대답에 대해 우선-02 진단절

차서의 다른 단계로 진행해야 하지만, 시나리오가 SBO라는 선입관에 의해 다시 한번 TO

에게 확인을 요구하여, EO의 오류를 수정하게 된다. 훈련에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는 진

행하였지만, 실험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로 의사소통이 방해를 받은 경우이다. 

그리고, 적절한 단어의 사용도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Class 1E AC/DC 모선’이

란 단어 외에 ‘소외전원’, ‘비상교류모선’, ‘터빈 트립’, 그리고 ‘01SA’라는 다양한 어휘가 

등장하는데, 이 역시 비상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배제되어야 한다. 

단계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물론 원자로 정지 이후, 우선-01 단

계에서 진단절차서와 유사한 과정을 수행하게 되어, 이전의 지식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의사

소통을 생략하는 경우이다. 이와 동시에 단계 생략 원인으로는 원자로 정지 이후에 진단 과

정을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발전소의 현상학적 변화가 발생하기도 전

에 진단이 완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01 단계와 

우선-02 단계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의미론 중심의 의사소통 오류 유형 

 

이상의 분석 과정을 통해 운전원 의사소통에 대해 의미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진단 과정의 의사소통을 분석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문제점으로 인해 오진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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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게 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으며, 주요 유형들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유형들을 다음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1) 불충분한 정보의 의사소통 

(2) 부적절한 단어의 사용 

(3) 사고에 대한 선입관 

 

즉, 지금까지의 의도 분석 결과를 통해서, 훈련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수행도를 향상

시키며, 궁극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한 팀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훈련 방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불충분한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 직후의 면담을 

통해, 진단절차서의 각 단계별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검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습관과 능력을 갖게 한다.  

두 번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EOP 작성 시에 현장 운전원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동시에 문서로 작성된 EOP 어휘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

니면 EOP 어휘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때 문장구조론 분석에서 밝혀진 대로, 하

나의 단계에서 많은 정보를 한번에 요구하는 단계의 경우에는, SRO가 한번에 하나의 대화 

단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구분하여 대화를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훈련 시나리오에 대한 선입관을 최대한 가지지 않도록 훈련의 

환경적인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훈련 시간표 작성이나 교수들에 대한 지침을 강화

하여, 이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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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및 결론 

발전소의 비상 상황과 같은 긴급 상황 하에서는, 특히 정확한 의사 전달이 비상 직

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에 팀으로 이루어지는 비상 직무에 대한 주제어실 운전

원 상호간의 의사 전달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전원 

상호간의 의사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팀수행도와 의사소통

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팀수행도 영향인자를 도출하였으며, 이들 인자에 공통

적인 요소인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운전원들의 의사소통 분석을 위해 비상 훈련 상황이 녹화된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사회학 혹은 언어학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일반적인 대화분석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분석

을 수행하였다. 문서화된 절차서와 계속 반복되는 훈련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이었던 진

단 부분의 진행 과정이 SRO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에, 철저하게 

SRO 중심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곧, SRO가 진단절차서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한 질

문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운전원은 진단절차서가 아닌 SRO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외적 표현을 기준한 분석과 대화 내면의 의미를 중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외적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장완성도와 문장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어휘의 개수를 기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장완성도 분석을 통해서 EOP의 운전원별 구별이 명확한 점이 검증되

었으며, 평소 훈련의 중요성 또한 입증되었다. 팀별 훈련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대화 표현 방법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이를 팀

별 훈련 시에 반영함으로써 취약한 표현력 부분의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내면에 숨겨진 내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사전달의 오

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절차서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화의 의미

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절차서 각 단계별 EOP 배경서를 참고하여 각 단계의 물리적 의미 

및 운전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발전소 변수를 파악하였다. 각 훈련 과정에 대

한 대화 내용과 단계별 배경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전원들 사이의 견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상황에 대한 견해 차이는 의사소통을 지연시키거나 해석 상에 오해 소지

가 되었고, 결국 오진단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불충분한 정보의 교

환, 부적절한 단어의 사용, 그리고 사전 선입관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었고, 이들 

각각에 대해 훈련 과정이나 EOP 작성시에 고려함으로써 개선되게 된다. 이는 훈련이 종료

된 직후 각 단계별 의사결정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통해 취약한 부분들이 지적되고 개선될 

수 있으며, 훈련 시나리오에 대한 비공개 또한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의 전달 관점에서 운전원 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비상 직무에서의 의사소통의 유형 및 취약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

구는, 현행 정보 전달 방식과 절차서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비상 직무에 대한 팀 의사소통 능력이 개선되어, 운전원들의 비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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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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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훈련 시나리오별 대화 의도 분석 자료 

 

1. EOP 우선-02 5단계 ‘S/G 충분한 급수 확보’ 단계에 대한 의도 분석 

 

#1. LOCA  

6:39 SRO SG에 충분한 급수 확보? 1대이상? 

6:44 TO SG 주급수 펌프 운전불능하고 보조급수 펌프는 운전가능합니다. 

6:49 SRO 아니, 수위 확보되어 있어? 

6:51 TO 55%에서 감소중입니다. 

6:55 SRO 지금 유지되고 있지? 주급수는 안들어가고 있고? 

6:59 TO 예. 

분석: TO의 대답은 펌프에만 관심 있음 (실제 EOP에는 수위와 급수를 확인해야 함)  

결과: 넘어갔음  

 

#2. SGTR  

6:14 SRO 한대이상 SG 충분한 급수 확보? 

6:17 TO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SG 1 57% 증가중, SG 2 59%에서 증가중입니다.  

(6:25 완료) 

분석: TO가 보다 정확한 대답  

결과: 정상진단  

 

#3. ME  

7:55 SRO 증기발생기 수위 충분합니까? 

7:57 TO 증기발생기 (수위) 충분합니다. 

8:00 SRO 급수 공급되고 있습니까? 

8:03 TO 다운커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석: SRO 정확한 질문  

결과: (다른 원인에 의해) 복합사고 진단 못함  

 

#4. SBO  

5:08 SRO 증기발생기 급수 들어가고 있습니까? 

5:11 TO 증기발생기 급수…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5:15 SRO Aux. Feed pump 한 대 쪽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5:18 EO (갑자기) Disel 상실되었습니다. 

5:19 SRO 둘 다 다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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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O 예. 

5:24 TO (증기발생기) 수위 괜찮습니다. 

5:25 SRO 급수가 들어가고 있어? 

5:27 TO 급수 안 들어갑니다. 주급수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5:30 SRO Aux. Feed water pump? 

5:32 TO 지금 기동 안 되고 있습니다. 

5:34 SRO 둘 다? 

5:35 TO 예. 양쪽 다입니다. 

5:43 SRO DC 모두 가압되어있죠? 

5:45 EO DC 모두 정상운전중입니다. 

5:49 SRO 
증기발생기 급수 다시 한 번 확인. 두 대 중에 한대라도 들어가면 돼… 아, 지

금 펌프 안돈다고 했지? 

5:54 TO 네 지금 기동 안되고 있습니다. 수위가 1쪽이 27%… 

6:00 SRO 지금 급수 안들어갑니다… 자, LOAF 고려하고…  

분석: SRO/TO 모두 오직 급수에만 관심 있음. 현재 수위/Trend에 대해선 언급 않음.  

결과: 처음엔 LOAF로 오진단, 나중에 SBO로 진단  

 

#5. LOAF  

3:24 SRO 자, 한대 이상의 증기발생기 급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26 TO 급수공급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3:32 SRO LOAF 고려합니다. 

분석: TO는 MFW 뿐만 아니라 AFW도 고려한 것일까?  

결과: MFW만 고려하였다면, 당연한 오진단. 그러나 우선-01 과정에서 AFW마저 돌지 않는 

것을 확인한 상태임. (LOAF/ESDE 혼재하다가 LOAF로 진단)  

 

#6. LOCA  

3:00 SRO 증기발생기 수위 확인해 주세요. 급수하고… 

3:03 TO 증기발생기 #1 55%, #2 55% 서서히 증가중입니다. 

분석: 정확한 질문과 답변  

결과: LOCA 진단  

 

#7. ME  

6:28 SRO 증기발생기쪽 급수유량하고 수위? 

6:34 TO 
급수는 안들어가고 있고… 수위는 1쪽 43%, wide range, 2쪽 52%입니다. 

(TO는 주급수만을 고려하고 있는 듯…) 

6:43 SRO 2쪽 5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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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TO 1쪽 43%입니다. 

6:48 SRO 응… 

분석: SRO는 정확하게 질문. TO는 MFW만 고려하는 듯. 오진단의 빌미. 그러나 수위가 충

분하므로, 진단에는 영향 미치지 않음.  

결과: ME 진단.  

 

#8. SBO  

5:31 SRO 증기발생기… 수위하고… 

5:36 TO 수위 31%입니다. Wide range… 

5:39 SRO Wide range 31%… 

5:40 TO 예. 

5:42 SRO 보조급수 안 들어가고? 

5:44 TO 

보조급수 안 들어갑니다. 운전불능입니다. (5:47 보고 완료. TO의 대답이 맞는

지? Disable 경보는 있지만 AFAS가 안 나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 

SRO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음.) 

분석: 우선-01 과정에서 MFW/AFW 불능 상황이었음. 이에 AFW만 질문함.  

(*) 운전불능 : AFAS 발생 안 해도 수동기동이 있을 텐데, 시도하였으리라 추정됨.  

 

#9. LOCA  

3:00 SRO 증기발생기 급수 충분해요? 

3:02 TO 예. 지금 급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3:04 SRO 예. 

분석: 우선-01에서 수위가 충분함을 알았고, 급수 상황만 점검한 것임.  

결과: LOCA 쉽게 진단  

 

#10. LOAF  

2:57 SRO 증기발생기 지금 급수확보 안됩니까? 

3:00 TO 급수 다 상실입니다. 

3:02 SRO 상실… LOAF… 

  .........(이후 ESDE로 오진단) 

4:09 SRO (오진단 발생) ESDE 판명되었습니다 (4:11 완료) 

4:17 SRO (갑자기) 급수 지금 하나도 안돼 ? 

4:19 TO 
급수... 지금... Aux. Feed 까지 다 도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flow가 형성

되지 않습니다. (4:24 완료) 

4:25 SRO (오진단 발생) ESDE로 판명되었습니다 (4:27 완료) 

 



 ４３ 
 

분석: 우선-01에서 SG 수위 없음을 알았고, 이에 급수여부만 확인함.  

       TO의 “다” 상실 : MFW & AFW 를 의미  

결과: 계속 ESDE로 오진단 (Aux 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ESDE로 진단한 것을 보

아, TO의 말 중에서 Aux.Feed가 돈다는 말에 의해 SRO가 AFW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한 

듯함) --> 오진단의 빌미를 TO가 제공한 것임.  

 

#11. ME  

2:41 SRO SG의 급수 확보되고요? 

2:43 TO 예. 

분석: 수위는 관심 없음.  

결과: (다른 원인에 의해) SGTR로 오진단  

 

#12. SBO  

1:46 SRO SG 급수? 

1:48 TO 아직 AFAS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51 SRO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1:52 TO 28%에서 유지 중입니다. 

분석1 : 1:24초에 TO가 AFAS 발생했다고 보고한 적 있음.  

분석2 : TO는 AFAS에 대한 답변 (S/G 최저 수위 이상이라는 의미인 듯)  

결과: 오진단 (강사조작실의 mis-operation)  

 

2:39 SRO 한대 이상 증기발생기 충분한 급수확보 가능하지? 

2:42 TO 예. 가능합니다. 

#13. LOCA  

 

분석: 정확한 질문/답변  

결과: EDSE로 오진단 (원인은 사고 초기의 transient 기간 내에 진단한 결과)  

 

#14. LOAF  

2:25 SRO 한대이상 증기발생기에 충분한 급수가 가능한지 확인해 봐봐. 

2:29 TO 증기발생기 1, 2, wide range 수위 0% 이하입니다. 

2:33 SRO 0% 이하야? 

2:34 TO 예. 

2:35 SRO 증기발생기 급수유량 확인해 봐봐. 지금 보조급수 안들어 가나? 

2:41 TO 보조급수 공급중입니다. 

2:43 SRO 보조급수 유량을 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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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TO 유량… 안 뜨는데요… 

2:46 SRO A, B, 다… 

2:48 TO A, B 둘 다 유량 없습니다. 

2:50 SRO 없어… 

2:55 SRO 증기발생기 수위 둘 다 0%인가? 

2:59 TO 둘 다 0% 이하입니다. 

3:00 SRO 음… 

분석: 처음 TO 대답은 급수엔 관심없다. 이에 SRO가 급수 유무를 다시 확인한다.  

        ==> TO는 EOP 대로 현재 수위와 “총급수유량(MFW+AFW)"을 확인해야 한다.  

결과: LOAF로 진단  

 

#15. SBO  

분석: TO의 대답이 수위만 얘기하고 있음. 28% 감소 중이므로, 급수가 없다면 LOAF 가능

성이 있는 부분임. (오진단 가능성 포함).  

결과: LOOP/SBO 진단  

 

#16. ME  

5:53 SRO 증기발생기 레벨 얼마에요? (5:54 완료) 

5:59 TO 
1번 wide 48, 2번 wide 53에서 증가중입니다. (6:03 완료) 지금 거의 안정되

어 있습니다. (6:06 완료) 

6:07 SRO 예... 

분석: 수위 및 급수 확인하여 문제 없음.  

결과: ME 진단  

 

#17. SGTR  

5:44 SRO 증기발생기 급수 되고 있죠? (5:46 완료) 

5:47 TO 주급수 펌프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5:49 SRO 레벨 유지되고 있죠? 

5:51 TO 예. Wide range 40%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5:54 완료) 

분석: 급수만 질문하고 급수만 답함으로 (MFW만 언급함으로) 오진단 가능성 제공.  

        ==> 다행이 수위를 질문함.  

        ==> 여전히 AFW상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수가 없음.  

 

#18. ESDE  

3:00 SRO 자… 지금 증기발생기 레벨? (3:03 완료) 

3:07 EO/SS TO… 증기발생기 레벨! (TO가 딴 생각을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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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TO 
증기발생기 레벨… 1쪽은 40% 유지중이고요… 2쪽이 17%에서 감소중에 있

습니다. (3:14 완료) 

3:15 SRO 예…  

3:16 SRO AFAS도 떴나? 

  (TO의 반응이 없음) 

분석 : 일단 한 개의 수위가 40% 만족시키므로, 더 이상의 질문에 관심없는 TO  

결과 : ESDE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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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OP 우선-02 1단계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단계 의도 분석 

 

# SRO 질문 RO 대답 

1 반응도제어안전기능 ? 항목별 : 2/3 대답 (기동율 확인 않음) 

2 반응도제어기능 ? 항목별 : 3/3 대답 

3 반응도제어안전기능 ? 
항목별 : 1/3 대답 (SRO가 중간에  

말을 짜름) 

4 반응도제어기능 ? 전체 : 모두 만족합니다. 

5 항목 2개만 질문 (기동율 언급 않음) 그나마 1/2 대답 

6 원자로 트립 확인 ? 확인. 

7 원자로 트립 확인 ? 확인. 

8 원자로 트립 확인 ? 확인. 

9 
반응도 ? (반응도제어안전기능 전체를 의미하

는 듯) 
10E-3 감소 중 (기동율로만 이해) 

10 반응도 ? 10E-3 감소 중 (기동율로만 이해) 

11 반응도 ? 10E-3 감소 중 (기동율로만 이해) 

12 반응도 ? 10E-3 감소 중 (기동율로만 이해) 

13 원자로 트립 ? 확인. 

14 원자로 정지 ? 확인. 

15 원자로 정지 ? 확인. 

16 원자로 정지 ? 확인. 

17 반응도 제어 ? 만족. 

18 반응도제어안전기능 ? 만족. 

19 반응도제어안전기능 ? 만족. 

20 반응도제어안전기능 ? 만족. 

21 반응도 안정되었고... (혼잣말) 

22 반응도 안정되었고... (혼잣말) 

23 반응도 제어 ? 제어봉 ? 제어봉 삽입 (하나만 대답) 

24 (명시적 언급 없음)   

25 제어봉 삽입 ? 제어봉 삽입. (질문1, 대답1) 

26 반응도 제어 만족 ? 삽입 ? 예. 

27 반응도 기능 만족 ? 27 C 만족. (좀 이상한 대답) 

28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 이상없습니다. (좀 애매한 대답) 

29 (명시적 언급 없음)   

30 (명시적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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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명시적 언급 없음)   

32 원자로 확실하게 정지 ? 예 

33 (명시적 언급 없음)   

34 원자로정지 확인 ? 확인. 

35 (명시적 언급 없음)   

36 (명시적 언급 없음)   

37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 예. 

38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 (대답없음) 

39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 예. 

40 반응도 제어 안전기능 만족 ? 예. 

41 원자로 모두 정지 ? (좀 이상한 문장) 정지. 

42 원자로 트립 ? 확인. 

43 제어봉 삽입 ? 원자로 트립되었습니다. 

44 원자로정지 ? (대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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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OP 우선-02 2단계 ‘1계열 이상의 AC/DC 모선 기압?’ 단계 의도 분석 

 

# SRO 질문 RO 대답 

1 1계열 이상의 Class 1E DC 모선 가압 ? DC? 
오답 - 재질문 - 정답  

(오답원인: SBO라는 선입관) 

2 1계열 이상의 Class 1E DC 모선 가압 ? 가압. 

3 1계열 이상의 Class 1E DC 모선 가압 ? 가압. 

4 1계열 이상의 Class 1E DC 모선 가압 ? 가압. 

5 소외전원 Class 1E 공급 중 ? 공급. (AC만 고려) 

6 필수전원 확보 ? 예. 

7 필수전원 ? 확인. 

8 비상교류모선 가압 ? DC 모선 ? AC/DC 각기 질문 --> 각기 대답 

9 Class 1E DC 모선 가압 ? 가압. 

10 Class 1E AC와 DC 모선 가압 ? 가압. 

11 Class 1E AC와 DC 모선 가압 ? 가압. 

12 1계열 이상의 Class 1E DC 모선 가압 ? 가압. 

13 Class 1E 모선 살아있나 ? 다 살아있습니다 (AC/DC모두 확인해줌) 

14 Class 1E 모선 살아있나 ? DC도 살아 있고 ? AC/DC 각기 질문 --> 각기 대답 

15 Class 1E 전원 다 죽었나요? DC는 ? 오답 - 재질문 - 정답 

16 Class 1E 전원 살아있죠 ? 가압. 

17 Class 1E AC와 DC 가압 ? 가압. 

18 Class 1E DC 모선 가압 ? 가압. 

19 Class 1E AC와 DC 가압 ? 가압. 

20 Class 1E DC 모선 가압 ? 가압. 

21 전원 이상 없고.... (혼자말) 

22 전원 이상 없고.... (혼자말) 

23 전원, 터빈 트립 ? (색다른 질문) 절체되, AFAS 발생(더욱 색다른 대답)  

24 Class 1E 1계열 AC와 DC 모선 가압 ? 2계열 가압 확인. 

25 1계열 이상의 Class 1E DC 모선 가압 ? 예 

26 1계열 이상의 Class 1E AC/DC 모선 가압 ? 가압. 

27 
1계열 이상의 Class 1E AC/DC 모선 가압 ? 

 (혼동함) 
예 

28 1계열 이상의 Class 1E AC/DC 모선 가압 ?   

29 (명시적 언급 없음)   

30 
전원계통 다시 확인해줘. 01SA 가압 ?  

012A,B,C,D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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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원계통 이상 없어 ? 예. 

32 전원쪽 이상 없어 ? 예. 

33 (명시적 언급 없음)   

34 (명시적 언급 없음)   

35 (명시적 언급 없음)   

36 (명시적 언급 없음)   

37 1계열 이상의 Class 1E AC 모선 가압 ? DC는 정상입니다. 

38 Class 1E DC 가압 ? 가압. 

39 1계열 이상의 Class 1E AC/DC 모선 가압 ? 가압. 

40 1계열 이상의 Class 1E DC 모선 가압 ? 가압. 

41 1계열 이상의 Class 1E AC 모선 가압 ? 4채널 모두 가압. 

42 1계열 이상의 Class 1E AC/DC 모선 가압 ? 가압. 

43 Class 1E DC 가압 ? 가압. 

44 전원계통 이상없죠 ?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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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OP 우선-02 3단계 ‘RCP 운전 중?’ 단계 의도 분석 

 

# SRO 질문 RO 대답 

1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4대 모두 정지. 

2 RCP 운전 상태 ? 2대 운전 중 

3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2A,2B 운전 중 

4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2대 운전 중 

5 RCP 운전 중 ? 4대 운전 중 

6 RCP 운전 중 ? 4대 운전 중 

7 RCP 운전 중 ? 4대 운전 중 

8 RCP 정지 ? 정지 확인. 

9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2대 운전 중 

10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4대 운전 중 

11 RCP 운전상태 ? 1B,2B 운전 중 

12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모두 정지. 

13 RCP ? 4대 운전 중 

14 RCP loop당 한 대씩 운전 ? loop당 한 대씩 운전 

15 (명시적 언급 없음)   

16 RCP 운전 중 ? 4대 운전 중 

17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2대 운전 중 

18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2대 운전 중 

19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4대 운전 중 

20 RCP 운전 중 ? 모두 정지. 

21 RCP 운전 중 ? 예 

22 (RCP 운전 중이고...)혼자말   

23 RCP 운전 중 ? 예 

24 RCP ? 
정지. (두사람 모두 몇 대인지는 언급하지 않

음) 

25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4대 운전 중 

26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운전 중. 

27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2대 운전 중 

28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운전 중 

29 (명시적 언급 없음)   

30 (명시적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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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CP 정지 ? 정지. 

32 (명시적 언급 없음)   

33 (명시적 언급 없음)   

34 (명시적 언급 없음)   

35 (명시적 언급 없음)   

36 (명시적 언급 없음)   

37 RCP 모두 정지 ? 예 

38 RCP 4대 운전 중 ? 예 

39 RCP 4대 운전 중 ? 예 

40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예 

41 RCP 모두 정지 ? 정지. 

42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2대 운전 중 

43 1대 이상의 RCP 운전 중 ? 2대 운전 중 

44 RCP 몇 대 운전 중 ? 4대 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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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OP 우선-02 4단계 ‘1계열 이상의 Class 1E 모선 가압?’ 단계 의도 분석 

 

# SRO 질문 RO 대답 

1 1계열 이상의 Class 1E AC 모선 가압? AC 모두 차단. 

2 n/a   

3 n/a   

4 n/a   

5 n/a   

6 n/a   

7 n/a   

8 DC 모선 어때 ? DC 정상입니다. 

9 n/a   

10 n/a   

11 n/a   

12 1계열 이상의 Class 1E AC 모선 가압? 01SB만 가압. 

13 n/a   

14 DC도 살아있고 ? 살아있습니다. 

15 DC는 ? 정상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16 n/a   

17 n/a   

18 n/a   

19 n/a   

20 Class 1E AC 모선 가압? B train까지 되어 있습니다. 

21 n/a   

22 n/a   

23 n/a   

24 n/a   

25 n/a   

26 n/a   

27 n/a   

28 n/a   

29 n/a   

30 

EO: 전압이 갑자기 팍 떨어졌습니다. 

SRO: 한 개 이상 가압되어 있는지 확인해줘  

(no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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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RO 혼자 판단하고 지나감)   

32 n/a   

33 n/a   

34 (SRO 혼자 판단하고 지나감)   

35 n/a   

36 n/a   

37 Class 1E DC는 ? DC는 A,B 다 정상입니다. 

38 n/a   

39 n/a   

40 n/a   

41 1계열 이상의 Class 1E AC 모선 가압? 가압. 

42 n/a   

43 n/a   

4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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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과 같이 다수의 인원이 공통된 목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팀수행도가 중요한 척도가 되며, 팀수행도 분석

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적 수행도 분석 방법은 운전원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게 되며, 이는 계획,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결과적인 부분만을 관측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의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의 분석을 수행하게 되며, 일반적인 언어 
프로토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팀수행도와 의사소통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팀 
수행도 영향 인자를 도출하였으며, 이들 인자들의 공통점인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원전의 비상 직무에 대한 훈련 녹화 자료를 언어 프로토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 결과,  EOP 의 운전원별 직무 구별이 명확하였으며 동시에 평소 

훈련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대화 분장의 표현에 있어서 팀별 취약점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운전원들의 직무 부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진단절차서 부분에 대한 

내면적 의미 분석을 통해서, 팀 내의 개별 운전원들의 상황 인식 차이로 인한 대화의 

오류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한 오진단의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내면적 사고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을 분석하였으며, 불충분한 정보의 교환, 부적절한 단어의 

사용, 그리고 상황에 대한 사전 선입관 등의 요소로 분류되었다. 

 이들로부터, 훈련의 개선방향 역시 대화의 표현력 부분과 상황 인시겡 대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훈련 방식이 제안되었고, 각 단계별 의사결정에 대한 훈련 직후의 

재검토 방식의 도입과 훈련 시나리오 정보의 비공개 등의 개선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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