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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재목 

차세대 원전 첨단 제어설비에 대한 인간공학적 설계적합성 평가 

A Human Factors Evaluation of Advanced Control Facilities in Korea Next 

Generation Reactor 

11. 연구의 목적 및 펼요성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주 제어실은 운전원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시스템 (workstation display system; WDS) , 대형정보패널Oarge display panel; 

LDP) , 소프트제 어 기 (soft control; SC), 전자식 절차서 (computerized procedure 

system; CPS) , 첨 단 경 보시 스 템 (advanced alarm system; AS) 둥， 첨 단 설 비 

를 적용하여 기존의 하드와이어 방식의 원전과 전혀 다른 운전환경을 갖는다. 

이러한 운전환경의 차이는 각종 계통운전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의 획득， 운전 

상황의 진단(diagnosis) ， 제어조작 등과 같은 운전직무 수행형태의 변화를 초 

래해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적 수 

행도는 차세대 제어실의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Man-Machine Interface; 

MMI)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규제하는 데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차세대 첨단 제어설비 사용에 따른 MMI 통합 시스템 

에 대한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관련 인간 

공학적 사전 안전성 심사 및 적합성 평가업무를 지원하는데 있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인간공학적 연구현황 조사 

인적 수행도 평가를 위한 이론 정립을 위해 첨단 제어설비의 설계와 관 

련된 인간공학적 연구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 

관 및 연구소에서 발행된 보고서를 비롯하여 국내 · 외 관련 논문 및 문헌을 

검토하였다. 

2) 인적 수행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직무량kognitive task demand) , 정신적 작업부하 

(mental workload) , 상황인식 (situation awareness) 등 세 가지를 인적 수행도 

의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차세대 주 제어실 모형 (dynamic 

mock-up)과 기존호기 시율레이터 (simulator) 각각에 대해 인적 수행도를 측정 

하고 비교 · 평가하였다. 또한 차세대 제어설비에 대한 사용성과 운전원의 만 

족도를 평가하였다. 

3) 인적 오류유형 규명 

본 연구에서는 인적 오류 예측을 위한 체계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 

해 운전원의 인지적 측면에서 차세대 제어설비에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 

오류를 예측 · 규명하였다. 

4) 인간공학적 규제 현안 제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제어실 MMI 설계에 관련된 인간공학적 

규제 현안과 보완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KINS의 인허가 관련 사전 안전성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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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차세대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를 기존호기와 비교 · 평가함으로 

써 차세대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적수행도 평가를 위한 기준 

으로는 인지적 직무량， 정신적 작업부하， 상황인식 등이 적용되었다. 

연구 결과， 기존호기의 인적 수행도가 차세대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밝혀 

졌다. 기존호기의 인지적 직무량과 정신적 작업부하는 차세대에 비해 낮았으 

며 두 원전간에 상황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에 대한 사용성 분석결과， 운전원은 WDS를 주로 사용하며， 다음으 

로 CPS , LDP, SC, AS 순 이었다. 이러한 제어설비의 사용성은 운전직무 유 

형 (SRO， RO, TO)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제어설비에 대한 운전원의 만족도는 WDS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LDP, 

SC, CPS 순 이었지만 이들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AS의 만족 

도는 다른 제어설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심층조사결과， AS의 설계구성 

과 운전원의 가시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시성은 AS 뿐만 아니라 

WDS와 LDP에도 공통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오류유형의 분석 결과， 차세대의 SRO와 RO는 ‘해석’， TO는 ‘관찰’과 

관련된 인지적 작업수행에서 각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 

다. 또한 SRO는 WDS를， RO와 TO는 AS과 WDS를 사용할 때 각각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EAM의 오류 분류체 

계를 이용하여 SRO. RO. TO가 운전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예측하 

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MMI 설계에 대한 10 

가지의 규제 현안 및 근거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규제 현안은 

차세대 주 제어실의 안전성을 기존호기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 

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또한 규제 현안을 해결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확인 · 검증하는 과정을 차세대 원전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 

할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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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A Human Factors Evaluation of Advanced Control Facilities in 

Korea Next Generation Reactor 

11. Background and Objectives 

In conventional main control rooms(MCRs), the predominant 

means for providing operation is via hard-wired, spac디i때a려11ψy dedicated 

devices that exhibit a s외ingle f띠unc다t디10αn-smg빙le coαntσro이1 philosop야hy. On 

the contrary, in Korea Next Generation Reactor(KNGR) MCR, 

operators may interact with plant through advanced man-machine 

interfaces(MMIs). The advanced MMIs include a graphic-based 

operator workstation display system(WDS), a large display 

panel(LDP) , a soft control(SC), a computerized procedure 

system(CPS) and an advanced alarm system(AS). While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MMI technology is genera11y considered to 

enhance system performance, there is also the potential to negatively 

impact human performance and spawn new types of human errors.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11ows: (1) to evaluate 

the impacts of advanced MMIs on operator performance; (2) to 

identify new types of human eπors; (3) to present human factors 

engineering(HFE) issues to support the safety reviews perform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Nuclear Safety(KINS). 

111. Scope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e following tasks were 

undertaken: 

(1) Reviews of relate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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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domestic and intemationa1 HFE 1iterature 

pertaining to system descriptions and MMI -re1ated human 

performance research was performed. Literature from nuclear power 

industry sources were a1so reviewed including research reports and 

technica1 pub1ications on HFE trends and human performance 

concems. A1so concemed were reports identifying HFE research 

needs in the nuclear industry such as U.S. Nuclear Regu1atory 

Commission(NRC), Brookhaven Nationa1 Laboratory(BNL), and 

E1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EPRD. 

(2) Eva1uation of human performance 

Empirica1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va1uate the effects of 

advanced MMIs on operator performance. Three measures were 

taken to eva1uate different aspects of the operator performance: 

cognitive task demand, menta1 work1oad, and situation awareness. 

The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performance of operators 

working in the training simu1ator in Yong-Kwang and KNGR MCR 

Mockup. In addition, operators I opmlOn was surveyed to examine 

the usability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advanced MMI 

facilities. 

(3) Identification of human errors 

Human errors re1ating to KNGR MMI resources were identified 

using the human error prediction mode1 inspired by the Cognitive 

Re1iability and Error Ana1ysis Method(CREAM). 

(4) Provision of HFE issues 

Based on the resu1ts of the study, HFE issues for the review of 

KNGR MCR were presented. 

IV. Resu1ts 

Genera1 trends in the performance measures of cognitiv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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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mental workload, and situation awarenes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ventional plant was superior to 

KNGR on the operator performance. Cognitive task demand and 

mental workload were rated higher in the KNGR than in the 

conventional plant. Regarding situation awareness, the KNGR 

outperformed the conventional plant, though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revealed that WDS was the 

most frequen t1y used MMI resource, followed by CPS, LDP, SC, and 

AS. In this study, the usability of the KNGR MMI resources varied 

depending on the task types such as senior reactor operator(SRO), 

reactor operator(RO), and turbine operator(TO). 

The evaluation of operator' s satisfaction showed that WDS was 

the most satisfactory resource, followed by LDP, SC, CPS ’ , and AS. 

AS was rated as the worst due to inappropriate functional 

organization and lack of operator' s visibility.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human errors of SRO 

and RO were mainly dominated by the cognitive behavior of 

’interpretation' with WDS, while the cognitive behavior of TO was 

mainly dominated by ’observation ’ with WDS and AS. In addition, 
the overall pattems of human errors on the task types were 

provided. 

The ten HFE issues for the KNGR MCR were presented to 

address important design deficiencies identified in this study. The 

issues should be resolved to improve safety of KNGR at least up to 

the level of the conventional NPP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activities after implementing those resolutions should be also 

performed to reach optimal plant safety and other operational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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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형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Korea Next Generation Reactor: KNGR 

(APR 140이)의 첨단 제어설비는 기존의 하드와이어 (hardwire) 운전방식과 달 

리 대형정보패널(large display panel; LDP (기존 수직 제어반에 해당) ), 운전 

원 개 인 용 워 크스 테 이 션 시 스 템 (workstation display system: WDS) , 터 치 스크 

린 (touch screen)을 이용한 소프트제어기 (soft control: SC) (기존 운전원 콘솔 

및 소프트왜어에 해당)， 기폰의 문서식을 배제한 전자식절차서 ( computerized 

procedure system: CPS) 그리고 첨단 경보 시스템(a1arm system: AS)으로 구 

성된다. 

대형정보패널에는 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경보(a1따m) 및 flag를 요약하여 

표시하는 plant level a1arm과 flag section, 그리고 중요 시스템과 프로세스 변 

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전상태를 보여주는 process mimic section 등 3개 

부분의 고정지시영역 (fixed display section) 이 있다. 또한 2개의 변동지시영 

역 (variable display section)을 통하여 기동， 정지， transient 등과 같은 발전소 

의 특정 운전모드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원 상호간의 조정 및 협조 

를 지원한다. 

한편 변동지시영역에 표시된 정보는 운전원별 4대의 워크스테이션 시스 

템과 1대의 감시전용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에 있는 CRT 상에서 확인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있다. 또한 안전 및 비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기기는 SC로 제어 

가능하다. 또한 비상과 비정상 상황 시 운전은 CPS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차세대 주 제어실(main control room: MCR)의 운전 

원은 각자 배정된 자리에서 다중 작업 (multiple tasks)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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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작업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strategic decision making)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첨단 제어 시스랩의 구성은 운전원들이 직접 제어 기기로 

이동하여 직접 확인하고 조작하는 기존의 가동중 원전의 MCR과는 전혀 다른 

운전방식이다 첨단 제어 시스템에 의한 운전원의 역할 및 제어 환경의 변화 

는 MCR의 인적 수행도 향상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아야 

한다. 그러나 사용 경험이 전무한 컴퓨터 기반 제어 시스템의 도입은 운전원 

의 인지적 작업부하(cognitive workload)를 증가시켜 운전원 직무 수행도 및 

신뢰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원자력연구소(1998)가 원전 운전원， 

비원전 운전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원전 

제어실의 첨단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첨단 제어설비는 기존에 사용하였던 계기형 제어방식의 장점 및 특징을 다 

수용할 없어 기존 제어방식에 비해 인적 수행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기억요구정보 증가에 따른 인적오류의 발생 

과 인지적 작업부하(cognitive workload)의 상승， 인터페이스 기기 복잡성으로 

인한 작업소요시간의 증가， 좌식 작업 (sedentary work)에 따른 지루함 및 주 

의력 저하 등이 발생가능 한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요 

인은 기존의 운전 방식에는 없는 새로운 유형의 인적 오류(human error)의 발 

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차세대 첨단 제어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인간공학 

적 검증 및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NUREG/CR→5439에서 첨단화된 시스템 사용에 따라 예측 가능한 주요 인간공 

학적 현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D.S. NRC, 1990). 

• 기존 운전방식과 비교하여 첨단 MCR에 근무하는 운전원의 역할변화 

는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운전 환경에서의 운전원의 선택， 자격 요 

건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통합 시스템(Ïntegrated system)에서 발생가능 한 인간공학적 현안들 

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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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단 제 어 실 에 서 의 CGDs(computer-generated displays) 적 용에 따른 

운전원의 정신적 모형은 기존의 운전방식과 비교할 경우 어떻게 변하 

는가? 

• 기존 운전방식에 적용되었던 훈련프로그램 인간공학적 기법 및 방법 

등이 첨단화된 운전방식에서는 어떻게 수정 · 보완되어 적용하여야 하 

는가? 

• CGDs 및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human-computer interfaces; HCD 

가 운전원에게 친근한 사용환경이 되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첨단 제어설비의 적용이 운전원 직무 수행도 및 효율성에 미치는 긍 

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전술한 바와 같은 차세대의 인간공학적 현안을 검증 및 평가하는 데 

는 NRC의 NUREG-0700, Rev. 1 “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 (U.S. NRC NUREG-0700. Rev. 1RC 1996a) 이 가장 널 리 λ}용된 

다. 그런데 NUREG-0700, Rev. 1은 하드와이어와 컴퓨터 시스램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hybrid) 형태의 원전에 대해 적용하는 인간공학적 규정이다. 따 

라서 NUREG-0700, Rev. 1으로 컴퓨터 기반 시스템인 차세대 제어설비를 평 

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평가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NRC는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BNL)을 통해 첨단 제어설비 설계요소에 대 

한 다양한 인간공학적 기준과 검토 요건을 제시하였다cU.S. NRC 1996b; U.S. 

NRC 2oo0a; U.S. NRC 2oo0b; U.S. NRC 2000c; U.S. NRC 2000d; U.S. NRC 

2000e). 

국내의 경우， 컴퓨터 기반의 HSI 설비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1998년 원자력연구소가 컴퓨터 기반의 HSI 설비에 대한 인 

간공학적 연구를 최초로 수행하였으며 이외의 연구들은 차세대 원전 인간공학 

안전심사지침 개발과 같이 주로 규제요건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미국 및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실제로 컴퓨터 기반 제어 시스템의 운전 

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문이나 이론적 연구결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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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운전 경험에 기초한 연구 결과 

를 제시하기보다는 새로운 운전환경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인간공학적 현안 및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 하위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또한 제어 시 

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전체 시스템에 대한 평가 대신， 각 하위 시 

스템 (WDS , LDP, SC , CPS , AS 등)별로 나누어 분석，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따라서 제어 시스템의 각 하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전체 시스랩의 수행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공학적 현안을 도출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함께 

차세대 제어 시스템의 운전을 통하여 전체 MMI에 대한 운전원의 인적 수행 

도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현안 

을 도출하여 원자력 안전 기술원(Korea Institute for Nuclear Safety: KINS) 

의 규제업무를 지원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WDS , LDP, SC, CPS 그리고 AS등이 적용되는 차세대 MCR은 기존의 

수직적 나열형 제어반과는 전혀 다른 운전환경을 제공한다. 운전환경의 변화 

는 각종 계통운전 상태에 대한 정보의 획득， 운전상황의 진단(diagnosis) ， 제어 

조작 등과 같은 직무 수행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직무 형태의 

변화는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인적 수행도는 차세대 MCR의 컴퓨터 기반 MMI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규제하는데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 측면에서 차세대 컴퓨터 기반 

MMI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KINS의 차세대 원전 인허가 관 

련 인간공학적 사전 안전성 심사 및 적합성 평가업무를 지원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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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차세대 원전 첨단 제어설비 MMI 통합 시스템에 대한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 평가를 통하여 인간공학적 사전 안전성 심사 및 적합성 

평가업무를 지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세부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부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간공학적 연구현황 조사 

국내 · 외의 규제기관 및 원자력 관련 연구소에서 발행된 첨단 MCR 관련 

보고서와 각종 인간공학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첨단 제어설비 통합 시스템 

평가에 대한 이론 및 기술적 기반을 정립하였다. 또한 첨단 제어설비와 관련 

된 인간공학적 현안 분석을 통하여 평가기준 및 방향을 설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NUREG/CR -6633, NUREG/CR -6635, 

NUREG/CR-6684, NUREG/CR-6637, NUREG/CR-1A-0137을 검 토하고 차세 

대 MCR의 설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설계 지침을 발훼， 번역하여 부록1-1 ， 

1-2, 1-3, 1-4 그리고 1-5에 수록하였다. 

2) 언적 수행도 평가방법론 선정 

첨단 제어설비에 관한 인간공학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 

적 수행도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통합시스템에 대한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는 NUREG-0711 11 .4.4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평가기 

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공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신 

적 작업부하(mental workload) 상황인식 (situation awareness)을 평가기준으 

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운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인지 

기능의 활동량을 평가하는 인지적 직무량(cognitive task demand)을 또 다른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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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수행도 평가 

차세대 MCR 설계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평가는 차세대 운전원의 인적 수 

행도와 기존호기 MCR 운전원 인적 수행도의 비교 · 평가를 통해서만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MCR 모형 (dynamic 

mock-up)과 기존호기 시율레이터 (simulator>를 활용하여 동일한 실험조건 하 

에， 전술한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인적 수행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WDS, 

LDP, SC, CPS , AS에 대한 효용성 및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4) 인적 오류유형 예측 

인적 수행도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차세대 MCR에서 발생 가능한 운전원 

의 인적 오류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오류유형을 예측하기 위한 

체계적 모델을 제시하고 운전원의 인지행위와 제어설비에 관련된 인지적 측 

면에서의 인적 오류를 예측하였다. 

5) 인간공학적 규제 현안 제시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MCR에서 고려되어야 할 인 

간공학적 규제 현안과 보완사항을 제시 KINS의 인허가 관련 사전 안전성 업 

무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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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NRC 관련 자료 
- NUREG-0700, 0711 
- NUREG/CR -6633, 6634, 

6635, 6637 등 
인간공학분야 학계자료 

. SSAR Chap.18 인간공학 
예비 직무분석 보고서 등 

‘-

인간공 

대 

• 해외 첨단 원전 MCR의 
학 설계 현황 파악 

• 첨단 제어설비의 운전방식에 
한 국내 · 외 문헌조사 

• 첨단 제어셜비 관련 인간공학적 
현안 분석 

인간공학 연구현황 조사 

• 

분석 및 평가 방법론의 

적합성 평가 

(예비실험을 통한 시험 및 검증) 

협
및
뼈
원
 

8 

· 인간공학 현안을 포함한 분석 
평가대상 직무 선정 

· 평가기준 선정 
· 인적 수행도 평가 방법론 개발 

인적 수행도 평가기준 및 방법제시 

t:tl 
^ 

• 

차세대와 기존호기 원전 
시율레이터 활용 

(기존호기 운전원 대상 실험) 

실험 

‘-

· 차세대와 기존호기 운전원의 인 
지적 직무량， 정신적 작업부하， 

상황인식의 평가 및 분석 
· 첨단 제어설비 시스템 효용성 평 
가 

· 차세대 인적 수행도의 비교 평가 

언적 수행도 평가 

• 

언적오류유형 규명 

· 인적 오류 예측모형 제시 
• 운전직무별 인적 오류유형 예측 

• 

인간공학적 규제 현안 제시 

• 첨단 제어설비 관련 인간공학적 
규제현안 제시 및 업무 지원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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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언적 수행도 평가 및 잘험방법 

1. 이론적 배경 

현대의 산업 현장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자동화가 광범위하 

게 이루어짐에 따라 작업자의 직무구성 및 수행방식에 있어서 육체적인 요구 

는 감소하는 반변 인지적 부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경 향은 NPP 분야도 예 외 가 아니 며 (Meister, 1995), 특히 컴 퓨터 를 기 반으 

로 한 차세대 MCR을 운전하는 운전원들의 인지적 부하(cognitive workload) 

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부하를 평가하는 척도로 인지적 

직무량， 정신적 작업부하， 상황인식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1 인지적 직무량(cognitive task demand) 

차세대 MCR의 운전원은 CRT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기억하고， 

정보처리 과정 (human information processing)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 

한 후， 필요한 제어설비를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운전원의 직무는 

일차적 직무(primary task)와 이차적 직무(secondary task)로 나뀐다. 일차적 

직무는 운전원이 수행하는 신호 및 정보감지， 상황평가(situation assessment) , 

상횡진단， 운전목표설정 및 운전계획 등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1998). 이차 

적 직 무로는 CRT에 서 의 정 보순항(navigating through) , CRT 화면 페 이 지 간 

이동， 데이터 및 정보 탐색， 직무수행방법 설정 등이 있다. 운전원은 감지 

(perception ), 주의 (attention), 작업 기 억 (working memory) 및 장기 기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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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rn memory)과 같은 인지적 속성을 이용하여 일차적， 이차적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직무수행은 운전원의 인지적 부하를 상승시키고 일정 

수준을 념을 경우， 처리 시간의 지연이나 인적 오류와 같은 인적 수행도의 저 

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차세대 MCR 설계의 인간공학적 적합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구(cognitive demands)에 의한 운전원의 직무량(task 

demand)을 측정하여 직무량이 인적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IEEE 1988; U.S. NRC , 1994). 

인지적 직무량은 부하(loading) 량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직무량(task 

demands)이 작업자의 인지적 능력 (capacity)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때 최 적 이 라고 할 수 있다 (Gaillard, 1993; Parks and Boucek, 1989; Wiener 

et al., 1984). 

인지적 직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 작업자의 정보처리수준 

Oevel of inforrnation processing)이 있다 (Neerincx and Griffioen, 1996). 

Rasmussen(1986)과 Reason (1990)은 인 간의 정 보처 리 수준을 skill-based, 

rule-based, knowledge-• based 등의 세 가지 유 형 으로 정 의 하였 다. 

Skill • based 수준이란 일상적이고 통상적이며 자동적인 행위를 통한 정보처리 

를 의미하며 인지적 직무량을 최소로 요구하는 정보처리수준이다. 

Rule-based 수준이란 if-then과 같은 일정한 규칙에 따른 문제해결 

(problem-solving) 행 위 를 말한다. 또한 knowledge-based 수준이 란， 모든 정 

보처리 행위가 작업자의 정신적 모형 (mental modeD에 기초한 계획 수립과 지 

식 을 바탕으로 이 루어 지 는 것 을 의 미 한다 Knowledge-based 수준은 다른 

두 수준에 비해 높은 인지적 직무량을 요구한다. 이처럼 정보처리수준과 인 

지적 직무량은 비례관계를 가진다. 즉 직무가 복잡하고 경험이 적을수록 높 

은 정보처리수준(knowledge←based)에 의한 작업수행이 필요하며 이는 높은 

인지적 직무량으로 이어진다. 

인지적 7.l E 랴으 4To-C 인 지 과학(cognitive science) 및 인지시스템공학 

(cognitive system engineering)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지적 직무분석 

(cognitive task analysis) 기 법을 통해 분석 · 평가할 수 있다 (Hollnage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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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 1983; Woods and Roths , 1988). 인지 적 직 무분석 의 목적 은 특정 직 

무환경에서의 인간의 지식과 인지적 절차를 규명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 현 

재까지 인지적 직무분석에 관련되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는 데 이들 방 

법은 특히 웅용 섬리학(applied psychology)분야에서 훈련(training) 및 의사결 

정 (decision making) , 인적 수행도 평가， 작업장 및 인터페이스의 설계 등에 

폭넓 게 사용되 고 있다 (Chi et al., 1981; Cook, 1994; Gordon and Grill, 1997; 

Hoffman et al., 1995; Kim and Courtney, 1988; Klein, 1992; Qlson and 

Reuter, 1987; Rowe and Cooke, 1995; Shanteau, 1984; Woods, 1993; 

Zsambok and Klein, 1997). 원자력 인간공학에서는 인지적 직무분석을 제어 

실 제어설비의 효율성 평가와 운전원의 구성 (staffing) ， 운전 절차서 (operation 

procedure)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발전소의 운용에 관계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C따Tera et al.. 1991; Kirwan. 1992; McLeod and 

Jones , 1992; Montmayeul and Beltranda, 1991; Penington et al. , 1992; Reed, 

1992; Roth et al., 1992, Tolbert et al. , 1991; Umbers and Reiersen, 1995). 

또한 인지적 직무분석 기법을 직무의 기능 할당(functional allocation)을 고려 

한 인적 수행도를 평가하는 데 웅용하기도 하였다 (Fenton and Duckitt 1991; 

Q'Hara and Wachtel 1991). 

인지적 직무분석의 대표적 방법론으로는 기존 직무분석기법 중 하나인 

목적 -수단 분해 법 (goal- means decomposition)과 이 를 변형 , 발전시 킨 일 련의 

접근방식 (approach)들이 있다 (Roth et al., 1992). 목적-수단 분해법은 정보 

처c1 (information processing)과정을 통한 직무수행의 한계 및 제약을 규명하 

고， 다양한 인지적 행위요구를 모형화한다. 또한 각각 다른 상황에 대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지적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일종의 사건 

표현 (event representation)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목적-수단 분해법 

은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s)은 무엇 이 고， 이 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자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며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 

를 알려 준다. 목적 -수단 분해 법 를 변 형 한 기 법 으로는 Bolt Beranek & 

Newman goal decomposition (Corker et al., 1986), function-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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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means analysis (Woods and Hollnagel, 1987), Morten Lind ’s 

multi-level flow modelling (Lind, 1991), Michell and Miller’s operator 

functions analysis method (Michell and Miller, 1986) 등 이 있 다. 

인지적 직무분석을 위한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는 다양한 경험적 기법 

(empirical techniques)을 사용하여， 직무수행을 위해 작업자가 정보와 지식을 

사용하는 과정과 방법을 실제 상황이나 인위적으로 구현된 실험환경에서 분석 

하는 것이다. 대표적 기 법으로는 protoc이 analysis, naturalistic observation, 

critical incident analysis 등이 있다 (Cook et al., 1991; Pew et al. , 1981; 

Sarter and Woods, 1988). 

1.2 정신적 작업부하(mental workload) 

원전 MCR 운전원의 정신적 작업부하는 새로운 인간-기계 시스템 

(human -machine system)을 설계하거나 또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지나치게 높은 정신적 작업부하는 인적 

실수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너무 낮은 정신적 작업부하 또한 운전원을 

방심시켜 인적 실수의 원인이 된다 (Braby et al., 1993). 정신적 작업부하란 

운전원의 한정된 처리 능력Climited processing capacity) 중 특정한 작업 수행 

에 사용된 자원의 양을 말한다. 따라서 정신적 작업부하가 클수록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되며 만약 정신적 작업부하가 작업자의 한계를 넘어서변 인적 실 

수가 유발되어 수행도가 저하된다 (Norman and Bobrow, 1975). 

정신적 작업부하의 측정목적은 직무수행에 사용된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데 있다. 정신적 작업부하 측정은 응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특정 부 

분에 존재하는 병목(bottleneck)을 찾는 데 유용하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서 

로 다른 장비의 사용에 따른 부하의 차이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작업자의 처리능력을 비교하여 능력이 우수한 작업자를 선발하는 데도 

이 용 가능하다 (Wicken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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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기계 체계에서 작업자의 정신적 작업부하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 

하다. Williges and Wierwille (1979)은 28가지의 정신적 작업부하 측정 방법 

을 고찰하였다. 수많은 측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정신적 작업부하 

측정 방법은 세 종류로 분류된다. 측정방법은 작업자의 부하 평가에 따른 주 

관적 평가법 (subjective ratings) , 작업 수행에 따른 작업자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생리적 측정법 (physiological measures) , 그리고 작업자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수행도 평가법 (performance-based measures)이다. 여기에서 수행도 

평가법은 일차 과제법 (primary task measures)과 이차 과제법 (secondary task 

methods)으로 세 분화 할 수 있다 (0 ’Donnell and Eggemeier, 1986; Wickens, 

1992; Wickens et al., 1998). 

1) 주관적 평가법 

주관적 평 가법 은 단일 요인(uni -dimensionaD 또는 다 요인(multi

dimensional)의 평가척도를 설문조사와 면담(questionnaire and interview)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느끼는 부하 수준을 측정한다 (Wierwille and Casali, 

1983; Meshkati et al.. 1990). 주관적 평가법은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이 

높고 적용이 쉬워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관적 평 가의 대 표적 인 기 법 으로는 Overall Workload(OW) , Modified 

Cooper-Harper Scale(MCH), Subjective Workload Assessment 

Technique(SW AT) , National Aeronautic & Space Administration Task Load 

Index(NASA TLX) 둥 이 있 다 (Wierwille and Casali, 1983; Hill et al., 1992). 

이러한 기법들은 절대적 척도(absolute rating)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 

로 OW, MCH 등은 단일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화된 척도를， SWAT와 

NASA TLX는 주관적 작업부하에 여러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다 요인화된 척도를 사용한다. SWAT는 작업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시간 부하(time load), 정신 노력의 부하(mental effort load), 스트레스 부 

하(stress load) 등 세 가지를 고려한다. 가중치 (weight) 결정을 위한 척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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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단계 및 점수 산정 단계를 거쳐 작업 부하를 평가한다 (Reid and Nygren, 

1988). NASA TLX는 정신적 부하(mental demand) , 신체적 부하(physical 

demand) , 시간적 요구(temporal demand) , 수행도(performance) , 노력 (effort) ， 

좌절 수준(frustration leveD 등 6개 요인을 정신적 작업 부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Hart and Staveland, 1988). 정신적 작업부하는 이 

들 요인의 상대 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가중치와 각 요인에 대한 

평가 치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적 척도(relative rating)가 평가 기준인 기법으로는 Psychophysical 

Scaling, Subjective Workload Dominance (SWORD) 등이 있다. Gopher and 

Braune (984)의 psychophysical scaling은 작업자가 평가를 위한 기준 작업 

(reference task)을 수행한 후 이를 100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작업이 어느 정도의 부하를 요구하는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SWORD는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를 응용하여 고안된 것으로， 각 

분석대상에 대한 상대비교를 통하여 작업부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Vidulich, 

1989; Tsang and Vidulich , 1994). 이외에도 최근에 제안된 방법으로 

Workload File, Instantaneous Se1f-Assessment(ISA) 등 이 있 다 (Tattersall 

and Foord, 1996; Tsang and Velazquez, 1996). 각 주관적 평가법을 비교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주관적 정신적 작업부하 평가기법은 응용 심리학(applied psychology) 분 

야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결과의 신뢰성 (reliability) 및 이용성 (availability) 이 

검 증되 었다 (Borg, 1978; Byers et al., 1988; Hil1 et al., 1989; Wierwille and 

Eggemeier, 1993). Hil1 et al. (1992)은 SW A T , NASA TLX, OW, MCH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통하여 모텔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고， 타당성 (validity) 

에서는 NASA TLX가 이용성에서는 NASA TLX와 OW기법이 우수한 것으 

로 평가하였다. 또한 Itoch et al. (1989)과 Tattersall & Hackey (1990)은 주 

관적으로 평가한 정신적 작업부하와 생리적 측정을 통한 정신적 작업부하의 

상관관계가 높아 주관적 평가법의 신뢰성을 증명하였다 Nygren (1991)은 

NASA TLX와 SWAT의 정신측정학(psychometric)적 특성분석을 통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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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예측모델로서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NASA TLX는 경험한 정신 

적 작업부하(experienced workload)에 대한 종합적 예측모넬로， SWAT는 정 

신적 작업부하에 대한 개인차를 판별하기 위한 인지적 모델로 사용할 것을 각 

각 제안하였다. 특히 NASA TLX의 경우， 상대 비교를 통한 가중치의 적용 

이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 과정을 

제외 한 모텔 적용을 제시하였다. SWAT는 card sorting method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데， 방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단점이다 

(Hill et al., 1992). 이 러 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 한 가중치 적 용방안이 기 존 모 

델과의 신뢰성 검증을 통하여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Biers and Masline, 1987; 

Biers and McInemey, 1988). 

표 2-1. 주관적 평가방법의 비교 

Subjective 
Approaches 

Unidimensional Absolute Immediate 
Rating 
Instruments 

vs. vs. vs. 
Multidimensional Relative Retrospecti ve 

Bedford U A I 
MCH U A 1 or R 
Psychophysical U RS R 
SWORD U RR R 

NASA-TLX M A 
SWAT M A 
Workload M A R 

CNotes: MCH = Modified Cooper-Harper; U =unidimensional, M =multidimensional; 
A=absolute rating , RS=relative rating to a single standard, RR=redundant relative 
rating; 1= Immediate, R = Retro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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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도 평가법 

수행도 평가법은 작업자의 실수나 수행도의 수준 등을 측정하여 작업부 

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수행도 평가법은 인간에게는 제한된 처리 능력 

Oimited processing capacity)이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 

원 중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 (K따meman， 1973; 

Norman and Bobrow, 1978). 따라서 직무가 작업자의 한계에 가까운 또는 

초과하는 부하를 가할 경우 작업자는 실수를 하거나 수행도가 저하되게 된다. 

수행도 평가법은 일차과제법과 이차과제법으로 나쉰다. 일차과제법은 작 

업자의 직무수행을 관찰하고 직무부하의 변화에 따른 수행도의 변화를 측정한 

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에서 교통량이 적은 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운전할 때 자동차의 차선 이탈 횟수를 각각 측정하여 교통 상태에 따른 부하 

를 비교 · 평가한다. 일차과제법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부하 측정 방법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일차과제법은 정신적 작업부하가 낮으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결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작업자의 가용 자원보다 적은 자원으로 수행이 가능 

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직무의 정신적 작업부하를 평가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작업자는 충분한 예비 자원이 있기 때문에 두 직무를 완벽하게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직무간의 수행도에 차이가 없어 어느 직무가 더 우수한 

지 구별할 수 없다 (O'Donnell and Eggemeier, 1986). 또한 두 직무간의 수 

행도의 차이가 반드시 부하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차과제법의 

신뢰도는 낮아진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음성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직무수행 

도가 수동자료입력 시스템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도 차이의 

원인이 음성인식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일 경우 일차과제법에 의한 수행도 평 

가는 무의미하다. 이밖에도 “예” 와 “아니오”와 같은 의사결정 직무의 평가에 

는 적합치 못하다. 의사결정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반면， 수행도는 결 

정이 올바르거Y-(right) 또는 그릇된 (wrong) 두 경우로 매우 단순하여 의사결 

정에 따른 작업부하의 수준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일차과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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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사결정에 따른 정신적 작업 부하를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상기의 이유로 정신적 작업부하 평가에 이차과제법， 주관적 평가방법， 생 

리적 측정방법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기법들은 일차과제 수행에 

사용된 작업자의 자원이나 잔여 가용자원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차과제법은 일차 과제에서 이용되지 않은 잔여 자원 또는 용량을 측정 

하기 위해 사용된다 (Ogden et al., 1979). 이차과제법은 작업자에게 일차 과 

제와 이차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 이차과제법에서는 작업자에게 일 

차 과제가 수행할 주 과제이며 여분의 자원을 이용하여 이차과제를 수행하도 

록 지시한다. 이때 일차과제와 이차과제가 서로 경쟁적으로 작업자의 자원을 

사용하여 일차과제의 부하 수준에 따라 이차과제의 수행도가 변한다 

(Eggemeier and Wilson, 1991). 이차과제의 수행도 변화는 일차과제의 작업 

부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교통량이 적은 도로와 교통량이 많 

은 도로를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스위치를 조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측정한다고 가정하자. 일차과제인 교통량에 따른 운전의 난이도는 이차 과제 

인 스위치 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에 의해 평가된다. 

이차과제법은 일차과제법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이차과제의 

수행도 변화에 따라 일차과제가 요구하는 인지적 자원의 유형을 규명할 수 었 

다는 것이다. 즉， 일차작업이 요구하는 자원이 청각적 (auditory ), 언어적 

(verb려)， 지 각적/중심 적 요구(perceptuaνcentral demands)인지 또는 시 각적 

(visual) , 공간적 (spatial) ， 반응요구(response demand)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일차과제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필요 자원의 수준， 자동성 (automaticity) ， 

또는 연습(practice)의 차이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차작업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정신적 작업부하가 증가하여 일차 작업이 방해받거나 작업 자체가 

변형될 수도 있어 이차 작업의 유형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생리적 측정법 

16 



생리적 측정법은 정신적 작업부하에 따른 작업자의 자율 신경계 

(autonomic nervous system) 또는 중추 신경 계 kentral nervous system)의 생 

리적 변화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주요 생리적 측정법을 고찰 

하고자 한다. 

정신적 작업부하에 따른 두뇌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EEG(electroencepholographic)와 유발 뇌 전위 (evoked potentials)가 있다. 

EEG는 스펙트럼 분석 (spectral analysis)을 이용하여 EEG band power를 분 

석 한다. Sterman and Mann (1995)과 Brookings et al. (1995)에 의 하면 작업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알파(alpha) band power7 } 감소하는 반면 theta band 

power는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발 뇌 전위는 주어진 자극에 대한 작업자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다. 유발 뇌 전위는 자극에 주어진 후 300ms-500ms 사이에 두피 (scalp)에서 

발생하는 뇌파로 작업부하 측정에는 P300을 사용한다. P300은 정신적 작업부 

하에 따라 진폭(amplitude) 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항공 관제와 같은 지각/인지적 (perceptual/ cognitive) 작업을 수행할 때 P300의 

진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Wickens , 1992). 

EEG나 유발 뇌 전위는 지각적/인지적 부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각적/인지적 부하와 관계없는 신체부위의 움직임， 예를 들어， 

눈의 깜박임， 머리나 신체 근육의 움직임， 대화 등에 의해서도 변화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정신적 작업부하의 작은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아 

높은 지각적/인지적 부하에 대해서만 측정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동공의 크기 (pupil diameter)는 암산， 단기-기억부하， 반응시간， 논리적 문 

제 해결과 같은 다양한 인지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Beatty, 1982). 따라서 동공의 크기 는 작업 부하를 측정 하는 데 유용한 도구 

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신적 작업부하에 따른 동공의 변화가 l/lOmm 수준이 

어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고가의 정밀한 장비와 머리를 고정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주위의 조명이나 정서상태에 의해서도 동공이 변화하 

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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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율의 변화(heart-rate variability)는 정신적 작업부하를 측정하는 

생리적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Mulder, 1980; Mulder, 1988). 특히， 심 

장박동율의 변화가 호흡의 주기성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것을 동성 부정맥 

(sinus arrhythrnia)이라고 한다. 부정맥은 정신적 작업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부정맥은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나 정신적 부하와 

육체적 부하가 부정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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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황인식 (situation awareness) 

상황인식 (situation awareness)이 란 “유동적 (dynamic)이고 복잡한 시스템 

하에서 작업자가 연속적 의사결정 (subsequent decision making)을 요구하는 

직 무 상황(state)을 이 해 ( comprehension)하고， 이 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 어 날 

상황을 예측(pr이ection)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Endsley, 1988). 따라서 원전 

MCR 운전원의 상황인식은 “각종 표시 및 제어설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 

황정보를 감지하고， 미리 설정된 운전목표와 비교하여 제시된 상황정보의 의 

미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 최종적으로 발전소 상태가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 

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황인식은 인적 수행도와 관련성이 

높아 우수한 상황인식은 높은 인적 수행도로 이어진다 (Endsley, 1995a). 그 

러나 상황인식의 수준이 낮다고 반드시 인적 수행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예 

를 들어 자신의 상황인식 기능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사결정 및 직무행위 

에 선중을 기한다면， 상황인식은 인적 수행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ndsley , 1990; Venturino et al., 1989). 

상황인식은 특히 제어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의 행위를 설명하는 기준 

중 하나로 의료분야를 비롯하여 항공기조종， 항공관제 (air controD , 항공기 유 

지 및 보수(maintenance) 등과 같은 항공산업 관련분야 화학공장 및 정 유공장 

과 같은 대형제어시스템운전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Adams et al., 1995; Endsley and Robertson, 2000; Endsley and Rodgers , 

1997; Gaba et al., 1995; Hallbert, 1997; Itoch and Inagaki, 1996; Kaber and 

Endsley, 1998; Sandom, 1999). 원자력 인간공학 분야에서도 상황인식은 제 

어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Sebok, 2000). 

본 절에서는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Endsley, 1995a)와 기존에 상황 

인 식 을 평 가하기 위 해 제 시 된 다양한 기 법 들(Endsley， 1995b; U.S. NRC , 

1997)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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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인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인지적 속성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인간에 내재된 인지적 속성 

(property)과 시스템 요인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Endsley, 1995a). 인지적 

속성 에 는 사전주의 처 리 (preattentive processing) , 주의 (attention) , 감지 

(perception) , 작업 기 억 (working memory) , 장기 기 억 (long-term memory) , 자동 

성 (automaticity) 등 이 있 다. 

사전주의처리란 인간이 공간적 근접성 (spatial proximity), 색상(color) ， 단 

순한 외적 형태 (shape) ， 움직임 (movement)의 변화 둥 주어진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집중 주의 (focused attention)가 생겨 작업 대상에 대해 관심을 집중적으 

로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Norman, 1976; Trieman and Paterson, 1984; 

Wickens , 1992). 따라서 본 속성은 초기 상황인식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이다. 

주의란 상황인식의 한계를 설정하는 인지적 속성으로 다양한 정보를 동 

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 인간이 갖고있는 한정된 처리 능력 

(resource)을 각 정보에 대해 필요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정보에 작업자의 모든 주의를 집중한다면 이를 집중 주의 

(focused attention) tQ- 한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정보를 동시 

에 고려해야 한다면 이를 분리 주의 (divided attention) tQ- 한다. 

감지는 인간이 가진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의 내용과 용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지적 속성이다. 사물의 특성， 형태， 장소 등에 대한 기존의 사전지식 

은 발생되는 정보를 감지하는 속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발생 

한 정보와 장기기억에 저장된 사전지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황인식이 어려워 

지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작업기억의 역할은 일단 외부로부터 감지된 정보를 작업기역에 보관하여 

기존의 지식과 결합，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에 가까운 미래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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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 작업기억은 상황인식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장기기억은 제한된 작업기억 용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기억에 

지식이 저장되는 형태는 삽화적 기억 (episodic memory) , 언어망(semantic 

networks) , 스키마타(schemata) , 정신모형 (mental modeD 등이 있는데 이 중 

상황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지식저장 형태는 스키마타와 정신모형이다. 

스키마타는 복잡한 시스템 요소(components) ， 상태， 기능(functioning)을 이해 

하기 위해 인간이 가진 논리 정연한 틀을 의미한다. 스키마타는 여러 유형의 

임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동순서만을 정의한 스크립트(script)를 포함한다. 

정신모형이란 인간이 시스템의 목적， 형태 (form) ， 기능， 상태 등을 설명하거나 

표현하고， 시스템의 미래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Rouse and 

Morris, 1985), 특정 시스랩의 스키마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신모형은 인간에 따라 각각 다른데 훈련과 경험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정 

신모형은 시스템의 요소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제공하여 감지과정 (perception 

process)에서 주의를 기울일 대상을 선정하고 정보를 분류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정신모형은 정보들을 통합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정신모형은 시스템의 현 상태와 동적 특성 (dynamics)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미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하여 상황인식 기능에 영 

향을 미친다. 

자동성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정보를 

감지하거나 처리하는 인지적 속성이다. 이러한 자동성은 사물의 특성을 무의 

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감소시켜 상황인식에 도움 

을 준다. 그러나 자동성은 제한된 주의 집중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긍정 

적인 역할을 하지만 발생 가능한 새로운 자극(stimulus)을 간과할 수 있어 상 

황인식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 시스랩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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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식을 위한 정보획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즉 정보손실)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쉰다: 

시스템이 실제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모든 시스템 정보가 작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감지， 주의， 작업기억 및 장기기억 등의 한계로 인해 실제 환경 및 시스 

템의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되는 경우 퉁이다. 

정보손실은 상황인식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시스 

템 요인은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황인식 과정에 따른 정보손실 

을 최소화하여 상황인식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시 

스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적이고 목표 지향적 시스템 설계를 할 때， 목표가 일정하게 변하면 통 

합설계로 주의집중을 유도하여 상황인식을 확보한다. 

작업자에게 단순한 데이터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필요한 정보 

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적절하게 가공하여 제공한다. 

시스템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중요성이 높은 요소들은 낮은 요 

소들에 비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한다. 

주의 집중력과 작업기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통합 · 가공한 다 

음 제한적으로 표시장치를 통해 전달한다. 

작업자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한 수준을 동시에 보여주는 휘드백 시스템 

(feedback system)설계를 하여야、 한다. 

전형적인 상황(prototypical situation)을 표시하는 신호(cue)설정을 통하여 

스키마타와 정선모형을 적절하게 반영한 설계를 해야 한다. 

목표로부터 나오는 의사결정 (top-down)과 환경신호로부터 나오는 의사결 

정 (bottom-up)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환경신호 중 눈에 

잘 띄는 신호(salient stimuli)는 현재 설정된 목표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정보여과Cinforrnation filtering)와 통합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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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료축소(data reduction)를 해 야 한다. 

여 러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원천Cinformation source)에 주의를 배분할 

수 있는 정보의 병렬처리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상황인식 측정기법 

현재까지 개발된 상황인식 측정기법들은 다양하지만 생리적 기볍 

(physiological technique) , 성 능측정 (디erformance-based measure) , 주관적 평 

가기 법 (subjective rating technique) , 설문지 (questionnaire) 동 네 가지 유형 으 

로 분류할 수 있다(Endsley， 1995b; U.S. NRC, 1997). 

@ 생리적 기법 

생리적 기법은 p300이나 EEG와 같은 뇌 전위 (brain potentiaD 활동 계측 

을 통하여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비록 신호가 감지 또는 처리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작업자에게 입력되어 

올바로 수용되고 이해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성능측정 

성능측정에 따른 상황인식의 평가는 전체 측정 (global measure) , 외적 직 

무측정 (extemal task measure) 내 재 직 무측정 (imbedded task measure) 등 

세 가지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객관적이며 외부 요인으로 인한 방 

해가 적다는(non -intrusive) 이점이 있다. 반면 상황인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있다. 

전체 측정에서는 작업자의 수행도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만을 측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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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상황인식이 낮은 경우， 그 원인이 정보부족 때문인지， 
잘못된 

예측 때문인지， 작업부하에 기인한 것인지， 의사결정이나 기타 행
위가 잘못되 

어서인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측정결과에 대한 진단성 

(diagnosticity)과 민감도(sensitivity)의 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외적 직무측정은 인위적으로 다른 정보를 주입하거나 정보를 변경
， 제거 

하여 그에 따라 변화된 작업자의 상황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측정을 위해 직무를 인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운전원의 주
의대상과 상 

황인식 대상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결과에 대
한 신뢰성 

(reliability) 및 타당성 ( validation)이 낮다는 데 있다. 

내재 직무측정은 주어진 직무 수행도를 하부임무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여 특정 내재직무에 대한 수행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
러나 이 방 

법은 피 실험자에게 불필요한 하부 직무에까지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정 

작 측정대상의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 주관적 평가기법 

주관적 평 가기 법 으로는 자기 평 정 (self-rating), SART(Situational 

Awareness Rating Technique) , 관찰자평 정 (observer rating)이 있다. 자기 평 

정은 작업자에게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황인식을 평가하
게 하는 방 

법으로 일반적으로 10점 평점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자기평정의
 문제점은 작 

업자가 시스템의 상태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 

는 상황에 대한 감지정도를 평가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데 있다. 

SART(Taylor, 1990)는 미 공군 항공관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 널리 활용되 

는 방식으로 시스템 설계에 대한 주의요구정도(demand for resources) , 주의배 

분정 도(supply of resources) 및 상황에 대 한 이 해 도(understanding) 둥 세 가 

지 분야에 대해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방식이다. 그러나
 SART의 측 

정결과만으로는 상황인식 정도가 작업부하 때문인지 환경요소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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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진단성의 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관찰자 평정은 독립적이고 관련 지식이 있는 관찰자가 피 실험자의 상황 

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관찰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시율 

레이션(simulation)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상황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과 관련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만이 관찰자로 참여할 수 있다 

는 제약이 있다. 관찰자 평정의 변형 방법으로는 관찰자를 직접 실험에 참여 

시켜 직무수행중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관찰자와 

피 실험자와의 대화가 직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고도로 절제된 대화볍을 사용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설문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상황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측정시기에 따라 사 

후시험 (post-test) , 온라인(on→line) ， 정지기법 (freeze technique) 등으로 구분된 

다. 

사후시험은 실험 후 상황인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목록을 이용하 

여 피 실험자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 

는 측정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피 실험자가 과장하여 응답하거나 일반화 또는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경향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시행 초기 

에 잘못 감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초기의 상황인식 상태를 정확히 측정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온라인 방법은 시간경과에 따라 피 실험자가 기억할 수 없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시험도중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험 도중 응답하여야 

한다는 강박감이 피 실험자의 작업부하를 증가시켜 정확한 상황인식 평가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질의응답 자체가 피 실험자에게 이차적 직무 

(secondaη task)로 작용하여 상황인식 기능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정지기법은 시율레이션을 무작위로 선정된 시점에서 정지시키고 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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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정지 이전 상황에 대한 상황인식 상태를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는 측 

정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후시험과 온라인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항공분 

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정지기법으로 항공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에는 

SAGAT(Situation Awareness Global Assessment Technique) (Endsley, 

1990)가 있다. SAGAT는 피 실험자에게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변수를 

질문하고 응답하게 하여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SAGAT는 두 차례의 검증 

실험을 통해 임의로 선정된 질문시점이 상황인식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 실험자의 수행도가 질의시간이나 질의빈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피 실험자의 직무 수행도에 

비 침투적 (non intrusive)인 방식으로 상황인식 측정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였다. 

1990년대 초에 OECD HRP(Halden Reactor Project)에서는 정지기법을 

원자력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SACRI(Situation Awareness Control 

Room Inventory)라는 원자력분야에 적용 가능한 측정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SACRI는 SAGAT의 측정방식에다 점수기록 방법으로 신호감지이론 

(signal detection theory)을 접 목시 켰 다. SACRI 역 시 SAGAT에 서 와 유사하 

게 실험시나리오 중간에 시율레이시션을 정지시키는 중단형 질의방식 

(interruptive questionnaire technique)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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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험방법 

2.1 설험목적 

본 실혐의 목적은 가동 중 원전 MCR의 운전원 인적 수행도와 차세대 

MCR의 운전원 인적 수행도를 각각 측정 · 비교함으로써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차세대 원전의 성능을 상대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WDS , 

LDP, SC, CPS, AS등 첨단 제어설비에 대한 운전원의 사용성과 만족도를 평 

가하고자 한다. 

2.2 설혐 참여자 (participants) 

2.2.1 피 살 험 자 (subjects) 

본 실험에는 원전 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영광 원전 3.4호기 및 울진 

원전 3.4호기 MCR에 근무중인 6개 운전조(crew) 18명 이 피 실험자로 참여 

하였다. 각 운전조는 현재의 차세대 MCR의 운전조 구성에 따라 

SRO(supervisory operator), RO(reactor operator), TO(turbine operator) 등 3 

명의 운전원을 17~ 조로 편성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6개 운전조 중 차세대 제 

어실 평가에 4개조， 기존호기 제어실 평가에 2개조를 참여시켰다. 피 실험자 

집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현재 가동 중 원전 MCR에 근무하는 운전 

원의 근무 일정과 영광 시율레이터의 교육 일정이 실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 

하였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 참여한 운전원의 인적 사항은 표 2-2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33.8세이며 SRO의 연령이 평균 38.7세로 가장 높았다. RO와 

TO의 나이는 SRO 보다 낮았지만 두 집단이 비슷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인 운 

전원들이 가장 활동적인 연령층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전소 근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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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MCR 운전경력은 기존호기 실험에 참여한 운전원이 차세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실험참여 운전원의 인적 사항 [평균 (표준편차)] 

제어질 차세대 기존호기 
유형 (4개조， 12명) (2개조， 6명) 

운전직무 SRO RO TO 계 SRO RO TO 계 

나이 37.3 33.0 31.5 33.9 40.0 29.0 32.0 33.7 
(세) (1.0) (2.0) (1.3) (2.9) (5.7) (2.8) (2.8) (6.0) 

발전소 
183.8 75.0 67.3 108.7 223.0 67.0 74.0 121.3 

근무경력 
(5.7) (12.4) (24. 1) (57.4) (75.0) (15.6) (2.8) (86.0) 

(개월) 

MCR 
129.0 27.8 67.3 55.1 144.0 34.0 14.0 64.0 

운전경력 
(20.5) (11.1) (24.1) (56.6) (50.9) (24.1) (7.1) (67.6) 

(개월) 

2.2.2 평 가자 (raters) 

MCR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진 소속 인간공학자 

2인이 평가자로 참여하였다. 이 중 1인은 직접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MCR 

내부에서， 다른 1인은 실험 진행실(instructor gallery)에서 실험을 총괄 · 관리 

하였다. 또한 실험 시나리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통전문가(process 

expert) 2인이 참여하였다. 

2.2.3 시 율 례 이 터 운 영 자 (simulator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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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차세대 및 기존호기에서 각각 1인씩， 총 2명의 시율레이터 

운영자가 참여하였다. 시율레이터 운영자는 시율레이션(simulation)의 기동 

(start) 및 정지 (stop) ， 시나리오 진행， 그리고 피 실험자의 실험상황을 종합적 

으로 관할하였다. 또한 시율레이션 진행 중 평가자 및 피 실험자와의 대화를 

통해 전체적인 실험 진행을 주관하였다. 

2.3 질 혐 기 기 (apparatus) 

2.3.1 시율례이터 

본 실험에는 두 가지 유형의 시율레이터가 사용되었다. 차세대 평가에는 

한국전력연구원에 설치된 dynamic mock-up을 이용하였다. 기존호기의 평가 

는 영광의 훈련센터에 설치된 시율레이터에서 진행되었다. 영광 시율레이터 

를 기존호기를 대표하는 실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차세대 MCR의 

설계개념이 영광 3.4호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동일한 시율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똑 같은 조건 하에서 모의실험 구현이 가능하며， 

셋째， 영광시율레이터는 영광3.4호기 운전원 뿐만 아니라 한국형 표준형 원 

전인 울진 3.4호기 운전원의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등 가동 중 원전을 대표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험 조건은 실험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인이다. 

2.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실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정형화된 평가지 (structured rating form) , 비 

디오(video recording) , 시율레이터 레코드(simulator record) , 기타 면담 

(interview) 및 설 문조사(questionnaire)를 이 용하여 수집 되 었 다. 정 형 화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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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인지적 직무량 정신적 작업부하 상황인식 등 3개 분야의 인적 수행도 

와 첨단 제어설비의 사용성 평가에 이용되었다. 또한 면담 및 설문 조사지를 

통하여 기타 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비디오와 시율레이터 레코드를 이용하여 

실험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 · 보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icroSoft사의 MS EXCEL을 이용하여 평가자료를 처리 

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StatSoft사의 STATISTICA Edition 99를 사용하였다. 

2_4 질험시나라오 

원전분야에서 인간공학 분석대상으로 적용되는 사고시나리오로는 Steam 

Generator Tube Rupture(SGTR) , Loss Of Coolant Accident(LOCA) , 

Following Loss of Offsite Power(LOOP) , Inadequate Core Cooling 등 비 상 

사건을 포함하여 Reactor Startup 및 Shutdown 등의 유형 이 있다. 본 실험 

에서는 차세대 dynamic simulator의 완성도와 운전원의 활용 제약 등과 같은 

외적인 한계로 인해 6개 유형 중 인간공학 분석대상으로 널리 사용되는 

SGTR과 LOCA를 실험시나리오로 선정하였다. 

비상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원은 비상운전절차서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 EOP)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본 실 

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인 차세대 MCR의 운전요건이 비교대상 

인 영광 3-4호기와 동일하여 영광 3-4호기 EOP를 사용하였다. 

영광 3-4호기 EOP의 경우， SGTR은 총 42 단계， LOCA는 총 72 단계로 

기술되어 사건전개상황에 따라 각 단계를 부분적 또는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되어있다. 또한 EOP비상 운전 절차의 각 단계는 예상 반응에 대한 일반적 

조치 사항과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수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다양하게 전개 가능한 사고경로를 모든 실험 

조건에 대해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SGTR은 1단계에서 42단계까지 수행하 

도록 하였다. 또한 LOCA에서는 1단계에서 47단계(격납용기 내부에서 파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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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격리되지 않은 경우)까지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본 실협에서는 예상 

반응에 대한 일반적 조치 사항만 포함시키고 불만족 조치사항은 무시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시간흐름 및 사고전개에 따른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 평가 

를 위해 각 시나리오를 3개구간으로 분할 실험종료에 이르기까지 총 3회의 

운전정지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운전구간에는 운전원의 정상적인 운전직무 

를 수행하면서 비상사고가 발생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운전구간은 발생된 

비상사고 조치를 위한 운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의 정확 

성을 높히기 위해 운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나리오의 작성과 운전구간 분 

할을 하였다. 운전구간에 따른 시나리오별 해당 EOP는 표 2-3과 같다. 

표 2-3. 운전정지에 따른 시나리오별 운전구간 

시나리오 운전구간 1 운전구간 2 운전구간 3 

SGTR 1단계→14단계 15단계 24단계 25단계 42단계 

LOCA 1단계 9단계 
11단계 -13단계 

17단계 -47단계 
15단계 -16단계 

운전구간을 결정한 후 아래와 같은 147B 시나리오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상세 시나리오를 결정하였다. 

CD 각각의 시나리오에 on/off, set point control, auto/manual mode 선정 등 

과 같은 소프트제어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어행위를 포 

함시킬 것. 

@ 각 시나리오의 평균 수행사간은 60분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적어도 2개 이 

상의 시스템 및 component를 제어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시나리오 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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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시간은 사건 발생 후 운전원이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10분 이상일 것. 

@ 모든 제어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건 및 사고로 구성할 것. 

@ 각각의 시나리오에는 SRO, RO, TO의 직무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 

는 사고를 포함할 것. 

@ 각각의 시나리오에는 다중 및 단일사고를 각각 3개 이상 포함할 것. 

@ 시나리오의 malfunction 투입시점은 실험 전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어 배 

치하며 운전원의 대표적인 직무가 포함될 것. 

@ 제어행위를 수행하는데 시간적으로 압박 받는 상황(시간 제한사항)이 펼 

요한 제어조치가 많이 포함될 것. 

@ 전반적인 운전행위가 지식기반의 운전행위로 수행토록 하며， 비상운전은 

규칙기반의 운전행위인 전산화절차서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 특정한 제어설비 및 component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component 

및 process system이 활용되도록 1차와 2차 시스템의 구성비를 균형적으 

로 유지할 것. 

@ 가능한 l개의 고장이 다른 시스템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 단일고장이 단일 경보가 아니라 다중 경보를 거의 순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것. 

@ 다중고장사건 시 운전원이 조치우선순위를 파악하기 힘들게 할 것. (즉 

운전원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전혀 관계없는 시스템의 다중 고장사건은 

피할 것) 

@ 비상사고의 사고크기가 안전계통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할 것. 

(즉 EOP 수행 시 가능한 contingency action을 수행하지 않도록 작성) 

이상의 요건에 의해 구성된 최종실험 시나리오는 부록 A에 기술되어 있 

다. 본 비상사고 시나리오는 차세대와 기존호기 시율레이터에 동일하게 적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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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언적 수행도 평가 

2.5.1 인지적 직무량 

본 평가의 목적은 비상사고조치 시 운전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지적 직무 

량을 정량적으로 측정 · 분석하는 데 있다. 인지적 직무량이란 감각기관을 통 

하여 MCR의 각종 정보에 대해 운전원이 무엇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를 바탕 

으로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일련의 직무수행 과정에 요구되는 인 

지적 행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값이다. 

본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통해 운전원의 인지적 직무량을 

산출하였다. 

달견u- 인지황독과 운천직무와의 과려석 팩가 

비상사고 조치에 필요한 운전직무와 이에 요구되는 인지활동들과의 관련 

성을 운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운전직무는 비상사고 조치를 위해 수 

행되는 시나리오별 EOP의 각 단계별 예상조치로 선정하였다. 인지활동은 

RouseCl981)와 Human Action Classification Scheme (Barriere et al., 1994) 에 

기초하여 정리된 15개 항목을 이용하였다 (표 깐4). 이 항목들은 인지공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제어처리 (process controD 분야의 실용적 목적으로 정리된 

것 이 다 (Hollangel, 1998). 

33 



표 2-4. 인지활동 목록 

활동 정의 

계획 성공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구성하거나 
(plan) 계획하는 활동. 

시스템상태 및 제어상태를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 
는 특정한 상태로 조정하는 활동. 즉 직무와 직무단 

협조(사전준비) 계를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특수한 관계에서 계통상태 
(coordination) 또는/그리고 제어기 구성을 고려하거나 (장비 보정 

등) 직무/업무를 준비하는 자원을 선별하거나 할당하 

는 활동. 

조절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제어기(계통)의 방향과 속도 

(regulation) 
를 변경하는 것. 즉， 요구상태를 얻기 위해서 부품들 
또는 부 계통의 위치들을 조절하는 활동. 

모니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스템 상태의 흐름을 감시하는 l 
(monitor) 활동. 

스캔 정보를 얻기 위해 디스플레이 또는 기타 정보표시기 
(scan) 를 빠E 게 검토하는 활동. 

관찰 특정 변수 값이나 측정치(예를 들어 indicator 값)를 
( observation) 눈으로 읽거나 및 보는 활동.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으로 말이나 

( communication) 메시지 전달을 통해 대화를 수행하는 활동. 

비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변수값을 목적값과 유사한지 
(comparison) 또는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는 활동. 

평가 이용 가능한 정보의 검사 및 체크를 통해 현재 발생 
(evaluation) 한 상황 및 예측되는 상황을 평가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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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인지활동 목록 (계속) 

활동 정의 

진단 
특정 신호(예， 알람) 예측을 통해， 또는 적절한 시험을 

(diagnosis) 
통해 현재 시스템 상태의 확실한 발생 원인을 밝히거 

나 증상 명을 결정하는 활동. 

실행 예정된 조작 ~ 계획의 수행. 드-드1 opeψclose， 

(execution) st따t/stop 등의 조작 활동. 

확인 발전소 상태나 제어 · 조작 상태에 대한 식별 및 확인 
Cidentification) 활동‘ 

유지 
특정 한 기 능상태 (operational state)의 유지 활동. 

Cmaintain) 

검사 또는 시험을 통하여 시스템 상태가 의도한 바와 
즈。며 。 메 ^ 이 1=1즈 。 같이 정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또는 이 

(verify) 전 조작 및 제어 행위에 대한 피드백 값을 확인하는 

행위 

기록 
직무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 활동. 

(record) 
」

본 실험에서는 운전을 일시 정지한 후， 운전원이 비상사고 조치를 수행한 

기억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인지적 직무량을 평가하였다. 평가 값은 운전 

직무와 인지활동과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련성 정도에 

따라 ‘l ’, ‘3’, ‘5’ 값을 산정， ‘l’은 관련성 있지만 그 정도가 적은 경우， ‘5’는 매 

우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값으로 지정하였다 (표 2-5). 또한 관련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값도 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실험 

에 사용된 인지활동 평가지는 부록 B에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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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운전직무와 인지활동과의 관련성 평가방법 

협조 증명 
EOP 예상반웅 

계획 다l • • 유지 미^ 
및 조치 ^ 절차 

준비 업중 

1 • 3 5 5 1 

2 • 1 3 3 

• • 5 5 1 

k • 2 5 5 

• • 1 3 3 

n • 5 5 1 3 

달견L2 - ~1 지행위에 따른 인지황통의 그룹화 

본 실험에서는 단계 1에서 평가된 인지활동을 관측(observa디on) ， 해석 

Cinterpreta디on) ， 계 획 (planning) , 실 행 (execution)등 4개 행 위 분류， 그룹화하고 

값을 계산하였다. 표 2-6은 인간인지 특성에 기초한 Simple Model of 

Cognition(SMoC)에 따른 것으로 인간 신뢰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분류 

방식이다 (Hollnagel, 1998). 예를 들어 인지활동 ‘협조’는 ‘계획’과 ‘실행’에， 

‘증명’ 및 ‘입증’은 ‘관찰’과 ‘해석’ 행위에 속한다. 

달견L3 - ~1 지적 직무량 산출 

마지막으로 단계 2의 결과에 따라 시나리오별 모든 EOP 단계의 값을 합 

산하여 인지행위에 대한 총 인지적 직무량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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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인 지 활동과 인 지 행 위 의 관계 (Hollnagel, 1998) 

인지활동 관찰 해석 계획 질행 

계획 • 
협조 및 준비 • • 

조절 • • 
모니터 • • 
A 캔 • 
관찰 • 
대화 • 
비교 • 
평가 • • 
진단 • • 
실행 • 
확인 • 
유지 • • 

즈。며。 q;R1 이 l=I즈。 • •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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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정신적 작업부하 

본 실험에서는 주관적 평가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NASA TLX를 

이용하여 운전원의 정신적 작업부하를 측정하였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 

서 개발한 NASA TLX는 수행 직무에 요구되는 작업자의 작업부하를 정신적 

요구， 신체적 요구， 시간적 요구， 수행도， 노력， 좌절 수준 등 6개 요인으로 분 

류하고 있다 (표 2-7). 

평가방식은 각 요인에 대해 주어진 12cm 길이의 척도에 작업자가 느끼는 

주관적 부하 수준을 표시하면 된다. 이 척도의 양끝은 종말점 (end point)을 

나타내며 평가 대상자가 선택한 값은 0에서 100까지의 접수로 환산된다. 환 

산된 점수에 6개 항목간의 상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얻어진 0에 

서 5까지의 가중치 (weight)를 곱하여 이를 항목에 대한 정신적 작업부하로 사 

용한다. 다음의 6개 항목에 대한 정신적 작업부하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 정신적 작업부하(overall mental workload)를 평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총 

작업부하의 값이 클수록 직무 수행 시 느끼는 정신적 작업부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는 상대 비교를 통한 가중치 계산이 평가 대상자간 가변성 

(variability)을 증가시켜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판단되어 CNygren, 1991), 이 과정을 제외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정신적 

작업부하 평가지는 부록 C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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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1e 

Mental 

Demand 

Physical 

Demand 

Temporal 

Demand 

표 2-7. NASA TLX (Hart and Staveland, 1988) 

Endpoints I Description 

How much mental and perceptual activity 
was required (e.g., thinking, deciding, 

Low/High I calculating, remembering, looking, searching, 
etc.)? Was the task easy or demanding, 
simple or complex, exacting or forgiving 

Low/High 

Low/Hi’gh 

How much physical activity was required 
(e.g. , pushing, pulling, turing, controling, 
activating , etc.)? Was the task easy or 
demanding, slow or brisk, slack or 
strenuous, restful or laborious? 

How much time pressure did you feel due 
to the rate or pace at which the tasks or 
task elements occurred? Was the pace 
slow and leisurely or rapid and frantic? 

How Successful do you think were in 
accomplishing the goals of the task set by 

Performance I Good/Poor I the experimenter(or yourse1f)? How 

Effort 

Frustration 

Level 

satisfied were you with your performance 
in accomplishing these goals? 

How hard did you have to work(mentally 
Low/High I and physically) to accomplish your level of 

performance? 

Low/High 

How insecure, discouraged, irritated, 
stressed and annoyed versus secure, 
gratified, content, relaxed and complacent 
did you feel during the task? 

39 



2.5.3 상황인식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전 분야에서 상황인식 측정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으로는 SACRI가 있다. SACRI는 항공분야의 측 

정평가시스템인 SAGAT의 측정방식에 인간공학 분석체계인 신호감지이론 

(signal detection theory)을 접목시 킨 것으로 현재 원전분야 전용으로 개발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Halden Reactor Project 시률레이터 활용하기 위 

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가동중 원전과 차세대 원전을 평가하기에는 사 

용상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본 연구의 여건이 차세대 평가에 적합한 

SACRI를 개발하기에는 인적 시간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어렵다. 따라서 본 

실험 에 는 보다 일 반적 인 측정 방법 인 SART(Situational Awareness Rating 

Technique)를 이용하여 상황인식을 측정 · 평가하였다. 

SART는 주의 요구정 도(demand for resources) , 주의 배 분정 도(supply of 

resources) , 이해도(understanding) 둥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법이다 (표 2-8). 평가방식은 제시된 10개 항목에 대한 피 실험자 

자신이 상황인식 정도를 주관적으로 10점 평점으로 평가， 모든 항목의 합을 

구하여 총 상황인식도로 산출한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상황인식 기능이 우 

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상황의 유동성(instability of situation), 상 

황의 복잡성 (complexity of situation) , 상태변수의 변화(variability of 

situation) 등은 (-) 값으로 그 외 7개 항목은 (+) 값으로 계산한다. 본 실험 

에 이용된 상황인식 평가지는 부록 D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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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SART 

Tit1e Endpoints Description 

How changeab1e is the situation? Is the 
Instability of 

Low/High 
sltuatlOn high1y unstab1e and 1ike1y to 

Situation change sudden1y (high) , or is it very stab1e 
and straight forward (low)? 

How comp1icated is the situation? Is it 
Complexity of 

Low/High 
comp1ex with many interrelated components 

Situation‘ (high) or is it simple and straightforward 
(low)? 

How many variables are changing in the 
Variability of 

Low/High 
situation? Are there large number of 

Situation factors varying (high) or are there very 
few variab1es changing (low)? 

How aroused are you in the situation? Are 

Arousal Low/High 
you alert and ready for activity (high) or 
do you have a 10w degree of alertness 
(low)? 

How much are you concentrating on the 
Concentration 

Low/High 
situation? Are you bringing a11 your 

of Attention thoughts to bear (high) or is your attention 
e1sewhere (low)? 

How much is your attention divided in the 
Division of 

Low/High 
situation? Are you concentrating on many 

Attention aspects of the situation (high) or focused 
on on1y one (low)? 

How much mental capacity do you have to 
Spare Mental 

LoωI/High 
spare m the situation? Do you have 

Capacity sufficient to attend to many variab1es 
(high) or nothing to spare at al1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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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SART (계속) 

Tit1e Endpoints Description 

How much information have you gained 
Infonnation 

Low/High 
about the situation? Have you received and 

Quantity understood a great deal of knowledge 
(high) or very little (low)? 

How good is the information you have 
Infonnation 

Low/High 
gained about the situation? Is the 

Quality knowledge communicatíon very useful 
(high) or is it a new situation (low)? 

Fami1iarity 
How familiar are you with the situation? I 

with Low/High 
Do you have a great de려 뼈ant 

e삐perience (high) or is it a new situation 
Situation 

(low)? 

2.5.4 차세대 첨단 제어설버의 사용생 

본 실험에서는 차세대 첨단 제어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사용성을 평가하 

기 위해 시나라오 절차 단계와 각 단계를 수행하는 데 이용 또는 필요한 제어 

설비 간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비상사고 시나리오 각 단 

계의 예상 반응 및 조치 운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해당 제어설비의 필요성， 

이용성，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련성을 운전원 자신이 ‘1’, ‘3’, ‘5’의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표 2-9). 여기에서 관련성이 높을수록 큰 값을 가 

지며，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값들은 

모두 합산되어 평균값을 산출 최종적인 사용성으로 산정하였다. 사용성 평가 

지는 부록 E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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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차세대 MCR의 MMI 요소에 대한 사용성 평가 예 

절차 예상반응 및 
LDP AS WDS SC 

단계 조치 

• • 5 3 3 

• • 5 3 1 

• • 3 1 5 1 

• • 3 5 1 

(Note: LDP: 대형정보페널Oarge display pane]) , AS: 경보기 (alarrn system) , WDS: 
워크스테이션 화면시스템 (workstation display system) , SC: 소프트제어기 (soft contro]) , CPS: 

전산화절차서 (computerized procedure system) 

2.5.5 심층조사(debriefing) 및 설문조사 

차세대 MCR에 대한 실험에서는 인적 수행도 평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조사는 실험 수 

행 시 비상조치 운전과 관련된 관찰 사항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실험종료 

후 직무수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문제점을 운전원 측면과 제어설비 측면으로 

분류， 질의 및 응답으로 수행되었다 (부록 F 참고) . 

설문조사는 2개 실험시나리오 중 1개 시나리오가 종료된 후 실시하는 시 

나리오 종료 설문지와 실험이 끝난 후 실시하는 실험종료 설문지 등 두 가지 

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 운전조에 대해 시나리오 종료 설문조사는 2회， 실 

험종료 설문조사는 1회를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종료 설문조사에서는 수행된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난이도， 제어설비의 만족도， 그리고 운전정지가 운전수행 

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부록 G 참고) . 실험종료 설문조사에서 

는 본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는 지 조사한 후， 

차세대 MCR에 대해 질문하였다 (부록 H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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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설혐절차 

본 실험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운
전원에게 

시율레이터 사용과 인적 수행도 평가방법 등에 대한 훈련을 실
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영광 시율레이터가 피 실험자의 현장 MCR 근무환경과 동일하여 

운전원들이 익숙한 관계로 가동 중 MCR에 대한 훈련은 생략하였다
. 그러나 

차세대의 경우， 실험에 참여한 운전조가 대부분 첨단 MCR을 처
음 접하였거 

나， 사용한 경험이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숙련도에 따 

라 l일 또는 1.5일에 걸쳐 훈련을 실시하였다. 차세대 실험에는 MCR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내용， 각 제어설비의 특성과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 

실험자가 운전에 익숙해 질 때까지 훈련을 반복하였다. 

시율레이터 운영자 및 평가자는 실험이 시작되기 직전 운전원에게
 본 실 

험의 목적， 방법， 유의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험운영사항을 설명
하였다. 또 

한 인적 수행도 평가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시율레이터 운영자가 실험시작을 선언하면 운전원은 현재 발전소
 상황을 

간략히 보고 받고 일상적인 운전직무를 수행하였다. 일정한 시
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운전상황은 비상사고 발생으로 전환되고 운전조는 
사고원인분석과 

진단을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EOP을 수행하였다. 미리 설정된 운
전정지 규 

칙에 따라 시율레이터가 정지되면 운전원을 대상으로 인지적 직
무량， 정신적 

작업부하， 상황인식， 제어설비의 사용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인적 
수행도 평가 

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운전정지 및 평가는 시나라오별 3회씩 실
시되었으며， 

평가가 끝나면 시율레이터 운영자는 운전원에서 실험의 재 시
작을 알리고 실 

험을 다시 시작하였다. 

시율레이터 운영자는 발생한 비상사고에 대한 모든 조치가 끝났
다고 판 

단되면 실험종료를 선언， 시나리오 종료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2개 

비상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실험이 종료되면 섬층조사와 실험
종료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차세대의 경우 2001년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전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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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력연구원 차세대 MMIS 실험실에서 기존호기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영광 시율레이터에서 각각 수행되었다. 

절차 소요시간 

훈련 1일 l.5일 

질혐시작 

운전정지 후 

• 인지적 직무량 평가 
• 정신적 작업부하 평가 
• 상황인식 평가 

15분-20분 

• 제어설비의 사용성 평가 

사고시나라오종료 후 

• 시나리오종료 설문조사 10분 

질험종료 후 

• 실험종료 설문조사 
• 심층조사 

30분 

그림 2•l. 실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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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존호기와 차세대 MCR의 언적 

수행도 벼교 · 평가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 평가 기 

준으로 인지적 직무량， 정신적 작업부하， 및 상황인식을 선정하였다. 세 가지 

평가기준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s)로 하여 MCR 유형(기존호기， 차세 

대)， 운전직무유형 (SRO， RO, TO), 시나리오 유형 (SGTR， LOCA), 인지행위(관 

찰， 해석 계획 실행)， 운전구간(구칸1， 구간2 구간3) 등을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s)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MCR 유형， 운전 

원의 직무유형 그리고 시나리오 유형(독립변수)이 세 가지 인적 수행도 평가 

기준(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MCR의 운전원별 직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직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인지행위와 운전구간에 따른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였다. 

1. 인지적 직무량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직무량에 대해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위해 post-hoc 검정을 

실시하였다. 

1.1 분산분석 결과 

영광 3.4호기와 차세대 운전원의 인지적 직무량 측정 결과는 표 3-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직무량에 대해 4원 분산분석 (4-way ANOV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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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표 3-2). 분산분석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운전직무 유형 (3수 

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인지행위 (4수준) 이다. 

분산분석 결과， 인지적 직무량은 MCR 유형 (p<O.01)， 운전직무 유형 

(p<O.01), 시나리오 유형 (p<O.Ol) 그리고 인지행위 (p<O.Ol)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CR 유형과 운전직무 유형 (p<O.01)， MCR 유형과 시 

나리오 유형 (p<O.01)， MCR 유형과 인지행위 (p<O.Ol) 등 주요 요인간 교호작 

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CR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을 비교하면 기존호기는 5354, 차세대는 

5909로 차세대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 운전직무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 

량은 SRO가 5283으로 가장 높았으며 RO가 3946, TO가 2063이었다. 

Post-hoc 검정결과 SRO와 RO. SRO와 TO. RO와 TO 등 모든 운전직무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O.01)가 있었다.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은 SGTR이 5731 , LOCA는 5532로 

SGTR 시나리오의 부하가 높게 나타났다. 인지행위별 인지적 직무량은 관찰 

이 3146, 해석이 3617, 계획이 1700 그리고 실행이 2800으로 해석과 관련된 인 

지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관찰， 실행， 계획 순이었다. Post-hoc 검정결과 모든 

인지행위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O.01)가 있었다. 

1) MCR 유형과 운전직무에 의한 영향 

MCR 유형과 운전직무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을 비교하였다 (그림 

3-1). 분산분석결과 이들 두 요인에는 교호작용(p<O.Ol)이 있었다 (표 3-2). 

MCR 유형별 인지적 직무량을 운전직무에 따라 비교해 보면 기존호기의 

경 우， 부하의 크기 는 SRO가 2487, RO가 2254, TO가 613으로 SRO가 가장 높 

았다. Post-hoc 검정결과 SRO와 RO , SRO와 TO, RO와 TO 등 모든 운전직 

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O.Ol)가 있었다 (표 3-3). 차세대의 경우에도 

SRO(2796)가 가장 높았으며 RO(2254). TO(l412) 순이었다. 이는 기존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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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동일한 경향으로 post-hoc 검정결과 또한 모든 운전직무간에 유의한 

차(p<O.Ol)가 존재하였다 (표 3-3).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존호기와 차세대 모 

두 다른 운전원에 비해 SRO에게 높은 인지적 활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전직무별 인지적 직무량을 기존호기와 차세대에 대해 비교하면 SRO와 

TO의 경우 차세대가， RO의 경우 기존호기가 높았으며 부하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표 3-3).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호기의 경우， 

SRO와 RO간의 인지적 직무량은 비교적 차이가 작으나 TO와는 큰 차이를 보 

였다. 그러나 차세대의 경우 RO와 TO간은 비교적 차이가 작은 반면， SRO와 

이들 두 운전집단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대와 기존호기 모두 SRO에게 가장 많은 인 

지적 활동을 요구하는 반면 TO의 인지적 직무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차세대 SRO와 TO의 인지적 직무량이 기존호기 SRO와 TO에 비 

해 높았으나 RO는 기존호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적 직무량의 분포 

는 기존호기에 비해 차세대 SRO의 직무가 더 힘든 반면 RO와 TO의 직무 부 

하는 기존호기에 비해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된 것을 보여 준다. 

2) MCR 유형과 시냐라오 유형에 의한 영향 

MCR 유형과 본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 유형이 인지적 직무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3-2). 분산분석결과， 이들 두 요인에는 교호작용 

(p<O.Ol)이 있었다 (표 3-2). 

MCR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을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기존호기의 경우， 인지적 직무량은 SGTR은 2783, LOCA는 2571로 SGTR이 

높았다. 그러나 차세대는 SGTR이 2948, LOCA가 2961로 LOCA의 부하가 

다소 높았다 Post-hoc 검정결과， 기존호기의 경우 이들 두 시나리오의 인지 

적 직무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O.01)가 있었지만， 차세대는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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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차세대가 기존호기 보다 높았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GTR: p<0.05, LOCA p<o.on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에 대해 차세대가 

기존호기에 비해 많은 인지활동이 요구되었으며，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차이 

는 없었다. 

3) MCR 유형과 언지행위에 의한 영향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을 비교하였다 (그림 3-3). 

분산분석결과， 이들 두 요인간에는 교호작용(p<O.Ol)이 존재하였다 (표 3-2). 

MCR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을 인지행위에 따라 비교해 보면， 기존 

호기의 경우 해석이 1663으로 가장 높았고 실행 1491 , 관찰 1461 , 계획 739 순 

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post-hoc 검정결과， 관찰과 실행을 제외한 모든 행위 

간에 유의 (p<O.Ol) 하였다 (표 3-4). 차세대의 경우에도 해석(1954) 이 가장 

높았으며 관찰(1685) ， 실행(1309) ， 계획 (739) 순으로 인지행위가 요구되었다. 

Post-hoc 검정결과 모든 인지행위간에 유의한 차(p<O.Ol)가 있었다 (표 3-4). 

인지행위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관찰， 

해석， 계획에서는 차세대가， 실행에서는 기존호기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p<O.Ol)가 있었다 (표 3-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대는 기존호기에 비해 운전원에게 전반적으 

로 더 많은 인지적 행위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해석과 관찰에 연관된 인지적 

직무가 다른 행위에 비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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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인지적 직무량 

MCR 운전직무 시나라오 인지행위 

유형 유형 유형 
합계 

관찰 해석 계획 질행 

SGTR 238 398 251 402 1289 

SRO LOCA 189 399 236 374 1198 

합계 427 797 487 776 2487 

SGTR 353 358 105 257 1073 

RO LOCA 405 391 119 266 1181 
기존호기 

합계 758 749 224 523 2254 

SGTR 182 80 24 135 421 

TO LOCA 94 37 4 57 192 

합계 276 117 28 192 613 

총합 1461 1663 739 1491 5354 

SGTR 333 539 289 259 1420 

SRO LOCA 321 528 273 254 1376 

합계 654 1067 562 513 2796 

SGTR 208 229 122 224 783 

RO LOCA 260 255 136 258 909 
차세대 

합계 468 484 258 482 1692 

SGTR 279 209 85 172 745 

TO LOCA 284 194 56 142 676 

합계 563 403 141 314 1421 

총합 1685 1954 961 1309 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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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인지적 직무량에 대한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유의확률 

MCR 유형 1 147.642 23.209 0.0000" 

운전직무 유형 2 3818.076 600.210 0.0000" 

시나리오 유형 1 163.188 25.653 0.0000" I 

인지행위 3 1272.093 200.103 0.0000" I 

교호작용 

MCR 유형 × 운전직무 유형 2 688.802 108.281 0.0000" I 

MCR 유형 ×시나리오 유형 20.814 3.272 oω706 

MCR 유형 × 인지행위 3 90.283 14.192 0.0000" I 

운전직무 유형×시나리오 유형 2 94.255 14.817 0.0000" I 

운전직무 유형 × 인지 행위 6 343.230 53.956 0.0000" I 

시나리오 유형×인지행위 3 2.428 0.381 

MCR 유형 ×운전직무 

유형×시나리오 유형 
2 4.465 0.701 0.4957 

MCR 유형 ×운전직무 
6 225.141 35.392 0.0000" 

유형×인지행위 

MCR 유형 ×시나리오 
3 9.541 1.499 

유형×인지행위 

운전직무 유형×시나리오 
6 4.152 0.652 

유형×인지행위 
MCR 유형×운전직무 

6 2.276 0.357 
유형×시나리오 유형×인지활동 

(**: p<ü.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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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Post hoc 분석 

SRO 

기존호기 RO 

TO 

SRO 

차세대 RO 

TO 

--

SRO 

-+-기존호기 -1-차세대 

RO 
드~^~J인드프 
‘.!... L..-: -, I 

1421 

613 

TO 

MCR 유형과 운전직무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 

MCR 유형과 운전직무에 따른 post-lwc 분석 

기존호기 차세대 

SRO RO TO SRO RO 

p<O.Ol p<O.Ol p<O.Ol 

p<O.Ol p<O.01 p<O.Ol 

p<O.01 p<O.Ol 

p<O.Ol p<O.01 

p<O.Ol p<O.Ol 

p<O.Ol p<O.Ol p<O.Ol 

TO 

p<O.Ol 

p<O.Ol 

p<O.Ol 

(-: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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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위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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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따른 post-hoc 분석 

Post hoc 가존호기 차세대 

분석 관찰 해석 계획 실행 관찰 해석 계획 실행 

관찰 p<O.Ol p<O.Ol n.s p<O.Ol 

기존 해석 p<O.Ol p<O.Ol p<O.Ol p<O.Ol 

호기 계획 p<O.Ol p<O.Ol p<O.Ol p<O.Ol 

실행 n.s p<O.Ol p<O.Ol p<O.Ol 

관찰 p<O.Ol p<O.Ol p<O.Ol p<O.Ol 

해석 p<O.Ol p<O.Ol p<O.Ol p<O.Ol 
차세대 

계획 p<O.Ol p<O.Ol p<O.Ol p<O.Ol 

실행 p<O.Ol p<O.Ol p<O.Ol p<O.Ol 

Cn.s: not significant, -: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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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RO 

운전직무 SRO의 인지적 직무량에 대해 3원 분산분석 (thre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표 3-5). 분산분석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시나리 

오 유형 (2수준)x 인지행위 (4수준)이다. 

분산분석결과， 인지적 직무량은 MCR 유형 (p<O.Ol)， 시나리오 유형 

(p<O.Ol), 인지행위 (p<O.Ol) 등 모든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MCR 

유형과 인지행위간에는 교호작용(p<O.Ol)이 존재하였다. 

MCR 유형에 따라 인지적 직무량을 비교하면 기존호기는 2487, 차세대는 

2796으로 차세대가 높았다 (표 3-1).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은 

SGTR이 2709; LOCA는 2574로 SGTR의 인지적 부하가 높았다. 

SRO의 인지행위별 부하는 해석 1864, 실행 1289, 관찰 1081, 계획 1049 

순 으로 나타났다. Post-hoc 분석결과 해석과 다른 인지행위간， 실행과 관찰， 

계획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O.Ol)가 있었다. 따라서 SRO는 해석과 

관련된 인지활동 직무를 주로 수행하며 다음으로 실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반면 SRO는 관찰과 계획과 관련된 직무를 가장 적게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 MCR 유형과 시나라오 유형에 의한 영향 

SRO의 운전수행에 필요한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과 시나리오 유형 

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림 3-4). 

MCR 유형별 SRO의 인지적 직무량을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 

면， 기존호기의 경우 SGTR은 1289, LOCA는 1198로 SGTR의 부하가 높았다. 

차세대도 기존호기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SGTR=1420, LOCA=1376). 

Post-hoc 겸정결과， 기존호기 (p<O.Ol)와 차세대 (p<0.05) 모두 시나리오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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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유형별 SRO의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 

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차세대가 기존호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SGTR: p<O.Ol; LOCA: p<O.Ol).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시나리오 유형에 관계없이 차세대 SRO가 기존 

호기 SRO에 비해 더 많은 인지적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MCR 유형에 관계없이 SRO는 LOCA보다 SGTR을 수행할 때 더 많은 인지 

적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었다. 

2)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의한 영향 

SRO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림 3-5). 분산분석결과， 두 요인간에는 교호작용(p<O.Ol)이 존 

재하였다 (표 3-5). 

MCR 유형별 SRO의 인지적 직무량을 인지행위에 대해 비교해 보면， 기 

존호기의 경우 해석 (797) 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실행 (776) ， 계획 (487) ， 관찰(427) 

순 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post-hoc 검정결과， 해석과 실행， 계획과 관찰을 

제외한 모든 행위간에는 유의 (p<O.Ol) 하였다 (표 3-6). 차세대의 경우에도 

해석 (1067) 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관찰(654) ， 계획 (562) ， 실행 (513)의 행위와 

관련된 인지적 활동직무가 요구되었다 Post-hoc 검정결과 계획과 실행간을 

제외한 인지행위간에 유의한 차(p<O.Ol)가 있었다 (표 3-6). 

인지행위 유형별 SRO의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 

면 관찰， 해석， 계획 등의 인지행위에는 차세대가， 실행에서는 기존호기가 높 

았으며 모든 인지행위에 대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p<O.01)가 있었다 (표 

3-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대는 기존호기에 비해 실행을 제외한 인지 

행위 활동이 전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지행위는 

MCR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호기 SRO는 주로 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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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관련된 직무를， 차세대 SRO는 해석과 연관된 직무를 주로 수행하고 

실행과 관련된 직무는 부차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5. 인지적 직무량에 대한 분산분석 -SRO 

요인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유의확률 

MCR 유형 1 138.562 18.169 0.0000" 

시나리오 유형 1 142.344 18.665 0.0000" 

인지행위 3 817 .1 00 107.143 0.0000" 

교호작용 

MCR 유형×시나리오 유형 1.941 0.254 0.6139 

MCR 유형×인지행위 3 337.558 44.262 0.0000 

시나리오 유형×인지행위 3 1.084 0.142 0.9346 

MCR 유형×시나리오 
3 3.840 0.503 0.6798 

유형×인지행위 
」← •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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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따른 post-hoc 분석 -SRO 

Post hoc 기존호기 SRO 차세대 SRO 

분석 관찰 해석 계획 실행 관찰 해석 계획 실행 

관찰 p<O.01 n.s p<O.01 p<O.01 

가존 해석 p<O.01 p<O.01 n.s p<O.Ol 
호기 

SRO 계획 n.s p<O.01 p<O.Ol p<O.01 

실행 p<O.01 n.s p<O.Ol p<O.Ol 

관찰 p<O.Ol p<O.01 p<O.05 p<O.Ol 

차세대 해석 p<O.Ol p<O.Ol p<O.Ol p<O.Ol 

SRO 계획 p<O.01 p<O.05 p<O.Ol n.s 

실행 p<O.Ol p<O.Ol p<O.01 n.s 

(n.s: not significant,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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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O 

운전직무 RO의 인지적 직무량에 대해 3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7). 분산분석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인지행위 (4 

수준)이다. 

분산분석결과， RO의 인지적 직무량은 MCR 유형 (p<O.Ol) ， 인지행위 

(p<O.Ol)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CR 유형과 인지행위간에 

는 교호작용(p<O.Ol)이 있었다. 

MCR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은 기존호기가 2254, 차세대가 1692로 

기존호기 RO의 부하가 높았다 (표 3-1).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 

량은 SGTR이 1856. LOCA는 2090으로 비상사고 LOCA의 직무량이 높았다. 

RO의 인지행위별 직무량은 해석 1233, 관찰 1226, 실행 1005, 계획 482 

순으로 나타났다. Post-hoc 분석결과 해석과 관찰을 제외한 모든 인지행위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O.01)가 있었다. 따라서 RO는 해석과 관찰과 

관련된 인지활동 직무를 주로 수행하며 다음으로 실행을， 계획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가장 적었다. 

이상의 결과를 SRO와 비교해 보면 SRO는 주로 해석과 연관된 
인지활동 직 

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RO의 주요 임무는 해석과 관찰임을 알 
수 있다. 

1) MCR 유형과 시나라오 유형에 의한 영향 

RO의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과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림 3-6). 

MCR 유형별 RO의 인지적 직무량을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면， 

기존호기의 경우 SGTR은 1073, LOCA는 1181로 LOCA가 높았다. 차세대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SGTR이 783. LOCA는 909였다. 그러나 

기존호기와 차세대의 시나리오별 인지적 직무량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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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유형별 RO의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차세대가 기존호기보다 높았다 (SGTR: p<O.Ol, LOCA 

p<O.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대 RO가 기존호기 RO에 비해 시나리오 유 

형에 관계없이 인지적 활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SRO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SRO는 기존호기 및 차세대 모두에서 SGTR 수행에 대한 

직무량이 많은 반면 RO는 LOCA 수행에 따른 직무량이 많았다. 운전직무유 

형과 시나리오 유형간의 교호작용 (표 3-2)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2)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의한 영향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따른 RO의 인지적 직무량을 비교하였다 (그림 

3• 7). 분산분석결과， 두 요인간에는 교호작용(p<O.01)이 있었다 (표 3-7). 

MCR 유형별 RO의 인지적 직무량을 인지행위에 대해 비교해 보면 기존 

호기의 경우 관찰(758)이 가장 높았고 그 외 해석 (749) ， 실행 (523) ， 계획 (224) 

순이었다 Post→hoc 분석결과， 관찰과 해석을 제외한 모든 행위간에 유의한 

차(p<O.01)가 있었다 (표 3-8). 차세대는 해석 (484) 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실행 (482) ， 관찰(468) ， 계획 (258)의 행위와 관련된 인지활동을 수행하였다. 

Post-hoc 분석결과， 해석과 계획， 실행과 계획， 관찰과 계획의 인지행위간에 

유의 한 차(p<O.01)가 있었다 (표 3-8). 

인지행위 유형별 RO의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면 

관찰， 해석， 실행 등의 인지행위에는 기존호기가， 계획에서는 차세대가 각각 

높았다 (그림 3-7). Post-hoc 분석결과， 관찰， 해석에서 유의한 차(p<O.Ol)가 

있었다 (표 3-8).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SRO의 경우와는 달리 차세대가 기존호기에 비 

해 계획을 제외한 인지행위 활동요구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운전수행에 필요 

한 인지행위는 MCR 유형에 따라 각각 달라 기존호기 RO는 주로 관찰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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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관련된 직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차세대 RO는 관찰
과 해석뿐만 

아니라 실행과 연관된 직무를 기존호기에 비해 작은 인지적 직무
량으로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7. 인지적 직무량에 대한 분산분석 -RO 

요인 자유도 I청궐제곱합 F강 유의확률 

MCR 유형 1 452.946 73.801 0.0000" 

시나리오 유형 1 14.236 2.319 0.1282 

인지행위 3 710.977 115.844 0.0000" 

교호작용 

MCR 유형×시나리오 유형 2.0잃 0.335 0.5626 I 

MCR 유형×인지행위 3 149.159 24.303 0.0000" 

시나리오 유형 ×인지행위 3 3.602 0.586 0.6237 

MCR 유형×시나리오 
3 0.767 0.125 0.9452 

유형×인지행위 

(**: p<O.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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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따른 post-hoc 분석 -RO 

Post hoc 기존호기 RO 치-세대 RO 

분석 관찰 해석 계획 실행 관찰 해석 계획 실행 

관찰 n.s p<O.Ol p<O.Ol p<O.Ol 

기존 해석 n.s p<O.Ol p<O.Ol p<O.Ol 

호기 

RO 계획 p<O.Ol p<O.Ol p<O.Ol n.s 

실행 p<O.Ol p<O.Ol p<O.Ol n.s 

관찰 p<O.Ol n.s p<O.Ol n.s 

차세대 
해석 p<O.Ol n.s p<O.Ol n.s 

RO 계획 n.s p<O.Ol p<O.Ol p<O.Ol 

실행 n.s n.s n.s p<O.Ol 

Cn.s: not significant, -: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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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O 

TO의 인지적 직무량에 대해 3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9). 분산 
분석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인지행위 (4수준)이다. 

분산분석결과， TO의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 (p<O.Ol)， 시나리오 유형 

(p<O.Ol), 인지행위 (p<O.Ol)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CR 유형과 
인지행위간에는 교호작용(p<O.Ol)이 있었다 

MCR 유형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은 기존호기가 613인 반면， 차세대는 
1462였다 (표 3-1). 시나리오 유형별 인지적 직무량은 SGTR이 1166, LOCA 
는 868로 SGTR 수행에 따른 인지활동이 많았다. 

TO의 인지행위별 직무량은 관찰 839, 해석 520, 실행 506, 계획 169 순 
이었다 Post-hoc 분석결과 해석과 실행을 제외한 모든 인지행위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p<O.Ol)가 있었다. 따라서 TO는 관찰과 관련된 인지활동 

직무를 주로 수행하며， 다음으로 해석과 실행을， 계획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가장 적다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SRO와 RO와 비교해 보면 SRO와 RO 
는 주로 해석과 연관된 인지활동 직무를 행하는 반면， TO는 주로 관찰 직무 

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 MCR 유형과 시나라오 유형에 의한 영향 

TO의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과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림 3-8). 분산분석 결과， 두 요인간에 는 교호작용(p<0.05)이 있었다 (표 

3-9). 

MCR 유형별 TO의 인지적 직무량을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면 
기 존호기 의 경 우 SGTR은 421 , LOCA는 192로 SGTR이 높았다 (p<O.01). 차 

세대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SGTR이 745, LOCA는 676이었다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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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유형별 TO의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차세대가 기존호기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SGTR: p<O.01 , LOCA p<O.Ol).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대 TO가 기존호기 TO에 비해 시나리오 유 

형에 관계없이 인지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SRO, RO와 동일하였다. 

2)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의한 영향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따라 TO의 인지적 직무량을 비교하였다 (그림 

3-9). 분산분석결과， 두 요인간에는 교호작용(p<O.01)이 존재하였다 (표 3-9). 

MCR 유형별 TO의 인지적 직무량을 인지행위에 대해 비교해 보면 기존 

호기의 경우 관찰(276) 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실행 (192) ， 해석 (117) ， 계획 (28) 순 

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post-hoc 분석결과 모든 행위간에 유의하였다 (실행 

과 해석: p<0.05, 그 외 p<O.01) (표 3-10). 차세대의 경우 관찰(563)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해석 (403) 실행 (314) ， 계획(141) 순 이었다. Post-hoc 분석결 

과， 모든 인지행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O.01)가 있었다 (표 3-10). 

인지행위 유형별 TO의 인지적 직무량을 MCR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면 

모든 인지행위에서 차세대가 높았으며， 두 집단간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 

(p<O.01)하였다 (표 3-1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SRO와 동일하게 차세대 TO의 인지행위 활동이 

기존호기에 비해 많았다. TO의 주요 인지행위는 MCR 유형에 관계없이 관 

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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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량에 대한 분산분석 TO 인지적 표 3-9. 

요인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유의확률 

MCR 유형 1 933.736 175.511 0.0000" I 

시나리오 유형 1 195.116 36.675 0.0000" 

인지활동 3 431.285 81.067 0.0000" 

교호작용 

MCR 유형 ×시나리오 유형 25.743 4.838 0.0281 

MCR 유형×인지활동 3 53.846 10.121 0.0000-- I 

시나리오 유형×인지활동 3 6.046 1.136 0.3334 

MCR 유형×시나리오 
3 9.484 1.782 0.1490 

유형×인지활동 

(**: p<O.Ol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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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MCR 유형과 인지행위에 따른 post-hoc 분석 -TO 

Post hoc 기존호기 TO 차세대 TO 

분석 관찰 해석 계획 실행 관찰 해석 계획 

관찰 p<O.Ol p<O.Ol p<O.Ol p<O.Ol 

기존 해석 p<O.Ol p<O.Ol p<O.05 p<O.Ol 
호기 

TO 계획 p<O.Ol p<O.Ol p<O.Ol p<O.Ol 

실행 p<O.Ol p<O.05 p<O.Ol 

관찰 p<O.Ol p<O.Ol p<O.01 

차세대 해석 p<O.Ol p<O.Ol p<O.Ol 

TO 계획 p<O.Ol p<O.01 p<O.Ol 

실행 p<O.Ol p<O.Ol p<O.Ol p<O.Ol 

실행 

p<O.01 

p<O.01 

p<O.Ol 

p<O.Ol 

(-: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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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선적 작업부하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작업부하에 대해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가 있는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위해 post-hoc 검정 

을 실시하였다. 

2.1 분산분석 결과 

실험결과， 운전원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표 3-11과 같다. 본 연구에 

서는 정신적 작업부하에 대해 4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2). 분산분 

석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운전직무 유형 (3수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운전구간(3수준) 이다. 여기에서 운전구간은 시나리오 설정 상 운전정지에 의 

해 분할된 직무수행구간을 의미한다. 

분산분석 결과， 운전원의 정신적 작업부하는 MCR 유형 (p<0.05) ， 시나리 

오 유형 (p<O.01) 그리고 운전구간(p<O.Ol)에 따라 달랐다. 그리고 MCR 유형 

과 시나리오 유형 (p<O.1)， 시나리오유형과 운전직무 유형 (p<O.Ol) 등의 주요 

요인간에는 교호작용이 존재하였다. 

MCR 유형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기존호기가 46.9, 차세대는 

50.1로 차세대 MCR이 높았다. 운전직무 유형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 

는 SRO가 49.1로 가장 높았으며 TO가 49.0. RO가 47.6 순 이었다.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SGTR이 47.2, LOCA는 49.8로 LOCA 

시나리오 수행에 따른 정신적 작업부하가 높았다. 

운전구간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구간l이 53.1 , 구간2는 47.7, 구 

간3은 44.8로 정상운전 중 비상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에서의 정신적 작업부하 

가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러한 구간별 평균 정신 

적 작업부하는 post-hoc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p<O.01)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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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CR 유형과 운전직무에 의한 영향 

MCR 유형과 운전직무 유형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비교하였다 

(그림 3-10). 

MCR 유형별 정신적 작업부하를 운전직무에 따라 비교해 보면， 기존호기 

의 경우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SRO가 48.0, RO가 45.2, TO가 47.7로 SRO 

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차세대는 TO(50.2)가 가장 높았 

으며 SRO(50.U, RO(49.9) 순 이었다. 운전직무별 정신적 작업부하를 기존호 

기와 차세대에 대해 비교하면 차세대의 모든 운전원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기 

존호기에 비해 높았다. 특히 그림 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세대 RO는 기 

존호기 RO에 비해 정신적 작업부하가 현저히 높았다 Post-hoc 분석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 (p<0.05)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대 운전원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기존호기에 

비해 높으며， 특히 차세대 RO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기존호기 RO에 비해 월 

등하게 높았다. 

2) MCR 유형과 시나리오 유형에 의한 영향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과 비상사고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비교하 

였다 (그림 3-11). 분산분석결과， 이들 두 요인에는 교호작용(p<O.01)이 있었 

다 (표 3-12). 

MCR 유형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기존호기의 경우 SGTR은 44.0, LOCA는 49.8로 LOCA가 높았다. 그러 

나 차세대의 경우 SGTR은 50.3, LOCA는 49.8로 SGTR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약간 높았다. Post-hoc 검정결과， 기존호기의 경우 이들 두 시나리오에 대한 

정신적 작업부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O.01)가 있었지만， 차세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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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LOCA의 경우 정신적 작업부하의 변화가 없었지만， SGTR의 경우 차세 

대가 기존호기 보다 높았다 (p<o.on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차세대 및 기존호기 운전 

원들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각각 다르며 SGTR 수행 시 차세대 운전원의 작 

업부하가 기존호기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3)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의한 영향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라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비교하였다 (그림 

3-12). MCR 유형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운전구간에 따라 비교해 

보면， 기존호기의 경우 구간1이 51.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간2가 46.0, 

구간3이 43.2 순 이었다 Post-hoc 분석결과， 이러한 구간별 차이는 모두 유 

의 하였다 (구간1:구간2=p<0.05， 구간2:구간3=p<0.01) (표 3-13). 차세 대도 기 

존호기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구간1(54.6) 이 가장 높았으며 구간2(49.3) ， 

구간3(46.4) 순 이었다 Post-hoc 분석결과 모든 구간에 대해 정신적 작업부 

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구간1:구간2=p<0.05， 구간2:구간3=p<0.Ol) (표 3-13). 

운전구간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모든 구간에서 차세대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가 기존호기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post-hoc 분석결과 구간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1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대는 모든 운전구간에서 기존호기에 비해 

운전직무 수행에 따른 정신적 작업부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차세대와 기존호기 모두 비상사고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구간1에서 운전 

원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가장 높았으며 시나리오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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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 

MCR 운전구간 

유형 
운전직무 시나라오 평균 

1 2 3 

SGTR 50.4 40.8 35.0 42.1 

SRO LOCA 50.8 54.2 56.7 53.9 

평균 50.6 47.5 45.9 48.0 

SGTR 49.2 45.0 44.2 46.1 

RO LOCA 50.0 40.0 42.5 44.2 
기존호기 

평균 49.6 42.5 43.4 45.2 

SGTR 51.7 44.2 35.8 43.9 

TO LOCA 57.5 51.7 45.0 51.4 

평균 54.6 48.0 40.4 47.7 

총 평균 51.6 46.0 43.2 46.9 

SGTR 54.6 44.2 44.2 47.7 

SRO LOCA 57.1 52.5 47.9 52.5 

평균 55.9 48.4 46.1 50.1 

SGTR 50.2 52.1 52.5 51.6 

차세대 
RO LOCA 51.7 46.3 46.3 48.1 

평균 51.0 49.2 49.4 49.9 

SGTR 56.9 51.3 46.7 51.6 

TO LOCA 56.7 49.2 40.4 48.8 

평균 56.8 50.3 43.6 50.2 

총 평균 54.6 49.3 46.4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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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 정선적 작업부하에 대한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유의확률 

MCR 유형 1002.778 4.826 0.0284* 

운전직무 유형 2 230.459 1.109 0.3305 

시나리오 유형 1385.494 6.668 0.0100** 

운전구간 2 3116.281 14.997 0.0000** 

교호작용 

MCR 유형×운전직무 유형 2 161.632 0.777 0.4598 

MCR 유형 ×시나리오 유형 1 1877.778 9.037 0.0027** 

MCR 유형×운전구간 2 3.009 0.144 0.9856 

운전직무 유형 ×시나리오 유형 2 1485.783 7.150 0.0008** 

운전직무 유형×운전구간 4 371.721 1.788 0.1 293 

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2 66.281 0.318 0.7270 

MCR 유형 ×운전직무 
2 

유형×시나리오 유형 
399.363 1.922 0.1471 

MCR 유형×운전직무 

유형×운전구간 
4 133.218 0.641 0.6333 

MCR 유형×시나리오 
2 504.861 2.429 0.0889 

유형×운전구간 
운전직무 유형 ×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4 360.494 1.734 0.1406 

MCR 유형×운전직무 

유형×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4 59.954 0.288 0.8854 

(**: p<O.Ol, *: p<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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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 

표 3-13. MCR 유형 과 운전구간에 따른 post-hoc 분석 

가존호가 차세대 
Post hoc 분석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1 p<O.05 p<O.Ol n.s 

기존호기 구간2 p<O.05 n.s n.s 

구간3 p<O.Ol n.s n.s 

구간1 n.s p<O.05 p<O.Ol 

차세대 구간2 n.s p<O.05 n.s 

구간3 n.s p<O.Ol n.s 

(n.s: not significant,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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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RO 

SRO의 정신적 작업부하에 대해 3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4). 

분산분석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 

다. 분산분석결과， 정신적 작업부하는 시나리오 유형 (p<O.Ol)， 운전구간 

(p<0.05)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MCR 유형에 따라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비교하면 차세대는 50.1 , 기존 

호기는 48.0으로 차세대 SRO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높았다 (표 3-11). 시나리 

오 유형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SGTR이 44.9, LOCA가 53.2로 

LOCA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높았다. 

운전구간별 SR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구간1이 53.3, 구간2가 48.0, 

구간3이 46.0 순 이 었다. Post-hoc 분석 결과， 구간1과 구간2(p<0.05) ， 구간1과 

구간 3(p<0.01)의 작업부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MCR 유형에 관계 

없이 SRO는 비상사고가 발생하는 구간1에서 가장 큰 정신적 작업부하를 받 

으며， 구간2와 구간3에서는 작업부하가 뚜렷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1) MCR 유형과 시냐라오 유형에 의한 영향 

SRO의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과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비교하였 

다 (그림 3-13). 기존호기의 경우 SGTR은 42.1 , LOCA는 53.9로 LOCA 수행 

시 정신적 작업부하가 높았다. 차세대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SGTR=47.7, 

LOCA=52.5). Post-hoc 검정결과 MCR 유형에 관계없이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SRO의 정신적 작업부하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존호 

기 :p<O.Ol, 차세 대 :p<0.05). 

시나리오 유형별 SR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에 대해 비 

교해 보면 차세대가 기존호기보다 높았으며， 특히 SGTR은 통계적으로 유의 

(p<0.05)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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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시나리오 유형에 관계없이 차세대 SRO가 모든 

운전구간에서 기존호기 SRO에 비해 정신적 작업부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의한 영향 

SRO의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림 3-14). MCR 유형별 SR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운전구간에 대해 비 

교해 보면 기존호기의 경우 구간1 (50.6)에서 가장 높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감 

소하였다 (구간2:47.5 ， 구간3:45.9). 그러나 post-hoc 검정결과 구간별 정신적 

작업부하의 차이는 없었다. 차세대도 구간1(55.9)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가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였다 Post-hoc 검정결과， 구간과1 

과 구간2(p<0.05) ， 구간1과 구간3(p<0.01)간의 정신적 작업부하에는 유의한 차 

이 가 있었다 (표 3 • 15). 

운전구간별 SRO의 평균 정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면 모든 구간에서 차세대가 높았으며 특히 구간1의 경우 정신적 작업부하 

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운전구간에서 차세대 SRO의 정신적 작업 

부하가 기존호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상사고가 발 

생하는 구간1에서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MCR 유형에 

관계없이 SRO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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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정신적 작업부하에 대한 분산분석 SRO 

요인 자유도 평균채곱합 F값 유의확률 

MCR 유형 1 208.333 0.726 0.3948 

시나리오 유형 1 3333.333 11.630 0.0007** 

운전구간 2 909.954 3.174 0.0438* 

교호작용 

MCR 유형 ×시나리오 유형 578.704 2.019 0.1568 

MCR 유형×운전구간 2 118.750 0.414 0.6613 

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2 581.250 2.028 0.1342 

MCR 유형×시나리오 
2 411.343 1.435 0.2404 

유형×운전구간 
~ 

(**: p<O.01 , *: p<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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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MCR 유형과 시나리오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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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SRO 

표 3-15.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른 post-hoc 분석 -SRO 

기존호기 차세대 
Post hoc 분석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1 n.s n.s p<0.05 

기존호기 구간2 n.s n.s n.s 

구간3 n.s n.s n.s 

구간1 p<0.05 p<0.05 p<O ‘ 01 

차세대 구간2 n.s p<0.05 n.s 

구간3 n.s p<O.Ol n.s 

(n.s: not significant,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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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O 

RO의 정신적 작업부하에 대해 3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6). 

분산분석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 

다. 분산분석결과， 정신적 작업부하는 MCR 유형 (p<0.05)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MCR 유형에 따른 R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비교하면 기존호기는 

45.2, 차세 대 는 49.9로 차세 대 RO가 높았다 (표 3-11). 시 나리 오 유형 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SGTR이 48.9, LOCA가 46.2로 SGTR의 작업부하가 

높았다. 

운전구간별 R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구간1이 50.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구간3(46.4)， 구간2(45.9)의 순 이었다. 구간별 정신적 작업부하의 차이 

는 post-hoc 분석결과 구간1과 구간3(p<0.05) ， 구간1과 구간2(p<0.01)에서 유 

의하였다. 따라서 RO는 비상사고가 발생하는 구간1에서 가장 큰 정신적 작 

업부하를 느끼며， 구간3과 구간2에서는 RO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SRO와 비교해 보면 SRO는 비상사고 발생 후 가장 높은 

정신적 부하를 느끼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RO의 작업부하는 

사고 발생 후에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 MCR 유형과 시나라오 유형에 의한 영향 

RO 운전수행에 펼요한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과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림 3-15). MCR 유형별 R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면 기존호기의 경우 SGTR은 46.1 , LOCA는 

44.2로 SGTR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높았다. 차세대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SGTR:51.6, LOCA:4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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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유형별 RO의 평균 정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에 대해 비교 

해 보면 모든 사고에 대해 차세대가 기존호기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시나리오 유형에 관계없이 차세대 RO가 기존호 

기 RO에 비해 정신적 작업부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SRO와 동 

일하였다. 그러나 SRO의 경우 LOCA의 작업부하가 높은 반면， RO는 SGTR 

의 작업부하가 높았다. 

2)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의한 영향 

RO의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림 3-16). MCR 유형별 R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운전구간에 대해 비교 

해 보면 기존호기는 구간1(49.6)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간3(43.4) ， 구간 

2(42.5) 순 이었다. Post-hoc 분석결과 구간1과 구간3 구간1과 구간2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O.01) (표 3-17). 차세대도 구간1(5l.0)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가 가장 높고 구간3 구간2의 순 으로 낮아지는 데 통계 

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운전구간별 R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 

면 모든 구간에서 차세대가 높았으며， 이 중 구간2와 구간3의 차이가 뚜렷하 

였 다 (p<O.01) (표 3-1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운전구간에서 차세대 RO의 정신적 작업부 

하가 기존호기 RO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상사고가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인 구간2와 구간3에서 정신적 작업부하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또한 RO와 SRO를 비교하면， SRO의 정신적 작업부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RO는 MCR 유형에 관계없이 

정신적 작업부하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81 



표 3-16. 정신적 작업부하에 대한 분산분석 RO 

요인 자유도 평균재곱합 F값 유의확률 

MCR 유형 1 1054.688 5.046 0.0257* 

시나리오 유형 361.169 1.728 0.1901 

운전구간 2 374.711 1.792 0.1690 

교호작용 

MCR 유형×시나리오 유형 30.613 0.146 0.7023 

MCR 유형×운전구간 2 134.896 0.645 0.5255 

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2 189.988 0.909 0.4045 

MCR 유형×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2 28.877 0.138 0.8710 I 

(*: p<O.05) 

-+-기 존호기 -0-차세대 

60.0 

• 51 .6 . o 48.1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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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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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다n「 3OO 

다「 
킹 200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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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TR LOCA 

시나리오 

그림 3-15. MCR 유형과 시나리오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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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RO 

표 3~17. MCR 유형 과 운전구간에 따른 post~hoc 분석 RO 

가존호기 차세대 
Post hoc 분석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1 p<O.Ol p<O.01 n.s 

기존호기 구간2 p<O.Ol n.s p<O.Ol 

구간3 p<O.Ol n.s p<O.01 

구간1 n.s n.s n.s 

차세대 구간2 p<O.01 n.s n.s 

구간3 p<O.01 n.s n.s 

(n.s: not significant,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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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O 

TO의 정신적 작업부하에 대해 3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8). 

분산분석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 

다. 분산분석결과， TO의 정신적 작업부하는 시나리오 유형 (p<0.05) ， 운전구간 

(p<O.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MCR 유형과 시나리오 유형간에는 교 

호작용(p<O.01)이 있었다. 

MCR 유형에 따라 T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비교하면 기존호기는 

47.7, 차세대는 50.2로 차세대가 높았다 (표 3-11).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평 

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SGTR이 47.7. LOCA는 50.1로 LOCA가 높았다. 

운전구간별 T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구간l이 5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구간2(49.2) ， 구간3(42.0)의 순 이 었으며 post-hoc 분석 결과， 모든 구간 

사이에서 정신적 작업부하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p<O.01). 따라서 TO의 정신 

적 작업부하는 비상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가장 높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뚜렷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SRO와 동일하였다. 

1) MCR 유형과 시나라오 유형에 의한 영향 

TO 운전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과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림 3-17). MCR 유형별 T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면 기존호기는 SGTR이 43.9, LOCA가 51.4로 

LOCA가 높았으며 시나리오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p<O.01)하었다. 반면， 

차세대는 SGTR의 작업부하가 높았으나 LOCA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SGTR:51.6, LOCA:48.8). 

시나리오 유형별 TO의 평균 정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에 대해 비교 

해 보면 SGTR은 차세대가 LOCA는 기존호기가 각각 높았다. Post-hoc 분 

석결과 MCR 유형별 정신적 작업부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GTR:p<0.05, LOCA:p<O.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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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MCR 유형에 관계없이 TO는 SRO와 RO와 달 

리 시냐리오 유형에 따라 정선적 작업부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의한 영향 

TO의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림 3-18). MCR 유형별 T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운전구간에 대해 비교 

해 보면 기존호기의 경우 구간1(54.6)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간2(48.0) ， 

구간3(40.4) 순 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차세대도 구간1(56.8) 

이 가장 높았고， 구간2(50.3) 구간3(43.6)의 순 이었다. Post-hoc 분석결과 모 

든 구간간의 정신적 작업부하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p<0.05 또는 p<O.01) (표 

3 • 19). 

운전구간별 TO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를 MCR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 

면 모든 구간에서 차세대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19).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운전구간에서 차세대 TO가 기존호기에 비 

해 전반적으로 정신적 작업부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 

라 MCR 유형에 관계없이 TO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뚜렷이 감소하였으며， 이 

러한 경향은 SRO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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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정신적 작업부하에 따른 분산분석 -TO 

요인 

MCR 유형 

시나리오 유형 

운전구간 

교호작용 

MCR 유형×시나리오 유형 

MCR 유형×운전구간 

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MCR 유형×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600 

Ô 500 
」

-'-

펴때O 

õn 
흩r 300 

'Kr 
킹 200 
'KO 
띠 100 
펙O 

00 

-
-

SGTR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유의확률 

1 63.021 0.493 0.4832 

662.558 5 .187 0.0237 

2 2575.058 20.159 0.0000" 

1 2067.188 16.183 0.0000'서 

2 15.799 0 .1 23 0.8837 

2 16.030 0.125 0.8821 

2 184.549 1.444 0.2381 

(**: p<O.Ol, *: p<O.05) 

-+-기존호기 -1-차세대 

시나리오 

51 .4 
-====: 48B 

LOCA 

그림 3-17. MCR 유형과 시나리오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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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른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TO 

표 3-19. MCR 유형 과 운전구간에 따른 post-hoc 분석 -TO 

기존호기 차세대 
Post hoc 분석 

구간3 I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1 구간2 

구간1 p<O.05 p<O.Ol n.s 

기존호기 구간2 p<O.05 p<O.05 n.s 

구간3 p<O.Ol p<O.05 n.s 

구간1 n.s p<O.05 p<O.Ol 

차세대 구간2 n.s p<O.05 p<O.05 

구간3 n.s p<O.Ol p<O.05 

(n.s: not significant, not available) 

87 



3. 상황인식 

본 연구에서는 상황인식에 대해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효과 분석을 위해 post-hoc 검정을 실시 

하였다. 

3.1 분산분석 결과 

분 실험에 의한 평균 상황인식은 표 3-20과 같다. 운전원의 상황인식에 

대해 4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21). 분산분석요인은 MCR 유형 (2수 

준)x 운전직무 유형 (3수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운전구간(3수준) 이다. 분 

산분석 결과， 운전원의 상황인식은 모든 주요 요인에 대해 차이가 없었다. 따 

라서 본 절에서는 통계적 의미를 가진 결과도출이 아니라 기존호기와 차세대 

운전원의 상황인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MCR 유형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은 기존호기가 27.9, 차세대는 30.3으로 

차세대가 다소 높았다. 운전직무 유형에 따른 평균상황인식은 SRO와 RO가 

30.0으로 가장 높았으며 TO가 27.4로 가장 낮았다.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평 

균 상황인식은 SGTR이 29.0. LOCA는 29.3으로 차이가 없었다. 운전구간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은 구간1에서 27.8, 구간2에서 29.8, 구간3에서 29.9로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상황인식이 다소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 MCR 유형과 운전직무에 의한 영향 

MCR 유형과 운전직무 유형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을 비교하였다 (그림 

3-19). 

MCR 유형별 상황인식을 운전직무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기존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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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평균 상황인식은 SRO(29.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RO(28.8) , TO(25.7) 

순 이었다. 그러나 차세대의 경우 RO(3l.3)가 가장 높았으며 SRO(30.6) , 

TO(29.0) 순 이었다. 운전직무별 상황인식을 기존호기와 차세대에 대해 비교 

해 보면 차세대의 상황인식이 기존호기에 비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대의 상황인식이 기존호기에 비해 약간 우 

수하나 그 차이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다. 

2) MCR 유형과 시냐랴오 유형에 의한 영향 

MCR 유형과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상황인식을 비교하였다 (그림 

3 • 20). MCR 유형별 평균 상황인식을 시나라오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기 

존호기의 SGTR과 LOCA가 각각 27.4, 28.5, 차세대의 SGTR과 LOCA는 30.5, 

30.0으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시나리오 유형별 상황인식을 MCR 유형에 따 

라 비교한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기존호기에 비해 차세대가 상황인식이 높 

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의한 영향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라 평균 상황인식을 비교하였다 (그림 3-21). 

MCR 유형별 평균 상황인식을 운전구간에 따라 비교해 보면 기존호기의 경우 

구간1에서 26.9, 구간2에서 29.3, 구간3에서 27.8로 비상 상황이 발생한 후 조 

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황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차세대 경우에는 

구간1에 서 28.7, 구간2에 서 30.3, 구간3에 서 3l.9로 시 간이 경 과됨 에 따라 상황 

인식이 다소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운전구간별 상황인식을 MCR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모든 구간에서 차세대의 상황인식이 기존호기에 비해 비교 

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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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차세대가 모든 운전구간에서 기 

존호기에 비해 운전직무 중 상황인식이 전반적으로 우수했으나 그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3-20. 평균 상황인식 

MCR 유형 운전직무 시나라오 
운전구간 

평균 
구간1 구간2 구간3 

SGTR 33.0 30.5 30.0 31.2 

SRO LOCA 24.5 30.0 28.0 27.5 

평균 28.8 30.3 29.0 29.4 

SGTR 27.5 28.5 29.0 28.3 

RO LOCA 27.0 32.0 29.0 29.3 
기존호기 

평균 27.3 30.3 29.0 28.8 

SGTR 24.0 21.5 22.5 22.7 

TO LOCA 25.0 33.0 28.0 28.7 

평균 24.5 27.3 25.3 25.7 

총 평균 26.9 29.3 27.8 27.9 

SGTR 28.8 31.0 32.5 30.8 

SRO LOCA 26.5 30.0 34.3 30.3 

평균 27.7 30.5 33.4 30.6 

SGTR 31 .1 32.3 30.0 31.1 

RO LOCA 29.5 34.8 30.3 31.5 
차세대 

평균 30.3 33.6 30.2 31.3 

SGTR 31.1 27.3 30.8 29.7 

TO LOCA 25.0 26.3 33.3 28.2 

평균 28.1 26.8 32.1 29.0 

총 평균 28.7 30.3 31.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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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상황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유의확률 

MCR 유형 1 1260.417 0.436 0.5090 

τ。t~ -3J.!f *~ 딩~~ 2 787.373 0.272 0.7615 

시나리오 유형 1 16.713 0.005 0.9393 

운전구간 2 431.157 0.149 0.8613 

교호작용 

MCR 유형 ×운전직무 유형 2 87.188 0.030 0.9702 

MCR 유형 ×시나리오 유형 1 172.269 0.059 0.8071 

MCR 유형×운전구간 2 197.639 0.068 0.9338 

운전직무 유형 ×시나리오 유형 2 375.567 0.129 0.8781 

운전직무 유형×운전구간 4 123.414 0.042 0.9965 

시나리오 유형 ×운전구간 2 668.380 0.231 0.7935 

MCR 유형×운전직무 
2 599.456 0.207 0.8126 

유형×시나리오 유형 

MCR 유형×운전직무 
4 199.201 0.068 0.9913 

유형×운전구간 

MCR 유형×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2 136.713 0.047 0.9537 

운전직무 유형 ×시나리오 
4 65.567 0.022 0.9989 

유형×운전구간 
MCR 유형×운전직무 

4 44.317 0.015 0.9995 
L윤형×시나리ξ윤형×운전구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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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MCR 유형과 운전직무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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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MCR 유형과 시나리오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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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 

3_2 SRO 

SRO의 상황인식에 대해 3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22). 분산분 

석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다. 분 

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MCR 유형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은 기존호기가 29.4 차세대는 30.6으로 

차세대 SRO의 상황인식이 높았으며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운전구간별 SRO의 평균 상황인식은 구간1에서 28.3, 구 

간2에서 30.4, 구간3에서 31.2로 시간경과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MCR 유형별 SRO의 평균 상황인식을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 비교하면 

기존호기는 SGTR(31.2) 에서， 차세대는 LOCA(30.8)가 각각 높았다 (그림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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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O의 평균 상황인식을 운전구간에 대해 비교한 결과， 기존호기는 구간 

2, 구간3， 구간1의 순으로 상황인식이 높아 특정한 경향이 없었으나， 차세대는 

시간경과에 따라 상황인식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3-23). 또한 구간1을 제 

외한 다른 구간에서 차세대의 상황인식이 기존호기에 비해 높았다. 

표 3-22. 상황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SRO 

요인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유의확률 

MCR 유형 108.888 0.035 0.8500 

시나리오 유형 1 347.222 0.114 0.7356 

운전구간 2 256.805 0.084 0.9190 

교호작용 

MCR 유형 ×시나리오 유형 200.555 0.065 0.7975 

MCR 유형×운전구간 2 218.472 0.071 0.9307 

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2 219.305 0.072 0.9304 

MCR 유형×시나리오 
2 77.639 0.025 

유형×운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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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MCR 유형과 시나랴오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 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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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MCR 유형과 운전구간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 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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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O 

RO의 상황인식에 대해 3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23). 분산분석 

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다. 분산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MCR 유형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은 기존호기가 28.8, 차세대는 31.3으로 

차세대 RO의 상황인식이 높았다.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평균 상황인식은 

SGTR이 29.7, LOCA가 30.4로 LOCA가 약간 높았다. 운전구간별 RO의 평균 

상황인식은 구간1에서 28.8, 구간2에서 32.0, 구간3에서 29.6으로 특정한 경향 

이 없었다. 

MCR 유형별 RO의 평균 상황인식을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 비교한 결과， 

기존호기와 차세대 모두 LOCA가 높았다 (그림 3-24). 또한 두 시나리오 모 

두 차세대에서 상황인식이 높았다. 

RO의 평균 상황인식을 운전구간에 대해 비교하면 기존호기와 차세대 모 

두 구간2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정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3-25). 또 

한 모든 구간에서 차세대가 기존호기에 비해 상황인식이 높았다. 

표 3-23. 상황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RO 

요인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유의확률 

MCR 유형 1 491.701 0.159 0.6903 

시나리오 유형 37.812 0.012 0.9120 

운전구간 2 276.074 0.089 0.9146 

교호작용 

MCR 유형×시나리오 유형 1 7.812 0.002 0.9599 

MCR 유형×운전구간 2 36.909 0.011 0.9881 

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2 116.354 0.037 0.9630 

MCR 유형×시나리오 
2 3.854 0.001 0.9987 

유형×운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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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TO 

TO의 상황인식에 대해 3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24). 분산분석 

요인은 MCR 유형 (2수준)x 시나리오 유형 (2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다. 분산 

분석결과 통계적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MCR 유형별 평균 상황인식은 기존호기가 25.7 차세대는 29.0으로 차세 

대 TO의 상황인식이 높았다. 시나리오 유형별 평균 상황인식은 SGTR이 

26.2, LOCA가 28.5로 LOCA가 높았다. 운전구간별 TO의 평균 상황인식은 

구간1이 26.3, 구간2가 27.1 , 구간3이 28.7로 시간경과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다. 

MCR 유형별 TO의 평균 상황인식을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 비교한 결과， 

기존호기는 LOCA가 차세대는 SGTR이 각각 높았다 (그림 3 • 26). 

TO의 평균 상황인식을 운전구간에 대해 비교하면 기존호기는 구간2， 구 

간3， 구간1의 순 으로 상황인식이 높아 RO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차세대 

는 구간3， 구간1 ， 구간2의 순 으로 상황인식 수준이 감소하였으나 특정한 경향 

은 없었다 (그림 3-27). 또한 구간 2를 제외하고 기타 구간에서는 차세대가 

기존호기에 비해 상황인식이 높았다. 

표 3-24. 상황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요언 자유도 평균채곱합 F값 유의확률 

MCR 유형 1 834.201 0.329 0.5664 

시나리오 유형 382.813 0.151 0.6977 

운전구간 2 145.104 0.057 0.9443 

교호작용 

MCR 유형×시나리오 유형 1162.813 0.458 0.4985 

MCR 유형×운전구간 2 340.660 0.134 0.8742 

시나리오 유형 ×운전구간 2 463.854 0.183 0.8327 

MCR 유형×시나리오 

유형×운전구간 
2 143.854 0.056 0.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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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차세대 MCR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를 기존호기에 대해 

비교 · 평가함으로써 첨단 제어실의 현재 설계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 

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한 인지적 직무량 정신적 작업부하 및 

상황인식 퉁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를 평가하였다. 

운전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지행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값인 

인지적 직무량은 차세대가 기존호기에 비해 높았다. 운전직무별로는 차세대 

가 기존호기에 비해 SRO와 TO의 인지행위가 많았으며 RO는 기존호기에 비 

해 인지적 직무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차세대 SRO의 인지적 직무량이 

RO와 TO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이와 같이 MCR 유형에 관계없이 SRO 

의 인지적 직무량이 RO와 TO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RO와 TO간에도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었다는 것은 운전직무간의 작업배분(task allocation) 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적 측면에서 인적 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이 직무분석 (task analysis)을 하여 SRO, RO , TO의 인지적 직 

무량이 적절하도록 직무를 재 분배해야한다. 특히 차세대가 기존호기보다 

SRO의 인지적 직무량이 현저히 높은 이유가 MCR 유형의 차이에 기인한 것 

이므로 SRO의 인지적 직무량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호기의 3인 

1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운전조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를 통해 인원을 늘리거나 임무의 재 배분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지행위는 차세대와 기존호기가 운전직무별로 차이가 있었다. 기존호기 

SRO는 주로 해석과 실행을， 차세대 SRO는 해석과 관찰을 통해 운전을 수행 

하였다. 기존호기 RO는 주로 관찰과 해석을， 차세대 RO는 해석과 실행을 통 

해 운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호기 TO는 관찰과 실행을， 차세대 TO는 관 

찰과 해석을 통해 운전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차세대 MCR 운전원의 인지행 

위는 기존호기와는 달랐다. 

운전에 따른 정신적 작업부하는 차세대가 기존호기에 비해 높았다. 운전 

직무별 직무량 작업부하는 차세대 RO와 TO가 기존호기 RO, TO보다 월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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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SRO의 경우에도 차세대가 높았지만 RO와 TO의 경우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운전구간에 따른 작업부하의 변화는 차세대와 기존호기 

모두 비상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가장 높고 시간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 

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상황인식은 차세대가 기존호기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미하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해 차세대의 상황인식이 기존호기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운전구간에 따른 상황인식의 변화추이는 차세대와 기 

존호기 모두 비상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가장 높고 시간경과에 따라 점차 

상황인식이 저하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본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존호기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 

가 차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차세대 MCR 운전원 

의 인지적 직무량과 정신적 작업부하는 기존호기 보다 높았으나 상황인식은 

기존호기와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본 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 

은 MCR 유형과 직무 유형에 따라 인지 활동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인지 행위에 따라 운전원이 서로 다른 제어 행위를 하게 되므로 차세대와 기 

존호기의 인지 유형이 다르다는 것은 차세대 운전원이 기존호기 운전원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적 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지 활동과 제어 행위의 관계에 대한 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가능한 인적 

실수유형을 규명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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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세대 MCR 제어절벼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차세대 MCR 제어설비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 

하였다. 여기서 사용성은 비상사고 시나리오 운전 수행 시 각 제어설비의 필 

요성，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운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정량적인 값으로 결 

정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MCR 제어설비 

에 대한 운전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심층조사결과를 통해 만족도가 낮은 원 

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NOVA 분석결과 시나리오의 유형에 따른 사용성 및 만 

족도의 차이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 MCR 제어절벼의 사용성 

실험결과， 제어설비별 평균 사용성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운전원의 비상사고 직무수행에 있어 가장 사용성이 높은 제어설 

비는 WDS이었으며 다음으로 CPS, LDP, SC, AS 순 이었다 t-test 분석결 

과 제어설비별 사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p<O.Ol)한 차이를 보였다. 

제어설비의 평균 사용성을 운전직무 유형에 따라 비교한 결과， SRO의 경 

우 CPS의 사용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WDS , LDP, AS 등의 순이었다 

(그림 4-2). SC는 SRO의 운전직무 수행과 관계가 없었다 SRO에 대한 

t-test 분석결과 제어설비간의 사용성에 유의한 차이 (p<O.Ol)가 있었다. 

상관관계분석 (analysis of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하여 SRO의 제어설 

비 사용성에 대한 설비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PS, WDS , LDP 

간에 뚜렷한 연관성 (p<O.01)이 있었다. 이는 SRO가 운전직무를 수행할 때 

CPS를 사용하면 이로 인해 WDS와 LDP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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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S과 LDP의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해석이 가능하다. 

RO와 TO는 제어설비 사용성에 대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4 • 3, 

4-4). RO의 경우 t-test 분석결과 CPS와 SC간에는 사용성의 차이가 없었으 

며， 그 외 모든 제어설비 간에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 (p<O.Ol)가 있었다. 즉 

WDS의 사용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LDP, CPS , SC 그리고 AS 순 이었다. 

TO의 경우 t-test 분석결과 LDP과 CPS간의 사용성의 차이는 없었지만， 그 

외 모든 제어설비 간에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 (p<O.Ol)가 있었다. 따라서 TO 

의 경우， WDS의 사용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LDP과 CPS, SC 그리고 AS 

순 이었다. 

상관관계분석에서도 RO와 TO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분석결과， WDS 

과 LDP (p<O.Ol), WDS와 SC(p<O.Ol)간에 뚜렷한 연관성 이 있었다. 즉 RO 

와 TO는 운전직무를 수행할 때 WDS를 사용하면 이와 연관되어 LDP 또는 

SC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LDP와 SC의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해석이 가능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운전원에게 가장 중요한 제어 설비는 WDS인 

반면， AS의 사용성이 제일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운전 

직무에 따라 제어설비의 사용성과 연관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비상사고 운전 수행 시 SRO는 주로 CPS를 사용하며 이와 연관되어 WDS와 

LDP를 통해 운전직무를 수행한다. SRO와는 달리 RO와 TO는 주로 WDS를 

사용하며 이와 연관되어 LDP 또는 SC를 통해 운전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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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DP 

LDP의 사용성에 대해 2원 분산분석 (two-way ANOV A)을 수행하였다 

(표 4-1). 분산분석요인은 운전직무 유형 (3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다. 분산 

분석결과 LDP의 사용성은 운전직무 유형 (p<O.01) ， 운전구간(p<O.01) 등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두 요인간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LDP의 평균 사용성을 운전직무에 따라 비교하면 RO(2.24)가 가장 높았 

고 SRO(1.85) , TO(1.5) 순 이었다 Post-hoc 분석결과 사용성은 RO와 SRO 

(p<O.01), RO와 TO (p<O.01), SRO와 TO (p<0.05) 등 모든 운전원간에 차이 

가 있었다. 

운전구간별 LDP의 평균 사용성은 구간1에서 1.93, 구간2에서 2.07, 구간3 

에서 1.60으로 구간l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4-5). 이러한 사용성은 post-hoc 

분석결과， 구간1과 구간2는 차이가 없으나， 구간2와 구간3(p<0.05)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따라서 LDP의 사용성은 비상사고의 발생에 따른 운전조치를 본 

격적으로 수행하는 구간1과 구간2에서 높았고 시간경과에 따라 낮아진다. 

표 4-1. LDP 사용성 에 대 한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평균재곱합 F값 유의확률 

운전직무 2 7.681 8.592 0.0002" 

운전구간 2 4.546 5.085 0.0068** 

교호작용 

운전직무×운전구간 4 0.735 0.822 0.5120 

(": p<O.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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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운전구간에 따른 LDP의 평균 사용성 

AS의 사용성에 대해 2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2). 분산분석요 

으← A1~ 투L 
l..!..."L..:. I I 유형 (3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다. 분산분석결과 AS의 사용 

성은 운전직무 유형 (p<O.Ol)， 운전구간(p<O.Ol)에 따라 차이가 나며， 두 요인간 

교호작용도 존재 하였다 (p<0.05). 

AS의 평균 사용성을 운전직무에 따라 비교하면 RO(O.81)가 가장 높았고 

TO (O.37), SRO (O.23) 순 이 었다. Post-hoc 분석결과， 모든 운전원간에 사용성 

의 차이가 있었다 (RO :TO=p<O.Ol , RO:SRO=p<O.Ol , TO:SRO=p<0.05). 

운전구간별 AS의 평균 사용성은 구간1에서 0.83, 구간2에서 0.34, 구간3 

에서 0.27로 구간1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4-6). Post-hoc 분석 결과 구간2와 

구간3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뚜렷한 차이 (p<O.Ol)가 있었다. 따라서 비상 

사고발생시점에서 사용성이 가장 높고 시간경과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운전구간에 따른 AS의 사용성은 운전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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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1과 구간2에서 다른 운전원에 비해 사용성이 낮았지만 구간3에서 TO보다 

다소 높았다 (그림 4-7). 또한 시간경과에 따라 SRO와 TO의 사용성은 낮아 

졌지만， RO의 경우에는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였다. 

표 4-2. AS 사용성 에 대 한 분산분석 

요언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유의확률 

운전직무 2 5.252 31.505 0.0000" 

운전구간 2 5.943 35.647 0.0000" 

교호작용 

운전직무×운전구간 4 0.440 2.641 0.0잃4'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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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운전구간에 따른 AS의 평균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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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7. 운전직무와 운전구간에 따른 AS의 평균 사용성 

1.3 WDS 

WDS 사용성에 대해 2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3). 분산분석요 

인은 운전직무 유형 (3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다. 분산분석결과， 운전직무 유 

형 (p<O.Ol)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두 요인간의 교호작용도 존재하였다 

(p<O.05). 

WDS의 평균 사용성을 운전직무에 따라 비교하면 RO(3.13)가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SRO(3.06). TO(2.24) 순 이 었 다. Post-hoc 분석 결 과 TO와 다른 

운전원간에는 뚜렷한 차이 (p<O.Ol)가 있었다. 

운전구간별 WDS의 평균 사용성은 구간1에서 2.73, 구간2에서 2.93, 구간3 

에서 2.73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4-8). 따라서 WDS는 비상사고 

발생 후 시간경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운전구간과 

운전직무에 따른 WDS의 사용성에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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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WDS 사용성에 대한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평균재곱합 F값 유의확률 

우"l!..처'-'-깅 1 무 ’ 2 14.138 11.407 0.0000** 

운전구간 2 0.782 0.631 0.5328 

교호작용 

운전직무×운전랙 - ,- 414.121 l 3.325 1- 0.01깐 

(“: p<O.01 , *: p<0.05) 

• 2.96 ‘. 2.73 

운전구간 

그림 4-8. 운전구간에 따른 WDS의 평균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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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운전직무와 운전구간에 따른 WDS의 평균 사용성 

1.4 SC 

SC 사용성에 대해 2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4). 분산분석요인 

은 운전직무 유형 (2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다. 여기에서 SRO는 SC의 사용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산분석결과 두 요인에 대 

해 유의한 차(p<O.Ol)가 있었으며 교호작용도 존재하였다 (p<O.Ol). 

SC의 평균 사용성을 운전직무에 따라 비교하면 RO( 1.04)가 TO(O.62)보다 

높았다. 운전구간별 SC의 평균 사용성은 구간1에서 0.54, 구간2에서 0.91 , 구 

간3에서 1.07로 구간3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4-10). Post-hoc 분석결과 구간 

2와 구간3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구간1과는 뚜렷한 차이 (p<O.Ol)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상사고발생 후 사고진단 절차를 거친 후 운전제어조치를 하 

는 과정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그림 4-11에 의하면 운전구간과 운전직무에 

따른 SC의 사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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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SC 사용성 에 대 한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명균제곱합 F값 유의확률 

우"-져 L:.깅 l 무 ’ 2 4.837 7.166 0.0081** 

운전구간 2 3.853 5.712 0.0040** 

교호작용 

운전직무×운전구간 4 3.910 5.791 0.0037" 

(**: p<O.Ol) 

그림 4-10. 운전구간에 따른 SC의 평균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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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무와 운전구간에 따른 SC의 평균 사용성 그림 4-1 l. 

CPS 1.5 

조브LλL초초λ4 
l.!..- "'L.:."l!..- • ’ 수행하였다 (표 4-5). 프브L λ~ .È브L λ，-L，Q_ 

l.!.-L!.l.'-，:;::;코 대해 2원 사용성에 CPS의 

분산분석결과，사용성은 유형 (3수준)x 운전구간(3수준)이 다. 운전직무 요인은 

또한 두 요 운전직무 유형 (p<O.Ol)， 운전구간(p<0.05)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인간 교호작용도 존재하였다 (p<0.05). 

운전원에 따라 뚜렷한 운전직무에 따라 비교하면 CPS의 평균 사용성을 

차이 (p<O.01)가 있는데 SRO(4_01)가 가장 높고 TO(l.49), R0(1 .07) 순 이 었다. 

가 운전구간별로는 구간1에서 2.28, 구간2에서 2.23, 구간3에서 2.04로 구간1이 

그러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CPS가 비 장 높았다 (그림 4-12). 

상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구 운전구간에 따른 CPS의 사용은 운전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운전 높았다 (그림 4-13). 

원에 따른 운전구간별 경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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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사용성이 SRO는 RO와 TO에 간에서 



표 4~5. 

요인 

운전직무 

운전구간 

교호작용 

운전직무×운전구간 

5.00 

4.00 

(j) 

E5 300 

갖0 
여O 
~200 
f1;J 
패 

1.00 

0.00 

• 228 

구간 1 

CPS 사용성에 대한 분산분석 

자유도 평균채곱합 F~ 유의확률 

2 142.758 439.682 0.0000** 

2 1.362 4.196 0.0161* 

4 1.037 3.194 0.0139* 

c**: p<0.01, *: p<0.05) 

e_ 
223 

구간 2 

운전구간 

-e 
2.04 

구간 3 

그림 4~12. 운전구간에 따른 CPS의 평균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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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운전직무와 운전구간에 따른 CPS의 평균 사용성 

2. 첨단 제어설벼의 만족도 

운전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차세대 첨단 제어설비의 평균 만족도는 그 

림 4-14와 같다. 본 평가에는 10점 평점 (10 points scale)방식을 사용하였으 

며， 5점을 중앙값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제어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설비는 WDS이었으며 LDP, SC, CPS, AS 

순 이었다. t-test 분석결과 가장 만족도가 낮은 AS은 다른 제어설비와의 만 

족도 차이 (p<O.Ol)가 뚜렷하였다 (표 4-6). 그러나 AS을 제외한 다른 제어설 

비간에는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다. 이 분석결과는 AS의 만족도가 다른 제어 

설비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원의 만족도를 제어설비별 직무유형에 따라 상세히 

살펴보고， 심층조사를 통하여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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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제어설비에 대한 운전원의 평균 만족도 

표 4-6. 운전원 만족도에 대한 제어설비간 t-test 분석 

설계요소 LDP AS WDS SC CPS 

LDP p<O.0û1 ll.S ll.S ll.S 

AS p<O.OO1 p<O.0û1 p<O.0û1 p<O.01 

WDS ll.S p<O.0û1 ll.S ll.S 

SC ll.S p<O.OO1 ll.S ll.S 

CPS ll.S p<O.01 ll.S 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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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LDP 

LDP에 대 한 평 균 만족도는 SRO(7.3)가 가장 높고 RO(6.8), TO(5.9) 순이 

었다 (그림 4-15). t-test 분석 결과 만족도는 SRO와 TO (p<O.01), RO와 TO 

(p<0.05)간에 각각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LDP의 경우 TO의 만족도가 다른 

운전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운전원들은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으로 LDP의 구조적 문 

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LDP의 주 설계목적은 가능한 운전원에게 많은 정 

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현 설계단계에서 LDP은 운 

전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였지만 불필요한 정보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운전원들은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의 확인과 규명을 통해 패널 

구성이 보다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LDP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가시성 (visibility) 확보미 

비를 지적하였다. 조사결과 가시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LDP의 계 

기 및 기기에 적용된 색의 부조화였다. 예를 들어 계기 및 기기는 강조되었 

지만， 이와 반대로 중요정보인 기기의 변수값은 강조되지 않았다. 따라서 색 

적용에 있어 운전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주목성 (salience) 이 반영되지 않아，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가시성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이유로는 패널의 1차 계통과 2차 계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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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운전직무에 따른 LDP의 평균 만족도 

2.2 AS 

AS에 대한 평균 만족도를 직무유형에 따라 비교하면 SRO(5.4)7} 가장 

높았고 RO(5.3) , TO(4.1) 순 이었다 (그림 4-16). 운전직무별 만족도는 t-test 

분석결과 SRO와 TO (p<O.Ol), RO와 TO (p<O.05)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AS도 LDP와 같이 TO의 만족도가 다른 운전원에 비해 뚜렷하게 

낮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AS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제어설비에 비해 가장 낮았 

다. 운전원들은 주요 원인으로 우선 AS의 설계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AS은 경보발생 체계가 기능별로 그룹화 되지 않아 신호발생 후 원인 식 

별 및 확인에 어렵다. 또한 기존호기와는 달리 운전직무 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아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AS에 대한 기능별 또 

는 운전직무별 분리나 그 외 설계개선 노력을 통해 경보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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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의 만족도가 낮은 또 다른 원인으로 가시성 확보미비가 있다. LDP의 

경우와 동일하게 색을 적용하여 AS에 운전원의 시션을 집중시키는 주목성이 

반영되지 않아，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AS가 LDP 상단에 위치한 데다 두 기기가 서로 비슷한 색을 사용하여 

가시성과 주목성이 나빠 AS에 대한 주의 및 관심이 기존호기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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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운전직무에 따른 AS의 평균 만족도 

2.3 WDS 

WDS에 대 한 평 균 만족도는 SRO(7.3)가 가장 높고 TO(6.9), RO(6.3)의 

순 이었다. SRO와 RO간의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p<0.05)하였다 

(그림 4-17). 

운전원들은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으로 화면설계가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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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WDS는 LDP와 같이 운전원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정확히 제시하는 데 설계목적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화면내 색의 부조화， 

심벌 (symboD 및 명판(labeD 등의 일관성이 결여된 복잡한 화면구성으로 판독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일부 운전원은 운 

전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화면에 누락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4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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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운전직무에 따른 WDS의 평균 만족도 

SC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RO가 TO보다 높지만 차이는 유의 (p>O.05)하 

지 않았다 (그림 4-18). 

운전원들은 SC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스템 성 

능에 대한 하드웨어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SC의 설계목적은 운전원이 계기 

및 기기를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게 제어하고 조절하는 데 있다. 그러나 S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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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조작한 후 운전원에게 피드백 (feedback)되는 반응시간이 늦어 시의 

적절한 제어 행위를 할 수 없었다. 또한 각종 계기 및 기기의 변수값을 증가 

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조정의 민감도(sensitivity)가 낮아 제어에 어려움 

이 있었다. 또한 현재의 WDS와 SC간 일대일 반응시스템 하에서는 동시에 

여러 기기를 제어해야 할 때 같은 제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것이 문 

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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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운전직무에 따른 SC의 평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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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PS 

CPS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SRO(7.0)가 가장 높고 TO(6.5) , RO(5.5)의 순 

이 었다 (그림 4-19). t-test 분석 결과 SRO와 RO (p<O.Ol), TO와 RO 

(p<O.05)간에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CPS에 대한 RO의 만족도가 

다른 운전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CPS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절차설명상의 문제 

점이었다. 조사결과， 운전원들은 CPS에 사용된 용어가 모호하여 해석과 판단 

에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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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운전직무에 따른 CPS의 평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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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본 연구결과， 차세대 MCR에서는 WDS의 사용성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 

로 CPS , LDP, SC 등의 순이었으며 AS의 사용성이 가장 낮았다. 운전직무별 

로 살펴보면 SRO는 CPS를 주로 사용하며 이와 관련되어 WDS와 LDP를 이 

용해 비상사고 운전을 수행하였다. 반면， RO와 TO는 WDS를 주로 사용하여 

LDP 또는 SC를 통해 운전하였다. 따라서 운전직무 특성에 따라 제어설비의 

사용성의 차이가 있었다. 운전구간별로 살펴보면 LDP와 AS는 비상사고가 

발생한 시접(구간1)에서 SC는 사고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구간 2, 구 

간3)의 조치수행에 각각 사용되었다. WDS와 CPS의 사용성은 모든 운전 구 

간에서 높았다. 

MCR 제어설비에 대한 만족도는 WDS가 가장 높고 LDP, SC, CPS 순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이들 기기에 비해 AS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하게 낮았다. 

심층조사결과 AS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AS의 설계 구 

조 및 구성이다. 현재 AS의 구조가 AS에 대한 기능별 또는 운전직무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신호발생 후 원인 식별 및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다른 원인은 가시성 확보미비로 LDP와 동일하게 사용된 색이 많아 제시된 정 

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차세대 AS에 대한 운 

전원의 주의 및 관심집중이 기존호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WDS의 만족도가 가장 높지만 화면내 색의 부조화 심벌과 명판설계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복잡한 화면구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LDP는 

운전원의 가시성을 고려하지 않은 패널설계와 함께 WDS와 동일하게 필요한 

정보의 누락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RO와 TO가 사용하는 SC는 반응시간 및 민감도와 관련된 시스템 성능상 

의 문제와 화면순항에 따른 불편함 등으로 시의 적절한 제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PS의 경우에는 CP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SRO의 만족도가 RO와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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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높지만， 절차서의 용어 및 문장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SRO의 해석과 

판단에 혼란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대 제어 설비의 사용성과 만족도가 각종의 

설계 결함으로 인해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용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기의 각종 원인을 설계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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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차세대 MCR 운전원의 

인적 오류 유형 

1. 언적 오류 예측모형 

컴퓨터 기술기반의 차세대 첨단 제어설비는 WDS , LDP, AS , SC, CPS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첨단 제어설비는 정보제공이 다양하고 유연성 측면 

에 서 많은 장점 이 있 지 만， getting lost, keyhole effect, out-of-loop 등 과 같은 

인적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U.S. NRC, 1996a, 2000a, 2000b). 

첨단 제어설비에 따른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혜스팅하우스 

사는 AP-600를 개발하면서 15개의 인간공학적 설계현안이 제시하였다 (표 

5-1) (Roth, 199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차세대 MCR 제어설비의 설계 특징 

이 AP-600과 유사하여， 전술한 15개 인간공학적 설계현안을 중심으로 설비요 

소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MCR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는 전술한 인간공학 현안들에 대한 설비요소 평가와 함께， 제어설비의 사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운전원의 인적 오류가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정량적 자료를 이용， 다음과 같은 체계적 절차를 

통한 운전원의 인적 오류유형을 분석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은 오직 

운전원의 행위에 기인한 인적 오류유형을 규명하는 것이며， 제어설비 시스템 

에 적용된 기술에 따른 오류(technology related errors)와 제반 운전환경에 따 

른 오류(environmenta1 errors)는 부분적으로 포함시켰다. 

운전원의 인적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류를 발생시킨 근본원 

인인 인지행위를 규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신뢰도 분석분야에서 

널리 적용되는 Simple Model of Cognition(SMoC)에 따른 4개 인지행위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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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인지행위는 관찰， 해석， 계획， 실행이며 다음과 같 

은 단계적 절차를 통하여 인적 오류유형을 규명하였다. 

단켄 1. 오1점 오류 밤색가능 순위검정 

제어설비 사용에 따른 운전원 인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각 인지행위에 대한 우선 순위 (priority)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위결 

정의 기준으로 제3장에서 측정된 인지적 직무량을 이용하였다. 즉 언지행위 

에 대해 요구되는 인지적 직무량이 높을 수록 인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가정하였다. 

평가결과， SRO의 경우 인지행위별 인지적 직무량은 해석에서 가장 높았 

으며， 관찰， 계획， 실행의 순 이었다. 통계검정결과 인지적 직무량은 계획과 

실행간을 제외한 모든 인지행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6) , 따라서 

SRO의 인지행위에 따른 인적오류 발생가능성은 해석에서 가장 높고(순위1) 

다음으로 관찰(순위 2) ， 계획과 실행(순위 3) 이었다. 

RO의 인지적 직무량은 해석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실행， 관찰， 계획 

순 이었다. 통계검정결과 계획과 다른 행위와는 모두 유의한 차가 있었다 

(표 3-8 참고) , 따라서 해석， 실행， 관찰과 관련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순위 1) 이에 비해 계획(순위 2) 이 낮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TO의 인지적 직무량은 관찰에서 가장 높았으며 해석， 실행， 계획 순 이 

었다. 통계검정결과 모든 인지행위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표 3-10) , 따 

라서 오류 발생 가능성은 관찰(순위1)， 해석(순위 2) ， 실행(순위 3) ， 계획(순위 4) 

순 이었다. 

갚켄2. 인지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제어점비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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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회귀모형 (stepwise regression modeD을 이용하여 

운전원의 인지행위와 관련된 제어설비를 분석하였다. 본 회귀모형은 인지적 

직무량을 종속변수로 제어설비의 사용성을 독립변수로 각각 사용하였다. 

회귀분석결과， SRO의 인지행위 중 관찰은 LDP 및 WDS와 밀접한 관련 

이 있었다 (표 5-2(a)). 또한 해석과 계획은 WDS와 CPS에， 실행은 LDP와 

각각 관련이 있었다. 

RO와 TO는 인지행위에 따른 제어설비 사용경향이 동일하였다. 관찰은 

LDP와 WDS에， 해석은 AS와 WDS에， 실행은 WDS와 SC에 각각 높은 관련 

성을 보였다 (표 5-2(b)와 (c) ). 또한 계획은 WDS와 관련이 있었다. 

묘봐~. 언지행위 및 채어첼비별 '?1 적 오류 유형 예측 

단계2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행위 및 이와 관련 있는 제어설비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인적 오류를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인지적 행위에 대한 인간

신뢰도 분석기법으로 원전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REAM(cognitive 

reliability and error analysis method)의 오류분류체계를 이용하였다. 표 5-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CREAM의 오류분류는 네 가지의 인지행위에 대해 오류 

를 발생시키는 원인 (antecedent)과 결과(consequent)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제어설비별 인적오류 유형 

을 예측하였다. 

127 



표 5-1 : AP-600 평가현안 

Passive Monitoring of Overview Displays 

2 
Directed Search for Information with the W orkstation 

Detection or 
Displays based on the MMI Overview Displays 

Monitoring 
Directed Search for Information with the W orkstation 

3 
Displays based on a Request 

4 Maintaining Crew Awareness of Plant Condition 

5 Detecting and Understanding disturbance using Alarms 

6 Interpretation and Planning using W orkstation Displays 

7 
Interpretation and Planning during single-fault event 
alarms , displays , and procedures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and Planning during multiple-fault event 
and Planning 8 

using alarms , displays , and procedures 

Interpretation and Planning by Crew during 
9 multiple-fault event using alarms, displays and 

procedures 

10 
Interpretation and Planning by Crew during severe 
accidents using TSC, alarms, displays, and procedures 

11 Simple Operator-Paced Control Tasks 

12 Conditional Operator-Paced Control Tasks 

Control 13 Control U sing Multiple, Simultaneous Procedures 

14 Event-Paced Control Tasks 

15 Control Tasks Requiring Crew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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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인지행위와 관련된 제어설비-단계적 회귀분석결과 

(a) SRO 

제어셜벼 

인지행위 LDP AS WDS SC CPS 

관찰 p<O.01 n.s p<O.01 n.s 

해석 n.s n.s p<O.01 p<O.01 

계획 n.s n.s p<O.Ol p<O.01 

질행 p<O.01 n.s n.s n.s 

(b) RO 

제어셜버 

인지행위 LDP AS WDS SC CPS 

관찰 p<O.01 n.s p<O.01 n.s n.s 

해석 n.s p<O.01 p<O.01 n.s n.s 

계획 n.s n.s p<O.01 n.s n.s 

질행 n.s n.s p<O.01 p<O.01 n.s 

(c) TO 

재어셜비 

언지행위 LDP AS WDS SC CPS 

관찰 p<O.Ol n.s p<O.01 n.s n.s 

해석 n.s p<O.Ol p<O.Ol n.s n.s 

계획 n.s n.s p<O.Ol n.s n.s 

질행 n.s n.s p<O.01 p<O.01 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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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4개 인지행위에 대한 CREAM의 오류분류체계 

Cognitive 
General Consequent General antecedent 

Function 

Equipment failure, faulty diagnosis, 
Observation missed inadequate plan, function impairment, 

mattentlOn 

Observation False observation Fatigue, distraction 

Wrong identification 
Distraction missing information. faulty 
diagnosis, mislabelling 

Faulty diagnosis 
Cognitive bias, wrong identification, 
inadequate procedure 

W rong reasoning Cognitive bias, cognitive style 

Decision error 
Fear, cognitive bias, distraction, social 

Interpretation pressure 

Delayed interpretation 
inadequate procedure, equipment 
failure, fatigue 

incorrect prediction 
Cognitive bias, ambiguous information, 
incomplete information 

Distraction, memory failure, wrong 
inadequate planning reasoning , excessive demand, 

Planning insufficient knowledge 

pnonty error 
Faulty diagnosis , communication 
failure 

Communication failure, inadequate 
Timing/ duration procedure, faulty diagnosis, inattention, 

inadequate plan, etc 

Communication failure, inadequate 
Sequence procedure, faulty diagnosis, inattention, 

inadequate plan, memory failure, etc 

Communication failure , inadequate 
Execution Speed procedure, fa비ty diagnosis, distraction, 

inattention, performance variability etc. 

Communication failure, inadequate 
Diπrection procedure, faulty diagnosis, inattention, 

inadequate plan, etc. 

Access problems, communication 
Wrong object failure, inadequate procedure, faulty 

diagnosis, inatten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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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적 오류 유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단계적 절차수행을 통하여 차세대 운전 

원에게 발생 가능한 인적 오류를 분석하였다. 운전직무 유형에 따라 발생 가 

능한 인적 오류는 다음과 같다. 

2.1 SRO 

SRO에게 예상되는 인적 오류를 우선 순위에 따라 제시하면 표 5-4와 

같다. 이 중 대표적인 인적 오류유형을 오류발생 원인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운전원의 인지적 편견에 의한 오류) 

• SRO가 기존의 고정관념， 지나친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둥의 인지 

적 편견(cognitive bias)으로， WDS이나 CPS를 통해 현재상황에 대한 잘 

못된 추론(reasoning) (예를 들어 잘못된 운전조치 순위선정)을 하거나， 

예상하지 못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변화를 간과(overlook)한 

채 예측을 수행하여 현 상태를 진단(diagnosis)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 

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오류. 

(시스템 일시정지 및 고장에 의한 오류) 

• LDP, WDS , CPS 둥의 일시적 정지 및 고장발생시 이를 SRO에게 알리 

는 표시가 없거나 LDP, WDS에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변동이 정상이 

아닌 경우(즉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변하는 경우)， SRO가 신호나 정 

보를 무시하거나 놓쳐 현재 상황에 대한 시의 적절한 해석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해석이 지연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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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의 혼란에 따른 오류) 

• SRO가 현재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운전목적 망각(forgotten)이나 운전방 

향 상실(1oss)에 따른 혼란(distraction)으로 인해， 

WDS , CPS를 통한 부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오류. 또는 이들 시스템의 특정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 

중을 오래 지속함에 따라 차후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지연시켜 부 

적합한 계획을 수립，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오류; 

LDP, WDS에 발생한 신호나 정보를 인식 (recognition)하지 못하거 

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관찰하여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 

인하는 오류. 또는 이들 시스템의 특정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 

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른 혼란으로 다른 시스템에서 제시하 

는 신호 및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관 

찰하여 불완전 또는 틀리게 확인하는 오류. 

LDP를 통한 조치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즉 수행 

하여 할 직무 선정 및 시스템할당)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 

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류. 

(잘못된 진단에 의한 오류) 

• 현재 상황에 대한 SRO의 진단이 완전하게 수행되지 않았거나 틀려， 

LDP나 WDS에 제공되는 신호나 정보에 대한 관찰(observation)을 

간과하거나， 잘못 이해하였거나 또는 틀리게 확인하는 오류. 또는 

운전방향 및 목적이 잘못 선정되고 이에 잘못된 우선 순위결정 오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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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를 통한 조치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즉 수행 

하여 할 직무 선정 및 시스템할당)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 

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류. 

(부적합한 절차서에 의한 오류) 

• CPS의 문장표현이 애매하거나 문장구성이 운전원이 이해하기에 적합하 

지 않아 SRO가， 

WDS를 통해 시기 적절한 해석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문장을 이해하 

기 위한 노력에 따른 시간지연으로 해석이 지연되는 오류; 

LDP를 통한 조치수행에서 필요한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즉 수행하 

여 할 직무 선정 및 시스템할당)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류. 

(부적합한 계획수립에 의한 오류) 

• SRO가 현재상황 조치를 위한 운전직무 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또는 잘 

못 수립하여， 

LDP 및 WDS에 나타난 각종 신호나 정보에 대한 관찰을 간과하는 

오류; 

LDP를 통한 조치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즉 수행 

하여 할 직무 선정 및 시스템할당)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류. 

(모호하고 불완전한 정보제공에 의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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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DS와 CPS의 설계요소가 위치선정 및 코딩이 잘못되거나， 설계요소간 

구성의 부조화(mismatch) 등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따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변화 발생 및 부수적인 상태변화 발생을 놓 

치는 잘못된 예측수행 오류. 

(운전원간 대화에 의한 오류) 

• 현재 상황조치를 위해 SRO, RO , TO와의 대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서 

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상대방간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되어， 

CPS , WDS를 통한 운전방향 및 목적이 잘못 선정되고 이에 잘못된 

우선 순위결정 오류; 

LDP를 통한 조치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즉 수행 

하여 할 직무 선정 및 시스템할당) 타이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 

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류. 

이상과 같은 오류유형 외 SRO는 WDS와 CPS를 사용한 ‘해석’을 수행할 

경우， 운전원의 인지적 습관， 신체적 피곤함， 심리적 두려움 등의 원인으로 

오류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LDP와 WDS를 사용하여 ‘관찰’을 

수행할 경우 운전원의 심리적 및 신체적 기능장애와 시스템구성요소 설계잘 

못 등의 원인으로， WDS와 CPS를 사용하여 ‘계획’을 수행할 경우 상황관련 

지식부족， 과도한 직무요구 등의 원인으로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각각 예상 

되었다. 또한 LDP를 사용하여 ‘실행’을 수행할 경우 운전원의 무관심 및 관 

측누락 등이 오류발생에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인적 오류유형을 표 5→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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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O 및 TO 

차세대 RO와 TO에게 예상되는 인적 오류를 인지행위에 따른 우선 순위 

별로 제시하면 표 5-5와 같다. 인지행위와 관련 있는 제어설비 분석결과 

RO와 TO가 동일하였으며， 이에 인지적 직무량에 따른 우선 순위만 다를 뿐 

인적 오류유형은 두 운전직무간에 동일하다. 이 중 대표적인 인적 오류유형 

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운전원의 인지적 편견에 의한 오류) 

• RO나 TO가 기존의 고정관념， 지나친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등의 

인지적 편견으로 AS이나 WDS를 통해 현재상황의 잘못된 추론(예를 들 

어 잘못된 운전조치 순위선정)을 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부수적으 

로 발생하는 상태변화를 간과한 예측을 하여， 현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오류. 

(시스템 일시정지 및 고장에 의한 오류) 

• LDP, WDS , AS 등의 일시적 정지 및 고장발생시 이를 RO나 TO에게 

알리는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시스템에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변동이 

정상이 아닌 경우(즉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변하는 경우)， RO나 TO 

가 신호나 정보를 무시하거나 놓쳐 현재 상황에 대한 시기 적절한 해석 

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해석이 지연되는 오류. 

• SC의 일시적 정지 및 고장발생시 이를 RO나 TO에게 얄리는 표시가 없 

거나 또는 SC의 조작 및 반응 속도가 정상이 아닌 경우， 제어대상 기기 

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방향(증가 또는 감소) 및 조절량(magnitude)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오류. 

135 



(잘못된 진단에 의한 오류) 

• 현재 상황에 대한 RO나 TO의 진단이 불완전하거나 잘못 진단되어， 

LDP나 WDS에 제공되는 선호나 정보에 대한 관찰을 간과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잘못 확인하는 오류; 

SC상의 제어기기 조작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특정상태로 계속 지속시키는 오류. 또는 조작누락(omission )， 불필 

요한 반복(repetition)조작， 역 순(reversaI)조작 등에 의 한 순차적 조 

작 직무수행관련 오류와 제어대상 기기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방향 

(증가 또는 감소) 및 조절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오류; 

WDS를 통해 운전방향 및 목적이 잘못 선정되고 이에 따라 잘못된 

우선 순위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오류.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 

구되는 특정한 상태로 조정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지속 

시간으로 특정상태를 지속시키는 오류. 또는 목적화면으로 쉽게 순 

항(navigation)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화면순항을 반복하는 등의 

화면조작 관련 오류. 

(운전원 부주의 또는 부적합한 계획수립에 의한 오류) 

• RO나 TO의 부주의， 무관심， 태만 또는 RO나 TO가 현재상황 조치를 위 

한 운전직무 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또는 잘못 수립하여， 

LDP 및 WDS에 나타난 각종 신호나 정보에 대한 관찰을 간과하는 

오 2. ìT, 

SC상의 제어기기 조작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특정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 오류. 조작누락， 불필요한 반복조작， 

역순조작 등에 의한 순차적 조작과 관련된 직무수행 오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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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으나 전혀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오류. 

WDS에서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필요한 특정상태로의 조정 타이밍 

을 놓쳐 현 상황을 계속 지속시키는 오류. 화변조작 시 목적화면으 

로 쉽게 순항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화면순항반복 등을 포함한 조 

작관련 오류. 또는 화면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으나 전혀 관계 

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오류. 

(운전원의 혼란에 따른 오류)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 

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LDP, WDS에 발생한 신호나 정보를 인식 (recognition)하지 못하거 

나 잘못 관찰하는 오류. 또는 이들 시스템의 특정신호 및 정보에 

집착하여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다른 시스템에 나타 

나는 신호 및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관찰하는 오류; 

AS , WDS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는 오류. 또는 이들 시스랩의 특정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차후 수행하여야 할 직무가 지 

연되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오류. 

SC상의 제어기기 조작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류. 

WDS를 통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는 다른 잘못 

된 계획을 수립하는 오류. 또는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필요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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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정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 

류
 

(잘못된 확인에 의한 오류) 

• RO나 TO가 LDP, WDS , AS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놓치거나 잘 

못 확인하여， 

SC상의 제어기기 조작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류. 조작누락， 불필요한 반복조작， 역순조작 등에 의 

한 순차적 조작에 관련된 직무수행 오류. 또는 SC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으나 전혀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오류. 

WDS에서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상태로의 조정 타이 

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류. 화면조작 

시 목적화면으로 쉽게 순항하지 못하거나 불펼요한 화면순항반복 

등을 포함한 조작관련 오류. 또는 화면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 

으나 전혀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오류. 

(부적합한 절차서에 의한 오류) 

• CPS의 문장표현이 애매하거나， 문장구성이 이해하기 어려워 RO나 TO 

가， 

WDS를 통해 시기 적절한 해석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문장이해를 위 

한 시간지연에 따른 해석이 지연되는 오류. 

SC상의 제어기기 조작 타이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류. 또는 조작누락， 불필요한 반복조작， 역순조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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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순차적 조작관련 직무수행 오류와 제어대상 기기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방향(증가 또는 감소) 및 조절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오류; 

WDS에서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상태로의 조정 타이 

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을 지속시키는 오류. 화면조작 

시 목적화면으로 쉽게 순항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화면순항반복 

등을 포함한 조작관련 오류. 또는 화면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 

으나 전혀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오류. 

(운전원간 대화에 의한 오류) 

• 현재 상황조치를 위해 SRO와 RO, TO와의 대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서 

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상대방간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되어， 

SC상의 제어기기 조작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을 지 

속시키는 오류. 조작누락， 불필요한 반복조작， 역순조작 등에 의한 

순차적 조작에 관련된 직무수행 오류. 제어대상 기기에 대한 부적 

절한 조작방향(증가 또는 감소) 및 조절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오 

류. 또는 SC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으나 관계없는 계기 및 기 

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오류. 

WDS를 통해 운전방향 및 목적이 잘못 선정되고 이에 따라 잘못된 

우선순위에 의한 직무수행 오류.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상태로의 조정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을 지속 

시키는 오류. 화면조작 시 목적화면으로 쉽게 순항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화면순항반복 등을 포함한 조작관련 오류. 또는 화면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으나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 

작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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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누락에 의한 오류) 

• RO나 TO가 LDP, WDS , AS 등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 

를 놓쳐， SC상의 제어기기 조작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특정 상황 

을 지속시키는 오류. 제어대상 기기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방향(증가 또 

는 감소) 및 조절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오류. 또는 SC상에 비슷하거 

나 근접해 있으나 전혀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오류. 

이상과 같은 오류유형 외에 RO와 TO는 LDP와 WDS를 사용하여 ‘관찰’ 

을 수행할 경우 운전원의 심리적 및 신체적 기능장애와 시스템구성요소 설계 

잘못에 의한 인적 오류발생이 예상되었다. 또한 AS와 WDS를 사용한 ‘해석’ 

을 수행할 경우 운전원의 인지적 습관， 심리적 두려움 등의 원인으로， WDS 

를 사용하여 ‘계획’을 수행할 경우 상황관련 지식부족， 과도한 직무요구 등의 

원인으로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각각 예상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유형 

은 표 5-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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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RO의 오류유형 

순위 인지행위 째어셜벼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 현재상황에 대해 고정관념， 지나친 확신， 상 
황전개에 대한 낙관 동의 인지적 편견으로 

인해 CRT를 통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진단 
불완전한 수행 

진단 
. CRT에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잘못 이해하 
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하여 잘못 

된 진단수행 

· 현재상황에 대해 지나친 고정관념 및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닥관 동의 인지적 편견으로 

CRT를 통해 잘못된 결론(예를 들어 잘못된 

잘못된 
직무 우선순위결정)을 도출. 

추론 . CRT에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동시에 여러 
개 탐색하거나， 한번에 하나씩 탐색하는 인지 

적 습관으로 사건전개상황에 대한 잘못된 추 

론전개 

1 해석 WDS · 현재상황을 기존에 경험한 적이 없거나， 가중 
한 작업부하， 쇼크 둥에 따른 두려움(fear)으 

로 인해 상황에 대해 CRT를 통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거나， 불완전 또는 잘못된 의사결 

정 수행 

· 현재상황에 대해 고정관념， 지나친 확신， 상 
황전개에 대한 낙관 둥의 인지적 편견으로 

CRT를 통해 불완전한 의사결정 수행. 

잘못된 ·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의사결정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CRT를 통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거나， 불완전한 의사결정 수행. 

또한 CRT상에 나타난 특정 정보에 집착， 주 
의 (attention)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일시적인 지연에 

기 인하여 잘못된 의사결정 수행 . 

. CRT에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통한 SRO의 
현재 상황이해가 RO나 TO와 달라 왜콕되어 
의사결정올 할 수 없거나， 잘못된 의사결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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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R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인지행위| 제어설비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WDS 

해석 

CPS 

해석지연 

잘못된 

. CPS의 문장표현이 애매 모호하거나， 제시된 
문장이 불완전하여 CRT를 통한 시기 적절한 
해석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시간압 

박(time pressure)으로 해석지연. 

. CRT상에 일시적 시스템 고장을 나타내는 표 
시 (indication)가 없거 나， CRT의 신호 및 정 
보변동과 반웅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 
시기 적절한 해석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시간압박으로 해석지연. 

운전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곤함 
(fatigue)으로 인하여 CRT에 제시된 신호 및 

정보의 반웅(response)을 위한 시기 적절한 
상황해석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에 따 

른 시간압박으로 해석지연. 

현재상황에 대해 고정관념， 지나친 확신， 상 

황전개에 대한 낙관 등의 인지적 편견으로 
인해 예상치 않은 상태변화 발생 및 부수적 
(side) 상태변화 간과(overlook)를 초래하는 

잘못된 예측수행 

예측 1. CRT상에 설계된 각종 기기의 위치선정 및 
코딩이 잘못되거나， 설계요소간 부조화 

(mismatch) 등에 따른 애 매 모호한 정 보를 
제공으로 예상치 않은 상태변화 발생 및 부 

수적 상태변화 간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예측 
수행 

현재상황에 대해 기존의 고정관념， 지나친 확 
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등의 인지적 편견 
으로 CPS를 통한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진단 

수행 

불완전한 l' C.p~에 제시된 정보(문장)가 기존에 운전원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모형 (menta1 modej)에 맞 
지 않아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진단 

툴리게 확인하여 불완전한 진단수행 

. CPS에 제시된 문장표현이 애매하여 해석이 
모호하고， SRO가 이 해하기 어 려운 문장으로 
제시되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진단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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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R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 인지행위 제어절비 오1Er; HrT Er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 현재상황에 대해 기존의 고정관념， 지나친 확 
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동의 인지적 편견 
으로 잘못된 결론(예를 들어 잘못된 시고 조 

잘못된 
치순위결정)에 도달하는 추론수행. 

추론 . CPS에 제시된 문장이나 기타 정보를 동시에 
여러 개 탐색하거나， 한번에 하나씩 탐색하는 
인지 적 습관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추 

론수행. 

· 현재상황올 기존에 경험한 적이 없거나， 가중 
한 작업부하， 쇼크 둥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 
해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거나， 불완전 또 
는 잘못된 의사결정 수행. 

· 현재상황에 대해 기존의 고정관념， 지나친 확 
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동의 인지적 편견 
으로 CPS를 통한 불완전한 의사결정 수행. 

잘못된 
•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 

1 해석 CPS 의사결정 거나， 불완전한 의사결정 수행. 또한 전자식 
절차서상의 특정문장， 특정단계 및 정보에 집 
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에 수행 
하여야 할 직무지연에 따른 잘못된 의사결정 
수행. 

• 전자식절차서에 제시된 문장이나 정보에 대 
한 이해가 RO나 TO 등 다른 운전원과 달라 
상황이해가 왜곡되고 이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잘못된 의사결정 수행 

. CPS에 제시된 문장표현이 애매하여 해석이 
모호하고， SRO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제시되어 전개된 현재상황에 대해 시기 적절 

한 해석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시간압박으로 

해석지연 
인해 상황 해석지연. 

. CPS 시스템 고장시 전용 CRT에 이를 알리 
는 표시가 없어 시기 적절한 해석이 수행되 
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시간압박으로 해석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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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R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 l 인지행위 l 제어설비 l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해석 CPS 

2 관찰 LDP 

해석지연 

운전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곤함으로 인 

하여 상황전개에 따른 CPS의 시기 적절한 
해석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에 따른 

시간압박으로 해석지연. 

. CPS에 따른 운전수행시 현재상황에 대해 기 
존의 고정관념， 지나친 확신， 상황전개에 대 
한 낙관 등의 인지적 편견으로 예상치 않은 

상태변화 발생 및 부수적 상태변화 간과한 

잘못된 j 잘못된 예측수행 
예측 

관찰누락 

. CPS CRT상의 설계요소가 위치선정 및 코딩 
이 잘못되거나， 설계요소간 부조화 등에 따른 

애매 모호한 정보를 제공으로 잘못된 예측수 

행 

시스템 고장시 이를 알리는 표시가 없거나， 

LDP상에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변동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 운전원이 신호나 정보관 

찰을 간과하거나 누락 . 

. LDP상에 표시되는 정보가 과다하거나 주위 
환경의 소음， 운전원 위치에 따른 관찰대상의 
변위 (parallax)로 인해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 
과하거나 누락. 

현재 시스템상태 및 상황에 대한 진단 
(diagnosis) 이 틀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어 

LDP를 통해 요구되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 

과하거나 누락 . 

. SRO가 세부적인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웠거나 또는 계획을 잘못 수립함에 따라 
LDP를 통해 요구되 는 신호나 정 보관찰을 간 
과하거나 누락. 

. SRO의 심 리 적 (psychologicaD , 신 체 적 ( 예 를 
들어 색맹， 시력저하 등) 기능장애에 기인하 

여， LDP를 통해 요구되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과하거나 누락. 

SRO의 부주의， 무관심， 태만 등으로 인한 

LDP를 통해 요구되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 

과하거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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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R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언지행위 l 제어셜벼 1오류분류 

2 관찰 LDP 

잘못된 

관찰 

잘못된 

확인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운전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곤함으로 인 

하여 LDP의 신호 및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 

거나 잘못관찰.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LDP를 통해 요구되 는 

신호 및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관 
찰. 또한 LDP상의 특정 신호 및 정보에 집 
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외 기타 
신호 및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관 

찰. 

. LDP의 모호한 심벌설계， 과다한 정보제공에 
따라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 

거 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 게 확인.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LDP에 제시되는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 게 확인. 또한 LDP상의 특정 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외 기타 신호 및 정보를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 

. LDP를 보면서 다른 운전원과의 대화 

(communication)를 할 경우 부정확한 정보교 
류 및 운전원간 잘못된 상황이해에 기인하여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 게 확인. 

현재 시스랩상태 및 상황에 대한 진단이 틀 

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어 LDP를 통해 요 
구되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 게 확인 . 

. LDP의 설계된 기기에 대한 이름OabeD이 잘 
못되었거나 정확하지 않게 제시되어 요구되 
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 
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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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R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 l 인지행위| 제어셜비 l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2 관찰 WDS 

관찰누락 

· 시스템 고장시 이를 알리는 표시가 없거나， 
CRT상에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변동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 운전원이 신호 및 정보 

관찰을 간과하거 나 누락 . 

. CRT상에 제공되는 정보가 과다하거나 주위 
환경의 소음， 운전원 위치와 화면간의 변위 
(parallax)로 인해 각종 신호나 정 보관찰을 

간과하거나 누락. 

현재 시스템상태 및 상황에 대한 진단이 틀 

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어 CRT를 통해 제 

공되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과하거나 누략 

. SRO가 세부적인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웠거나 또는 계획을 잘못 수립함에 따라 

CRT에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관찰을 간과하 

거나 누락 

. SRO의 심 리 적 (psycho!ogica!), 신 체 적 ( 예 를 

들어 색맹， 시력저하 등) 기능장애에 기인하 

여， CRT을 통해 제공되는 신호나 정보관찰 
을 간과하거나 누락， 

. SRO의 부주의， 무관심， 태만 둥으로 인한 
CRT를 통해 제공되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 
과하거나 누락. 

· 운전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곤함으로 인 
하여 CRT상에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를 인 

식 하지 못하거 나 잘못관찰 

잘못된 1.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관찰 |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CRT를 통해 제공되는 

신호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잘못관 

찰. 또한 CRT상의 특정 신호 및 정보에 집 
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기타 신호 

및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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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R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 인지행위 제어셜벼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 CRT 화면상에서의 모호한 심벌설계， 복잡한 
화면구성에 및 과다한 정보제공에 의해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툴리게 확인.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CRT상에 제시되는 신 
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 또한 CRT상의 특정 신 

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 

속되어 이외 기타 신호 및 정보를 불완전하 

게 또는 틀리게 확인. 

2 관찰 WDS 
잘못된 

• 운전원에게 할당된 CRT을 보면서 대화할 경 
확인 

우 부정 확한 정 보교류 및 운전원간 잘못된 

상황이해에 기인하여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 

현재 시 A템상태 및 상황에 대한 진단이 틀 

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어 CRT상의 신호 

나 정보관찰을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 . 

. CRT에 설계된 각종 기기에 대한 이름이 잘 
못 선정되었거나 정확하지 않게 표기되어 신 

호나 정보관찰을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 

게 또는 틀리게 확인.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CPS를 통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는 다른 잘못 
된 계획수립. 또한 전자식절차서상의 특정문 

장， 특정단계 및 정보수집에 집착， 주의집중 

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에 수행하여야 할 

3 계획 CPS 
부적합한 직무 직무지연에 따른 부적합한 계획수립. 

계획 
. CPS를 통해 현재상황 조치에 요구되는 지식 
이나 정보들을 망각(forgotten)하였거나， 부정 
확한 기 억 (incorrect reca1l) 또는 부분적 기 억 
(partial rec머1) 둥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계획 
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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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 SR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 | 인지행위 l 제어설벼 |오류분류 

CPS 

3 계획 

WDS 

부적합한 

계획 

잘못된 
우선순위 

에 의한 
조치 

부적합한 

계획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현재상황에 대한 잘못된 추론(예를 들어 잘 

못된 사고조차 우선순위결정)으로 CPS를 통 

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 

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현재상황조치를 수행을 위한 과도한 직무요 
구(task demandsl , 시 간적 압박감 등으로 
CPS를 통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 

적 달성과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 

. SRO가 직무수행 관련 지식부족으로 현재 상 
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 

워하거나 상황인식을 상실하여 CPS를 통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현재 발전소상황 및 시스템 상태에 대한 진 

단을 틀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하여 운전방 
향 및 목적이 잘못 선정되고 이에 잘못된 우 

선순위에 의한 직무수행. 

상황조치를 위해 SRO와 RO, TO와의 대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필요한 정보가 RO나 TO 
로부터 SRO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 

달되어 운전방향 및 목적이 잘못 선정되고 

이에 잘못된 우선순위에 의한 직무수행.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CRT를 통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는 다른 잘못 

된 계획수립. 또한 CRT에 제공된 특정 신 

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 
속되어 이에 수행하여야 할 직무 직무지연에 

따른 부적합한 계획수럽. 

현재상황 조치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정보들 

을 망각하였거 나， 부정 확한 기 억 또는 부분적 

기억 등으로 인하여 CRT를 통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는 다른 잘못 
된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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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R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 인지행위 제어셜비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 현재상황에 대한 잘못된 추론(예를 들어 잘 
못된 사고조치 우선순위결정)으로 CRT를 통 

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 

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현재상황조치수행을 위해 과도한 직무가 요 

부적합한 
구되거 나， 시 간적 압박감 둥으로 CRT를 통 

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 
계획 

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 현재상황에 대해 SRO의 직무수행 관련 지식 
부족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거나 상황인식올 상실하여， CRT를 통해 

계획 WDS 불완전한 계획올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현재 발전소상황 및 시스랩 상태에 대한 진 

단을 툴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하여 CRT를 

통해 운전방향 및 목적이 잘못 선정되고 이 

잘못된 
에 잘못된 우선순위에 의한 직무수행. 

우선순위 
• 상황조치를 위 해 SRO와 RO， TO와의 대화를 3 에 의한 

조치 
통한 직무수행 중， 필요한 정보가 RO나 TO 
로부터 SRO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 

달되어 CRT를 통해 운전방향 및 목적이 잘 
못 선정되고 이에 잘못된 우선순위에 의한 

직무수행. 

· 상황조치를 위 해 SRO와 RO, TO와의 대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되어， LDP를 통 

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즉 수행하여 할 직무 선정 및 
시스템할당)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 

부적합한 한 지속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 

실행 LDP 
타이빙 느」= 2 「1-n「-커j=- ß>> 

및 

지속시간 . CPS의 문장표현이 애매 모호하거나， 제시된 
문장이 불완전하여 SRO가 LDP를 통해 현재 
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즉 수행하여 할 직무 선정 및 시스템할 

당)하는 타이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지속시 
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직무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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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R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 | 언지행위 1 제어설비 l오류분류 

3 실행 WDS 

부적합한 

타이멍 
pJ 
^ 

지속시간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현재 시스템상태 및 상황에 대한 SRO의 진 

단이 틀렸거나 불완전하여. LDP를 통해 현재 
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즉 수행하여 할 직무 선정 및 시스템할 

당)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지속시 
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직무수 

행. 

. SRO의 부주의 , 무관심 , 태 만 등으로 LDP를 
통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즉 수행하여 할 직무 선정 및 
시스템할당)하는 타이멍을 놓치거나， 부적절 

한 지속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 
는 직무수행 . 

. SRO가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웠거나 
또는 잘못 수립함에 따라 LDP를 통해 현재 
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즉 수행하여 할 직무 선정 및 시스템할 

당)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지속시 
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직무수 

행 

. SRO가 LDP 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놓쳐. LDP를 통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 

로의 조정(즉 수행하여 할 직무 선정 및 시 
스템할당)하는 타이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직무수행 . 

. SRO가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LDP를 통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 
로의 조정(즉 수행하여 할 직무 선정 빛 시 
스템할당)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직무수행. 또한 LDP와 다른 시스템에서 발 
생되는 특정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에 수행하여야 할 직무 

지연에 따라， 전술한 부적합한 직무수행 

150 



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 

순위 언지행위 채어절벼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 LDP시스템의 일시적 정지 및 고장발생시 이 
를 얄리는 표시가 없거나， 제시되는 신호 및 

정보변동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 RO나 
TO가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과하거나 누락 

. RO나 TO에게 요구되는 정보량이 많거나 주 
위환경의 소음， 운전원 위치에 따른 관찰대상 

의 변위로 LDP상에 표시되는 신호나 정보관 

찰을 간과하거나 누락. 

• 현재 시스랩상태 및 상황에 대한 진단이 틀 
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어 LDP를 통해 요 
구되 는 신호나 정 보관찰을 간과하거 나 누락. 

관찰누락 
. RO나 TO가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 
웠거나 또는 잘못 수립함에 따라 LDP를 통 

해 요구되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과하거나 
누락. 

1 
관찰 LDP . RO나 TO의 심리적， 신체적(예를 들어 색맹， 

(1) 시력저하 동) 기능장애에 기인하여， LDP를 
통해 요구되 는 신호나 정 보관찰을 간과하거 

나누락 

. RO나 TO의 부주의， 무관심， 태만 둥으로 
LDP를 통해 요구되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 

과하거나 누락 . 

. RO나 TO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곤함으로 
인해 LDP에 제시되는 신호 및 정보를 인식 

하지 못하거 나 잘못관찰 . 

잘못된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관찰 
및 운전방향 상실에 의한 혼란으로 LDP를 

통해 요구되는 신호 및 정보를 인식하지 못 
하거나 잘못관찰. 또한 LDP상의 특정 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 

어 이외 기타 신호 및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 

거나 잘못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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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 RO 및 T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언지행위| 제어설벼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1) 
관찰 

LDP 

. LDP의 모호한 심별설계， 과다한 정보제공에 
따라 RO 및 TO가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 
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 .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LDP에 
제시되는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 게 확인. 또한 LDP상 
의 특정 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 
랫동안 지속되어 이외 기타 신호 및 정보를 

불완전하게 또는 툴리 게 확인. 

다른 운전원과 대화를 통해 운전직무를 수행 

잘못된 ! 할 경우 부정확한 정보교류 및 운전원간 잘 
확인 | 못된 상황이해로， RO나 TO가 LDP에 제시되 

는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 

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 

현재 시스템상태 및 상황에 대한 진단이 틀 

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어 RO나 TO가 
LDP를 통해 요구되는 신호 및 정보관찰을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툴리게 확 

인. 

. LDP의 설계된 기기에 대한 이름(labeO이 잘 
못되었거나 정확하지 않게 제시되어 RO나 
TO가 신호 및 정보관찰을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 . 

. CRT 시스템의 일시적 정지 및 고장발생시 
이를 알리는 표시가 화면상에 제시되지 않거 

나， CRT상에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변동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 RO나 TO가 신호 
및 정보관찰을 간과하거나 누락. 

CRT상에 제공되는 정보가 과다하거나 주위 

WDS 관찰누락 | 환경의 소음， 운전원 위치와 화면간의 변위로 
RO나 TO가 신호 및 정보관찰을 간과하거나 

누락. 

현재 시스템상태 및 상황에 대한 진단이 틀 
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어 RO나 TO가 

CRT를 통해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관찰을 

간과하거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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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인지행위| 재어설벼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1) 
관찰 WDS 

. RO나 TO가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 
웠거나 또는 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CRT에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관찰을 간과하거나 누 

락 . 

. RO나 TO의 심리적， 신체적(예를 들어 색맹， 
관찰누락 | 시력저하 둥) 기능장애에 기인하여. CRT을 

통해 제공되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과하거 

나 누락 . 

잘못된 

관찰 

잘못된 

확인 

. RO나 TO의 부주의， 무관심， 태만 등으로 인 
한 CRT를 통해 제공되는 신호나 정보관찰을 

간과하거나 누락. 

. RO나 TO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곤함으로 
인하여 CRT상에 제공되는 신호 및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관찰 .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CRT를 
통해 제공되는 신호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 
였거 나 잘못관찰. 또한 CRT상의 특정 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 
어 기타 신호 및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관찰 . 

. CRT 화면상에서의 모호한 심별설계， 복잡한 
화면구성에 및 과다한 정보제공에 의해 RO 
나 TO가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 게 확인 .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CRT상에 

제시되는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툴리 게 확인. 또한 CRT상 
의 특정 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 
랫동안 지속되어 이외 기타 신호 및 정보를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 게 확인. 

· 운전원에 게 할당된 CRT을 보면서 대화할 경 
우 부정 확한 정 보교류 및 운전원간 잘못된 
상황이해에 기인하여 신호 및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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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 | 인지행위 | 제어절벼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1) 
관찰 WDS 

(2) 
해석 AS 

잘못된 

확인 

. RO나 TO가 현재 발전소상태 및 시스템상태 
에 대한 진단이 틀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 

어 CRT상의 신호나 정보관찰을 잘못 이해하 
거 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 게 확인. 

. CRT에 설계된 각종 기기에 대한 이름이 잘 
못 선정되었거나 정확하지 않게 표기되어 

RO나 TO가 신호나 정보관찰을 잘못 이해하 

거 나， 불완전하게 또는 툴리 게 확인 .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기존의 고정관 
념， 지나친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등의 
인지적 편견으로 AS를 통한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진단수행 

불완전한 1. ~~에 나타난 신호 및 정보가 기존의 RO나 
I TO의 정신적모형에 부합되지 않아 잘못 이 

.<<1 투1-
J 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하여 

잘못된 

추론 

불완전한 진단수행 

. AS에 제시된 신호나 정보가 애매하여 해석 
이 모호하고， RO나 TO가 이해하기 어렵게 
제시되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진단수행‘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기존의 고정관 
념， 지나친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등의 

인지적 편견으로 AS를 통해 잘못된 결론(예 
를 들어 잘못된 시고 조치순위결정)에 도달 

하는 추론수행 . 

. AS에 제시된 신호나 정보를 동시에 여러 개 
탐색하거나， 한번에 하나씩 탐색하는 인지적 

습관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추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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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 l 인지행위| 제어셜비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1 

(2) 
해석 AS 

잘못된 

의사결정 

해석지연 

. RO나 TO가 현재상황을 기존에 경험한 적이 
없거나， 가중한 작업부하， 쇼크 둥에 따른 두 

려움으로 AS를 통한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거나， 불완전 또는 잘못된 의사결정 수행 .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기폰의 고정관 
념， 지나친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등의 
인지 적 편견으로 AS를 통한 불완전한 의사 

결정 수행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의사결정 

을 할 수 없거나， 불완전한 의사결정 수행. 
또한 AS에 발생되는 특정신호 및 정보에 집 

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에 수행 
하여야 할 직무지연에 따른 잘못된 의사결정 

수행. 

. AS에 제시된 신호나 정보에 대한 판단이 
SRO, RO, TO 등 다른 운전원과 달라 상황 
이해가 왜곡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잘못된 의사결정 수행 

. AS의 일시적인 정지 및 고장시 이를 알리는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RO나 TO가 시기 적 
절한 해석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시간압박으로 해석지연. 

. RO나 TO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곤함으로 
인하여 AS의 시기 적절한 해석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에 따른 시간압박으로 해석 

지연 .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기존의 고정관 
념， 지나친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등의 

인지적 편견으로 예상치 않은 상태변화 발생 

잘못된 | 및 부수적 상태변화 간과한 잘못된 예측수행 
예측 

. AS이 위치선정 및 코딩이 잘못되거나， 설계 
요소간 부조화 등에 따른 모호한 정 보를 제 

공으로 RO나 TO가 잘못된 예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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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 인지행위 제어설비 오T근r1 HrT Er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고정관념， 지나 
친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등의 인지적 

편견으로 인해 CRT를 통해 불완전하거나 잘 
불완전한 못된 진단수행 

진단 
. RO나 TO가 CRT에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 

인하여 잘못된 진단수행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지나친 고정관 
념 및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등의 인지 

적 편견으로 CRT를 통해 잘못된 추론(예를 

잘못된 
들어 잘못된 직무 우선순위결정)수행 

추론 . CRT에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동시에 여러 
개 탐색하거나， 한번에 하나씩 탐색하는 특정 

한 인지적 습관으로 사건전개상황에 대한 잘 

못된 추론전개 

1 
해석 

. RO나 TO가 현재상황을 기존에 경험한 적이 
(2) WDS 없거나， 가중한 작업부하， 쇼크 등에 따른 두 

려움으로 인해 상황에 대해 CRT를 통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불완전 또는 잘못된 l 
의사결정 수행 .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고정관념， 지나 
친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동의 인지적 

편견으로 CRT를 통해 불완전한 의사결정 수 

행 
잘못된 

의사결정 . RO나 TO의 현재상황에 대한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CRT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불완전한 의 l 
사결정 수행. 또한 CRT상에 나타난 특정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일시적인 

지연에 기인한 잘못된 의사결정 수행. 

CRT에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에 대한 상황결이정 I 
해가 SRO, RO , TO간에 서로 달라 의사 
을 할 수 없거나， 잘못된 의사결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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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 계속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 CPS의 문장표현이 애매 모호하거나， 제시된 
문장이 불완전하여 RO나 TO가 CRT를 통해 
시기 적절한 해석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시간압박으로 해석지연 . 

. CRT상에 일시적 시스템 정지 및 고장을 나 
타내는 표시가 없거나， CRT의 신호 및 정보 

해석지연| 변동과 반웅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 RO 
나 TO가 시기 적절한 해석이 수행되지 않았 
거나 이에 따른 시간압박으로 해석지연 . 

. RO나 TO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곤함으로 

1 
인하여 CRT에 제시된 신호 및 정보반웅을 

(2) 해석 WDS 위한 시기 적절한 상황해석이 수행되지 않았 

거나 또는 이에 따른 시간압박으로 해석지연 .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고정관념， 지나 
친 확신， 상황전개에 대한 낙관 둥 인지적 편 
견으로 인해 예상치 않은 상태변화 발생 및 
부수적 상태 변화를 간과하여 잘못된 예측수 

잘못된 ’ 행 

예측 1. CRT상에 설계된 각종 기기의 위치선정 및 
코덩이 잘못되거나， 설계요소간 부조화 동에 

따른 모호한 정보제공으로 RO나 TO가 예상 
치 않은 상태변화 발생 및 부수적 상태변화 

를 간과하여 잘못된 예측수행 

· 상황조치를 위 해 SRO와 RO, TO와의 대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되어 SC 조작 
타이밍 (timing)을 놓치거나 및 부적절한 지속 

시간으로 직무수행. 

부적합한 

1 
조작 . CPS의 문장표현이 애매 모호하거나， 제시된 

(3) 
실행 SC 1 타이밍 문장이 불완전하여 RO나 TO가 SC 조작 타 

디~ 이멍을 놓치거나 및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지속시간 직무수행. 

현재 시스템상태 및 상황에 대한 RO나 TO 
의 진단이 틀렸거 나 불완전하여 SC 조작 타 
이밍을 놓치거나 및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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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인지행위 l 제어설비 l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3) 실행 SC 

. RO나 TO의 부주의， 무관심， 태만 등으로 SC 
조작 타이밍을 놓치거나 및 부적절한 지속시 
간으로 직무수행 . 

. RO나 TO가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 
웠거나 또는 잘못 수립함에 따라 SC 조작 타 
이멍을 놓치거나 및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직무수행. 

부적 합한 1. RO나 TO가 SC 뿐만 아니 라 LDP, WDS , 
타이밍 1 AS 등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 
및 | 보를 놓쳐， SC 조작 타이멍을 놓치거나 및 

지속시간 l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직무수행 

순차적인 

직무수행 
실패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SC 조작 
타이밍을 놓치거나 및 부적절한 지속시간으 

로 직무수행. 또한 SC와 기타 다른 시스템 
에서 발생되는 특정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 

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에 수행하여 

야 할 직무지연에 따라 SC 조작 타이밍을 놓 
치거나 및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직무수행. 

. CPS의 문장표현이 애매 모호하거나， 제시된 
문장이 불완전하여 SC의 순차적 조작실패(누 

락， 반복수행， 역순수행 등) 

· 상황조치 를 위 해 SRO와 RO, TO와의 대 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되어 SC의 순 
차적 조작실패(누락， 반복수행， 역순수행 등) . 

. RO나 TO의 부주의， 무관심， 태만 등으로 SC 
의 순차적 조작실패(누락， 반복수행， 역순수행 

등). 

현재 시스템상태 및 상황에 대한 RO나 TO 
의 진단이 틀렸거나 불완전하여 SC의 순차적 
조작실패(누락， 반복수행， 역순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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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인지행위| 채어셜버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3) 
실행 SC 

. RO나 TO가 현재상황 조치에 요구되는 지식 
이나 정보들을 망각하였거나， 부정확한 기억 
또는 부분적 기억 등으로 인하여 SC의 순차 

적 조작실패(누락， 반복수행， 역순수행 등). 

1. RO나 TO가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 
순차적인 | 

| 웠거나 또는 잘못 수립함에 따라 SC의 순차 
직무수행 l L 펴 | 적 조작실패(누락， 반복수행， 역순수행 등) 

i크 4' ’ 
. RO나 TO가 SC 뿐만 아니 라 LDP, WDS, 

AS 등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 
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 
게 확인하여 SC의 순차적 조작실패(누락， 반 

복수행， 역순수행 동). 

· 상황조치 를 위 해 SRO와 RO, TO와의 대 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되어 계기 및 
기기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방향(증가 또는 

감소) 및 조절량(magnitude)으로 직무수행 . 

. RO나 TO가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 
웠거나 또는 잘못 수립함에 따라 계기 및 기 

기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방향(증가 또는 감 

소) 및 조절량으로 직무수행. 

닝적절한| 1. SC의 일시적 정지 및 고장발생으로 제시되는 
조작방향 ! 신호 및 정보변동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 
및 | 어 RO나 TO가 계 기 및 기 기 에 대 한 부적 절 

조절량 
한 조작방향(증가 또는 감소) 및 조절량으로 
직무수행 . 

. CPS의 문장표현이 애매 모호하거나， 제시된 
문장이 불완전하여 RO나 TO가 계기 및 기 
기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방향(증가 또는 감 
소) 및 조절량으로 직무수행. 

현재 시스댐상태 및 상황에 대한 RO나 TO 
의 진단이 틀렸거나 불완전하여 계기 및 기 

기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방향(증가 또는 감 
소) 및 조절량으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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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 RO 및 T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 | 언지행위 j 제어설벼 |오류분류 

1 
(3) 

실행 SC 

부적절한 

조작방향 

1"1 
숭 

조절량 

잘못된 
조작대상 

선정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 RO나 TO가 SC 뿐만 아니 라 LDP, WDS , 
AS 등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 
보를 놓쳐， 계기 및 기기에 대한 부적절한 조 

작방향(증가 또는 감소) 및 조절량으로 직무 

수행. 

. CPS에 제시된 문장이 모호하게 표현되었거 
나， 제시된 문장이 이해하기에 불완전하여 

SC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는 전혀 

관계없는 기기를 조작하는 직무수행. 

상황조치를 위해 SRO와 RO , TO와의 대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되어 SC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는 전혀 관계없는 

기기를 조작하는 직무수행 . 

. RO나 TO의 부주의， 무관십， 태만 등으로 SC 
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는 전혀 관 

계없는 기기를 조작하는 직무수행. 

. RO나 TO가 SC 뿐만 아니 라 LDP, WDS , 
AS 등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 
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 

게 확인하여 SC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 

는 또는 전혀 관계없는 기기를 조작하는 직 

무수행 . 

. RO나 TO가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 
웠거나 또는 잘못 수립함에 따라 SC상에 비 

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는 전혀 관계없는 

기기를 조작하는 직무수행 

. RO나 TO가 SC 뿐만 아니 라 LDP, WDS , 
AS 등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 
보릎 놓쳐， SC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는 전혀 관계없는 기기를 조작하는 직무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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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 l 언지행위! 제어셜벼 l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1 
(3) 

실행 WDS 

상황조치 를 위 해 SRO와 RO, TO와의 대 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되어， CRT를 

통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예를 들어 화면순항 

(navigation) )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 
한 지속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 
는 직무수행 . 

. CPS의 문장표현이 애매 모호하거나， 제시된 
문장이 불완전하여 RO나 TO가， CRT를 통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 
로의 조정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직무수행. 

현재 시스랩상태 및 상황에 대한 RO나 TO 
의 진단이 틀렸거나 불완전하여， CRT를 통 
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부적합한 | 상태로의 조정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 
타이밍 | 절한 지속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 

및 | 키는 직무수행. 

지속시간 

. RO나 TO의 부주의， 무관심， 태만 등으로 
CRT를 통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하는 타이밍을 놓치거 
나， 부적절한 지속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직무수행 . 

. RO나 TO가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 
웠거나 또는 잘못 수립함에 따라 CRT를 통 

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 

절한 지속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 
키는 직무수행. 

. RO나 TO가 CRT 뿐만 아니 라 LDP, AS 등 
다른 시스랩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놓 
쳐， CRT를 통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 
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하는 타이밍을 놓 
치거나， 부적절한 지속시칸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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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인지행위| 제어설비 l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1 
(3) 실행 WDS 

부적합한 

타이멍 
qJ 
^ 

지속시간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CRT를 
통해 현재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 

절한 지속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 
키는 직무수행. 또한 CRT와 기타 다른 시 

스템에서 발생되는 특정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에 수행하 
여야 할 직무지연에 따라， CRT를 통해 현재 
상황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상태로의 

조정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지속 
시간으로 특정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직무 

수행. 

. CPS의 문장표현이 애매 모호하거나 제시된 
문장이 불완전하여， CRT를 사용한 순차적 

직무수행실패 (예를 들어 요구되는 화면으로 

순항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화면순항반복， 
역순 화면순항 둥). 

· 상황조치 를 위 해 SRO와 RO， TO와의 대 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CRT를 사용한 순차적 
직무수행실패 (예를 들어 요구되는 화연으로 

순항하지 못하거 나， 불필요한 화면순항반복， 
역순 화면순항 등). 

l' RO나 TO의 부주의， 무관심， 태만 등으로 
순차적인 | 

1 CRT를 사용한 순차적 직무수행실패 (예를 
직무수행 1 

| 들어 요구되 는 화면으로 순항하지 못하거 나， 
실패 | 

1 불필요한 화면순항반복， 역순 화변순항 둥). 

현재 시스템상태 및 상황에 대한 RO나 TO 
의 진단이 틀렸거나 불완전하여 CRT를 사용 
한 순차적 직무수행실패 (예를 들어 요구되 

는 화변으로 순항하지 못하거 나， 불필요한 화 
변순항반복， 역순 화변순항 등) . 

. RO나 TO가 현재상황 조치에 요구되는 지식 
이나 정보들을 망각하였거나， 부정확한 기억 
또는 부분적 기억 등으로 인하여 CRT를 사 

용한 순차적 직무수행실패 (예를 들어 요구 

되는 화면으로 순항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화면순항반복， 역순 화면순항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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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 | 인지행위 | 제어셜비 l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3) 
실행 WDS 

순차적인 

. RO나 TO가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 
웠거나 또는 잘못 수립함에 따라 CRT를 사 
용한 순차적 직무수행실패 (예를 들어 요구 

되는 화면으로 순항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화면순항반복， 역순 화변순항 등). 

직무수행 1. RO나 TO가 CRT 뿐만 아니라 LDP, AS 등 
실패 |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잘 

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틀리게 확인 

하여 CRT를 사용한 순차적 직무수행실패 

(예를 들어 요구되는 화면으로 순항하지 못 
하거나， 불필요한 화면순항반복， 역순 화면순 

항 등) . 

. CPS에 제시된 문장이 모호하게 표현되었거 
나， 제시된 문장이 이해하기에 불완전하여， 

CRT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는 전혀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 

는 직무수행. 

• 상황조치를 위 해 SRO와 RO, TO와의 대화를 
통한 직무수행 중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되어， CRT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는 전혀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돼하거나 조작하는 직무수 
행 . 

. RO나 TO의 부주의， 무관심， 태만 동으로 
잘못된 I CRT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는 전혀 
대상 1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 

(object) I 는 직 무수 행 
선정 

. RO나 TO가 CRT 뿐만 아니 라 LDP, AS 등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잘 

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툴리게 확인 
하여， CRT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 

는 전혀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태하거 

나 조작하는 직무수행 . 

. RO나 TO가 직무수행계획을 불완전하게 세 
웠거나 또는 잘못 수립함에 따라， CRT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는 전혀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직무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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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 계속 

순위 l 인지행위| 제어설벼 l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1 
(3) 

2 
(4) 

실행 WDS 

계획 WDS 

잘못된 
대상 

(object) 

선정 

. RO나 TO가 CRT 뿐만 아니라 LDP, AS 등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정보를 놓 
쳐， CRT상에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는 또는 

전혀 관계없는 계기 및 기기를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직무수행 . 

. RO나 TO가 현재상황에 대해 운전목적 망각 
및 운전방향 상실에 따른 혼란으로 CRT를 
통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 

과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또한 CRT에 

제공된 특정 신호 및 정보에 집착， 주의집중 
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에 수행하여야 할 

직무 직무지연에 따른 부적합한 계획수립 . 

. RO나 TO가 현재상황 조치에 요구되는 지식 
이나 정보들을 망각하였거나， 부정확한 기억 
또는 부분적 기억 둥으로 인하여 CRT를 통 

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 

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님적합한 1 1. RO나 TO의 현재상황에 대한 잘못된 추론(예 
계획 | 

1 를 들어 잘못된 사고조치 우선순위결정)으로 

CRT를 통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 

적 달성과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 

. RO나 TO에게 상황조치수행을 위해 과도한 
직무가 요구되거나， 시간적 압박감 등으로 

CRT를 통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 

적 달성과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현재상황에 대해 RO나 TO의 직무수행 관련 

지식부족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 
러워하거나 상황인식을 상실하여， CRT를 통 
해 불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과 
는 다른 잘못된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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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RO 및 TO의 오류유형-계속 

순위 인지행위 재어설비 오류분류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 RO나 TO가 현재 발전소상황 및 시스템 상 
태에 대한 진단올 툴렸거나 불완전하게 수행 

하여 CRT를 통해 운전방향 및 목적 이 잘못 

선정되고 이에 잘못된 우선순위에 의한 직무 

2 
잘못된 수행. 

(4) 
계획 WDS 우선순위 

에 의한 • 상황조치를 위 해 SRO와 RO, TO와의 대화를 

조치 통한 직무수행 중， 필요한 정보가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되어 CRT를 통 

해 운전방향 및 목적이 잘못 선정되고 이에 

잘못된 우선순위에 의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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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차세대 MCR에 대한 인간공학적 

규제 현안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인간공학적 적합성측면 

에서 차세대 원전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규제 현안을 제시하였다. 

규제 현안은 통합시스템의 인적 수행도 평가와 관련된 7개 현안과 3단계 설계 

에서의 인간공학적 설계결함에 대한 3개 현안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한편， 

차세대 MCR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CPS에 대한 현안 도출은 KINS와 다른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Category 1. 통합시스템의 운전원 언적 수행도 

컴퓨터 기반의 첨단 제어설비의 도입은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 향상에 기 

여할 수도 있으나， 운전원의 역할 및 제어작업 환경변화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차세대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차세 

대 MCR의 인적 수행도가 기존호기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 • 검증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차세대 설계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한 

다. 즉 KINS는 NUREG-0711 11.4.4 Integrated System Validation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차세대 MCR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 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 발전소 안전관련 시스템 수행도 측정; 

- 운전원 1차 직무에 대한 수행도; 

인지적 직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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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작업부하; 

상황인식; 

운전원 오류; 

운전원 대화 및 협조; 

MCR 배치에 따른 운전원 상호작용 등. 

현안 1: 정선적 작업부하와 상황인식 

차세대 MCR의 운전환경과 직무가 기존호기 MCR과는 전혀 달라 직무수 

행에 따른 인적 수행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신 

적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은 발전소 안전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소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차세대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기존호기 

에 비해 높은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 

음， 정신적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수행도 평가를 통 

해 이미 안전성이 증명된 기존원전 MCR에 비해 차세대 MCR의 운전환 

경이 더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 · 증명해야 한다. 

제안 배경; 

본 연구에서 차세대와 기존호기의 정신적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을 비교 · 

평가한 결과， 차세대의 인적 수행도가 기존호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제3장 2절， 표 3-11)에 따르면 차세대의 평균 

정신적 작업부하는 50.1, 기존호기는 46.9로 차세대의 작업부하가 높았으 

며， 이러한 결과는 운전원 보직에 관계없이 동일하였다. 또한 평균 상황 

인식(제3장 3절， 표 3-20)은 차세대가 30.3, 기존호기가 27.9로 차세대가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세대 

MCR에 대한 지속적인 인간공학적 개선과 확인 · 검증과정을 통해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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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적 수행도를 기존호기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 

편， 차세대와 기존호기에 대한 운전원의 경험의 차이로 인해 차세대의 인 

적 수행도가 기존호기에 비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 

로 이에 대한 검증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안 2: 언지적 직무분석 

차세대 MCR의 운전원은 고정된 자리에서 각종 화면표시장치 (LDP 및 

WDS)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다중직무 

(multiple tasks)와 전략적 의사결정 (strategic decision making)을 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 이와 같은 운전직무의 변화에 따라 차세대 운전원 

은 기존호기 운전원과는 다른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과정과 더 

많은 인지적 행위 (cognitive behavior)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상 상황 중 SGTR과 LOCA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그 결과 

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운전상황(정상， 비정상， 비상 둥)에 

대한 인지적 직무분석 (cognitive task analysis)을 통해 차세대 운전원과 

기존호기 운전원의 인지행위의 차이를 광범위하게 규명하고， 이를 고려한 

기능할당(functional allocation)을 통해 제어설비를 설계했음을 확인 · 검 

증해야 한다. 

재안 배정; 

본 연구에서 비상사고 직무수행시 차세대와 기존호기 운전원의 인지행위 

를 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차세대 운전원의 인지적 행위가 

기존호기에 비해 많았으며 운전원 보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본 

보고서 제3장 l절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호기의 SRO는 주로 

인지행위 ‘해석’과 ‘실행’을 한 반면 차세대의 SRO는 주로 ‘해석’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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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였다. 기존호기의 RO는 주로 ‘관찰’과 ‘해석’을， 차세대 RO 

는 ‘해석’과 ‘실행’을 통해 각각 운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호기의 TO 

는 ‘관찰’과 ‘실행’을 차세대의 TO는 ‘관찰’과 ‘해석’과 관련된 인지행위를 

통해 각각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두 원전 운전원 간의 인지적 행위 

에 차이가 있으므로， LOCA와 SGTR외의 다양한 정상， 비정상， 비상 상 

황을 가정한 실험을 통해 운전원의 인지적 직무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제어설비 설계에 반영하였음을 확인 · 검증하여야 한다. 

현안 3: 언지적 직무량 

차세대 원전은 기존호기에 비해 제어 환경이 월둥하게 정보화되어 운전 

원의 인지적 행위 증가에 따른 인지적 직무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차세대 운전원간에도 보직 (SRO， RO, TO)에 따라 인지적 직무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직무량의 증가가 운전 

원의 정선적 작업부하를 높히고 상황인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차세대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지 

적 직무량의 증가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인지적 직무량을 적정 수준으 

로 유지시키는 설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 배경; 

본 연구에서 비상사고 조치운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지행위를 정량적 

(인지적 직무량)으로 평가한 결과， 차세대 운전원의 인지적 직무량이 

5909로 5354인 기존호기보다 높았다 (제3장 1절， 표 3-1), 운전직무별로 

는 차세대의 SRO와 TO가 기존호기의 SRO와 TO에 비해 높았으며 차세 

대의 RO는 기존호기의 RO에 비해 낮았다. 한편 차세대의 정신적 작업 

부하가 기존호기에 비해 높은 것은 기존호기보다 높은 차세대의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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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량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안 4: 운전직무별 직무할당 

현안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직무간 인지적 직무량의 불균형은 정 

신적 작업부하의 증가와 상황인식기능의 저하를 초래해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인지적 직무량이 

너무 높아도 인적 수행도가 낮아지지만 너무 낮아도 경계심이 떨어져 인 

적 수행도가 저하된다. 따라서 NUREG-0711 4.4.2 및 4.4.3에서 제시하 

는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운전직무간 불균형이 심한 차세대와 기존호 

기 모두， 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 재 할당(task reallocation)을 수행 

하여 운전직무간 인지적 직무량의 균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안 빼경; 

본 연구결과， 차세대와 기존호기 모두， 운전직무간 인지적 직무량의 불균 

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제 l절， 표 3-1). 현안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RO의 인지적 직무량이 가장 높고 TO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운전직무간 부하의 불균형은 SRO, RO, TO 모두의 

인적 수행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세대 

MCR의 인적 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해 운 

전직무간 직무할당을 균형 있게 해야한다. 

현안 5: 운전원 인적 오류 및 인간 신뢰도 

차세대 MCR은 컴퓨터 시스템 (computer-based system)을， 기존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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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와이어 시스템 (hardwired system)을 각각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제 

어설비의 구성 및 기능할당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차세대 운전원이 직 

무수행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인적 오류가 기존호기의 운전원과는 상당 

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NUREG-0711 7.4.1 (5)항 요건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인적 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성적 (qua1itative) 

측면에서의 오류유형 규명과 더불어 운전원 신뢰도(human reliability)에 

대 한 정 량적 (quantitative) 평 가가 필요하다. 또한 새 로운 인 적 오류유형 

이 발견되면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차세 

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재안 배경;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절차를 통해 차세대 운전원에게 가능한 인적 오류 

유형을 인지행위와 제어설비와 관련하여 예측하였다. 본 연구결과 제5장 

2절， 표 5-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전직무유형에 따라 제어설비에 따른 

오류의 발생 가능성 및 유형이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SRO의 경우 인지 

행위 ‘해석’과 관련하여 찌TDS와 CPS에서 인지적 측면에서의 인적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RO와 TO의 경우 인 

지행위 ‘관찰’과 관련하여 LDP와 WDS에서 오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인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적 오류 발생유형에 대한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또한 보다 다양한 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인적 오류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출한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차세대 MCR에 대한 인간 신뢰도를 분석하고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현안 6: 운전원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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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운전원은 비정상 사건 및 비상사고 발생 시 각자의 자리에서 

CPS의 지시와 LDP, WDS , AS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SC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운전 방식은 기존호기에 비해 운전원 간 

의 대화를 감소시키며 다른 운전원과 상관없이 혼자 운전하는 운전원의 

독립성을 높힌다. 운전원의 독립성은 팀 상황인식 (team situation 

awareness)을 저하시키고 운전책임자인 SRO의 부하를 증가시켜 전반적 

인 인적 수행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BNL Letter 

Report J6012-3-4-7/9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전원간의 원활한 정보교 

환과 토론과 같은 상호작용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설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채안 배경; 

본 연구의 섬층조사결과 차세대 RO와 TO는 운전의 독립성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운전책임자인 SRO는 독립성으로 인해 RO와 TO 

의 운전조작상황을 완전하게 확인하고 감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원 

의 독립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안 7: 운전조의 구성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세대와 기존호기의 MCR은 제어 기기 

및 환경， 임무 수행에 따른 인지적 행위， 인지적 직무량， 정신적 작업부 

하 등이 완전히 상이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차세대 MCR의 운전조는 

기존호기와 동일하게 SRO, RO , TO 그리고 안전과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운전환경하의 통일한 운전조 구성이 최적의 인적 수행 

도를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운전조의 적정한 구성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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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 러 한 운전조의 구성 , 즉 staffing Level에 관한 요건은 

NUREG-0711 6.4 (4)항에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UREG/IA -0137 

에서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 배경; 

본 연구 제3장 표 3-1에 따르면 차세대 SRO와 RO의 인지적 직무량은 

기존호기의 SRO와 RO에 비해 높은 반면 TO는 기존호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차세대가 기존호기에 비해 운전직무별 인지적 

직무량의 분포가 불규칙한 반면 기존호기 운전원들에 대한 부하는 차세 

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세대 운전원 

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예를 들어 2명 1조， 3명 1조 그리고 4명 l조) 

이에 따른 인적 수행도를 평가해 최적의 운전조 구성을 결정하는 연구가 

펼요하다 

Category 2. 3단계 절계에서의 인간공학적 설계결함 

전술한 바와 같은 인적 수행도 평가관련 현안과 함께 본 연구에서 수행 

된 3단계 설계과정에서의 통합시스템 평가에서 도출된 인간공학적 설계 

결 함(Human Engineering Deficiency: HED)은 다음과 같다. 

현안 8: 운전원의 가시성 및 주목성 

차세대 MCR은 모든 운전직무가 LDP, FPD, CRT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를 통해 수행된다. 따라서 운전원이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며， 최종적 

으로 적합한 진단이 인적 오류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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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에 대한 운전원의 가시성과 주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 

세대 제어설비는 LDP의 경우 

패널 배경 색 (background color)으로 사용된 짙은 회 색은 채도가 너무 

높아 다른 색과의 대비 (contrast)가 나쁘며 이에 따라 운전원의 가시 

성과 주목성이 저하되며， 

대비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 채도의 색을 정보표시를 위해 사용하였 

는데 이는 운전원의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패널의 구성 및 배치(layout)가 기존호기의 수직 제어반에 나열된 계 

기 및 기기를 도식화(graphic)한 수준에 머물러 설계 수준이 저멸하 

고 화면사용공간 사용이 비효율적이며 시각적 명료성 및 주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투영 (projection)방식으로 표시된 패널의 해상도가 나빠 정보의 가시 

성 및 주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CRT의 경우， 전술한 대형정보패널의 문제점과 함께 화면내 색의 부 

조화， 심벌 및 명판 동의 일관성이 결여된 복잡한 화면구성으로 운전원의 

가시성 및 주목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배경색 및 다른 구성요소간의 관련성과 우선 순위 둥을 고려한 체계적인 

배색기준 개발을 통한 설계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색채와 

화면 구성요소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배치(layout)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설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채안 배경; 

본 연구결과， SRO와 RO의 사용성이 가장 높은 LDP의 경우， 운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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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LDP의 구조와 색상의 부조화로 밝혀졌 

다. 조사결과， 현 설계수준에서 LDP에는 운전수행에 직접 요구되는 정 

보가 많이 반영되었지만， 불필요한 정보 또한 적지 않아 패널구성이 보다 

단순화될 펼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기 및 기기는 강조되었 

지만， 이와 반대로 중요정보인 기기의 변수값은 강조되지 않았거나， 패널 

의 1차 계통과 2차 계통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운전원의 가시성과 

주목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WDS의 경우에도 화면내 색의 부조화， 

심별 및 명판 동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화면설계의 복잡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현안 9: AS의 시의성 및 정확성 

AS는 발전소 운전변수와 상황이 정상에서 벗어나면 경보신호를 발생시 

켜 운전원이 운전상태를 운전 제한치 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 

고 정확한 상황인식 빛 이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차세대 

AS는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 및 운전원 면담결과 NUREG/CR-6684 설 

계지침 4.5.1 및 4.6.2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인 설계구조 및 운전원의 

주목성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연의 기능을 충 

분히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NUREG/CR-6684에 제시 

된 설계지침(부록 I 참고)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한 설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안 배경; 

제4장 그림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AS는 다른 기기에 비해 운전원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다. 특히， 운전책임자인 SRO의 사용성이 다른 운 

전원에 비해 낮아(그림 4-2) AS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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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AS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구조 및 구성의 결함으로 인해 

AS가 기능별 또는 운전직무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신호발생 후 원인 

식별 및 확인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또한 색상의 부조화 둥으로 인한 

가시성 및 주목성 확보미비로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독하는 데 어 

려웠다. 

• 현안 10: SC의 시의성 및 정확성 

SC의 설계목적은 진행 중인 운전상황에 대해 제어가 필요한 경우 운전원 

의 시의성있고 정확한 계통제어에 있다. SC의 시의성과 정확도는 시스 

템성능에 의한 적절한 반응시간과 조작의 민감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 

재 설 계수준으로 볼 때 , SC는 NUREG/CR-6635 설 계지 침 9.5.9에 서 제 시 

하는 요건인 시의성을 보장한 정확한 조작을 통한 운전제어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SC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 

제안 배정; 

본 연구결과， SC는 시스템 성능의 문제로 인해 시의 적절한 제어행위와 

제어행위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SC를 이용하여 

조작한 후 운전원에게 피드백되는 반응시간이 늦어 시의성있는 제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각종 계기 및 기기 

의 변수값올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조작의 민감도가 낮아 정확 

한 제어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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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차세대 MCR은 VVDS , LDP, SC, CPS, AS 둥과 같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하드와이어 시스템으로 구성된 기존 

호기와는 운전 환경이 전혀 다르다. 차세대 MCR의 운전환경은 기존호기에 

비해 정보의 표시， 획득， 처리 그리고 제어조작과 같은 직무수행 수행과정에서 

운전원에게 더 많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인지적 활동을 요구한다. 차세대 

운전원의 인지적 활동은 기존호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간공학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의 NRC를 중심으로 한 구미 선진국의 원자력 계에서는 차세대 

MCR의 인간공학적인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를 수행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MCR의 

dynamic mock-up을 개 발하여 top-down suitability test(TDSV) , preliminary 

validation(PV) 1, 2 그리고 3까지 지속적으로 인간공학적 검증과정을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원자력 연구소에도 중장기과제로 차세대 MCR에 대한 독자적 

인 인간공학적인 검토과정을 수행하고 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기존에 개발된 이론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인간공학적 

현안을 예측하고 개선 지침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MCR의 하 

위 시스템에 대해 독립적인 설계 검토를 하거나 차세대 시스템의 수행도를 평 

가하는 연구들도 있으나 현재 차세대의 설계가 인간공학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할 근거를 채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와 기존호기를 직접 운전하는 과정을 통해 

각 MCR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를 비교 •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의 인 

간공학적인 문제점과 현안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차세 

대와 기존호기의 비교연구는 차세대의 설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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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포된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될수적이다. 따라서 비교연구의 결과는 규제 

기관은 올바른 규제방향을 사업자는 최적의 설계개선 방향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KINS의 규제 업무에는 물론 전력연구원의 MMI 연구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MCR의 인적 수행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지적 직무량， 

정신적 작업부하 그리고 상황인식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차세대 MCR 

운전원의 인지적 직무량이 기존호기 운전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직무에 따른 인지적 작무량을 평가한 결과 차세대 SRO와 TO의 직무량 

이 기존호기 SRO와 RO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또한 기존호기에 비해 운전직 

무별 인지적 직무량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세대 

와 기존호기의 운전원들은 MCR을 운전하는 데 있어 서로 상이한 인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차세대 SRO는 ‘해석’과 ‘관찰’을 주로 하는 

반면 기존호기 SRO는 ‘해석’과 ‘실행’을 주로 하여 운전직무를 수행하였다. 

차세대 운전원의 작업부하 또한 기존호기에 비해 높았다. 특히 RO와 

TO의 작업부하가 기존호기 RO와 TO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으며 SRO의 작업 

부하 또한 차세대가 높았으나 RO와 TO의 경우처럼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시나리오 실행에 따른 작업부하는 차세대와 기존호기 모두 비상사고 

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높아졌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동일한 추 

세를 보였다. 

상황인식에 대한 차세대와 기존호기 운전원간의 차이는 없었다. 작업부 

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MCR 운전원 모두 비상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상황인식의 수준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MCR을 구성하는 LDP, VVDS , SC, CPS , AS에 대 

한 사용성과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VVDS의 사용성이 가장 높은 

반변 AS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S에 대한 운전원의 만족도 또한 

가장 낮았는 데 이는 AS의 부적절한 구조와 기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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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MCR 운전원이 범할 수 있는 인적 오류 유형을 규 

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SRO와 RO는 ‘해석’ 작업에서 TO는 ‘관찰’ 작 

업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SRO는 WDS를 

사용할 때， RO와 TO는 AS와 WDS를 사용할 때 각각 인적 실수를 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RE.때q의 오류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SRO, RO, TO가 운전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예측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MCR에 대한 107)-지 

의 규제 현안과 근거를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규제 현안은 차세대 MCR의 인적 수행도를 향상시키고 기존호기의 수준 

이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차세대 MCR이 완성될 때까지 본 현안들을 해결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 다 

음， 그 결과를 확인 · 검증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규제현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차세대와 기폰호기의 인적 수행도의 비교평가는 주요 규제 현안이 설계 

에 반영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기준 외에 운전조의 구성， 팀 수행도와 운 

전원간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차세대 운전원의 정보처리과정과 인지적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고 

적절한 기능할당(functional allocation)을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수 

행한 SGTR과 LOCA외에 정상， 비정상， 비상 상황 둥 다양한 상황을 대 

상으로 한 인지적 직무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3. 인지적 직무량은 운전원의 정신적 작업부하를 증가시키고 상황인식을 악 

화시키는 원인이므로 차세대 운전원의 인지적 직무량이 높은 원인을 규 

명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설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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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 직무별 인지적 직무량 분포의 불균형은 인적 오류의 한 원인이므로 

인지 적 직 무분석 을 이 용한 직 무 재 할당(task reallocation) 과정 을 통해 운 

전원간의 직무부하의 균형화를 도모해야 한다. 

5. 기존호기와는 전혀 다른 차세대의 운전환경으로 인해 차세대 운전원의 

인적 오류 또한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세대 운전원의 인적 

오류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규명과 더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된 

다. 

6. 차세대 MCR 운전원의 독립적인 운전방식은 운전원의 상황인식을 저하시 

키고 특히 SRO의 작업부하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운전원간 

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7. 언적 수행도 측면에서 기존호기와 통일한 운전조의 구성이 운전환경이 

전혀 다른 차세대에서도 최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운전조의 

최적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8. 차세대 MCR의 각종 디스플레이 화면의 색상과 구성요소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운전원의 가시성과 주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 방안이 요구 

된다. 

9. AS에 대한 운전원의 불만이 다른 제어설비에 비해 월둥하게 높으므로 

AS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설계 개선과 더 

불어 적합성을 증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0. SC의 시의성과 정확성의 결여로 인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제어가 어려우 

므로 SC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검토와 개선을 통해 설계의 적합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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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야한다. 

현재의 국내외의 정보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차 

세대 MCR의 개발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 

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차세대 운전원의 인적 수행도가 기존호 

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차세대 MCR이 기존호기 이상 

의 언적 수행도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간공학 

적 현안이 반드시 MCR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차세대 MCR에 대한 

인간공학적 설계 개선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연구 • 개발 과정을 통해 차세대 MCR의 실용화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국제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올라설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 

반 산업계와 학계에 엄청난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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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질험시나라오 (SGTR •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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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혐 순 셔(SGT.R> 시 험 Leader 운전훤 행위 벼 고 

4) 초기조건 확인/기동 0 &18 Run 및 시간기록 

5) 발전소 상태 파악 o 발전소상태 파악 지시 o 발(주전요소기 상 기태 및 파 운악전상태) 

o 갱차최기지앙소갱시확유경인량 초용 및기용조 영 용건프한llfl 확영 운인전가능생시험안 수앵케 o 정기판정정검기 초기 l조23건3않 확/인cm -ι 
6) 정HP기험S점(I계검 P열um 수p ’A행 운’) - 준(~123.8kg/cm< d)확인 
험전가능성 시 애 1，"3， 5 

- 복원후 정기정검 종료 

o 만약 주급수펌프 1대가 정지되면ARP에 따라 o 주요경보 확인 및 경보 Ack. 

7) Malfunction 1 CPS률 보고 조치를 수행토록 지시 o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작동 확인 및 발전소 상태 안정 
얘 1， "혹록 7，훌훌 m 

o Malfunction 1 : E쁘1M Run 여부 확인 

• FW pump ’A ’ TBN Trip oARP에 따라 CPS롤 보고 조치 수행 

(발하전져부 말장으 것로을셔 통 출보)력감발을 。경보발생올 발전과장에게 보고 

* SGTR 관렁 뾰사능 경l츰z1 
o Malfunction m : I윌앓A. Run 

。방사능 경보에 따른 기기 자동동작 상태 확인 RE-219/220(MS LINE I 
• S/G 1 Tube Rupture(2 %) - SGBD V-αY7， α}8 Close 지역) 

8)G RTxR」MTanlmp후nctio EnOP m 수행 - 탈기기 Vent VOO1 CloselVα)2 0따1 
- RE-104(S탈G기B기D) 

(SGTR.-Malfunction m) - RE-061( ~7171 VENT) 
- Vac.P/p Exhaust V009 Close 빛 VO lO, 013 S야!aIIl ~퍼앙Jg E쳐la\lSter 

(RER-EO-6야43)062 Open / Fan- l1C 기 동 - RE-063/062(VAC. P!P 
Exhaust 

• 유:선 1헌'-2찌활를fn휴훌ze 를톨보활 ."빼 것톨 흘전월메게 요구 
。 원자로 트립후 우선-01 ， 02 수행 얘 1, " 3, 5, 7, 8, 9, 10, 11, 12 

(5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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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순 서 (SGTR) 시 험 Leader 운 전 훤 행 위 

- C댈i짧짧탤o짧 훨웅훨l물흉삶떻훌IOS/G 1 튜프 파열에 따른 2차측 현상 확인 
요구 I - STM FLOW > FW FLOW 

ECON. V.αT #1 , #2 개도상이 
。 1차， 2차측 과도 현상 확인 

PZR LEVEL 감소 
- RCS PR 감소 

。 SFSC의 판정 기준 확인 (SKIP) 

。화학실험실에 모든 S/G 방사능 분석 의 뢰 

벼 고 

* SGTR 밤셋시 쥬삿 
복수기 공기 추출기 고방사능 
증기 발생기 취출수 고방사능 

- 주증기 배관 지역 고방사능 
가압기 압력 및 수위감소 

- S/G 증기/급수 유량 불일치 
- 이때， 파열 크기에 따라 기록계 
상의 DATA만으로도 사고난 
S/G 판별가능 

。가압기 압력감소에 따른 안전 주입 및 격납건물 격리 선 l 。터빈 트립후 외부로의 증기유출 

호 동작 확인(약 124KSC) 을 억제하기 위해 SBCS 

- ESFAS선호 reset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면 i 
W/S에서 HPSI pp를 정지할 수 없으므IORCS에 안전주입 유량과 충전유량을 최대로 확보 

화떻댐1짧 짧a뿔월좋헬 “MF/I_ 안전주입 유량이 최소유량 이상인지 확인 
현장밸브의 완전닫음시 rate를 1()()%로 
투입하여 flow를 0으로합 l 

l 。안전주입후 가압기 압력이 121 뼈/c마 미만으로 계속 감소 

되면 LOüP당 RCP를 1대씩 정지하고 RCS SCM이 1 
5t:미만이면 모두 정지한다. 

。 SBCS를 이용하여 RCS의 Th올 28TC 이하로 냉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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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07/1α%을 수동에 놓도록 

TO에게 지시 

。 발전과장은 충전펌프 3대 운전으 

로도 가압기 수위가 33%이하 
로 계속 감소되면 수동원자로 
트립올 고려 

빼 1, 2, 3, 5, 7, 8, 9, 10, 11, 12 



시 험 순 서 (SGTR) 시 혐 Leader 운전훤 행위 벼 고 

。파열된 증기 발생기를 격리 
- MSIV, MFIV, ADV, SGBD, Aux. FW, Aux. FW 。파열된 S/G 판단 ; 

Cross Tie line - 방사농 준위 시료분석 
주중기관 지역 방사능 경보 비 

。 ADV 개방설정치를 86때/cm" (Auto)로 설정 교 

- 각 증기 발생기 수위 비교 
- 각 증기 발생기간 급수유량 편 

。 MSIV 우회밸브 개방후 중기우회제어계통으로 사고 증기 차 
발생기 압력을 86KSC이하로 유지 

• 5TEP 14 종료후 "Freeze ’ 。 PZR냉각율: 111 "c까lr 
: N V recording올 정 지/ 재 개 。사고난 증기발생기의 격리완료를 확인한다. (5TëP 14) oPZR 82.3뼈/cui’ A때 포화온도 

295.6 "C 
。 HPSI 펌프 종결조건 확인 。 RCS와 S/G(격 리 )간의 L'.P가 ± 

- RCS SCM ~ 15"C 3.5 kg/cm' 이내로 유지된 후， 건 
- 가압기 수위 능 33% 전한 증기 발생기를 통해 RCS 
- 중기발생기 수위 : 23.7-90%(WR) 를 냉각하면 파열된 S/G 압력 
- 원자로용기 혜드수위 ~ 16% 이 서서히 감소. S/G 압력이 감 

소됨에 따라 RCS 압력을 :t3.5 
。가압기 압력이 19K5C이상 유지되면 저압안전주입펌프 뼈/cm'(사고난 S/G와L'.P)이내 유 

정지하고 미만으로 감소하고 재순환 작동신호 없으면 지하면서 냉각 및 감압을 계속 

저압안전주입펌프 재기동한다. 수행. 

。 RCS 온도 및 압력을 사고후 P-T곡선의 제한치 이내로 
얘 1，2，3，톡 7， 8, 9, 10, 11, 12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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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순 서(SGTR) 시 험 Leader 운전원 행위 ul 고 

o 주/보조계통에 의해 건전한 증기발생기 수위가 광역 23. 

7-90%로 유지 또는 복구중인지 확인한다 

o 복수저장탱크 수위가 최저수위 이상인지 확인한다. 

o 터빈건물과 보조건물 둥의 방사선올 감시한다. 

oRCS 냉각중에는 정지여유도 만족을 위해 정지여유도가 

5.5% L1K!K이상으로 증가될 때까지 계통으로 붕산수를 
빼 1，2，혹 특 7， 8, 9, 1D. 11, 12 

주입한다. 

o 만약， 고압안전주입 펌프 종결조건이 만족되면 다음 조치 

를 수행하여 가압기 수위를 15-70%로 유지한다. 

- 충전 및 유출유량 제어 

고압안전주입 유량조절 또는 한번에 1대씩 안전주입펌 

• srEP 24 종료후 "Freeze ’ 프를 정지한다. 

: N V record.ing을 정 지/ 재 개 
(STE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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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협 순 셔 (SGTR) 시 협 Leader 

• STEP 42 총료후 "Freeze ’ 

운 전 휠 행 위 

o 건전한 중기 발생기률 이용하여 신속히 RCS 냉각 및 감 

압올실시. 

- RCS 냉각율 초과 금지( <56"C;1π) 

- PZR압력 올 82.3뼈/c머A 미 만으로 급속 감압하여 증기 

발생기와의 압력차를 :t3.5 뼈/c며이내로 유지. 

o 고압안전주입 종결조건 만족 및 CVCS 유출형성 필요시 

유출유로 형성시킨다. 

o 가압기가 만수위 아님을 확인한다-

oRCS 냉각 및 감압중에는 안전주입탱크를 감압 및 격리한 

다 

oRCS 저온관 온도가 162-127"C이면 LTOP보호밸브를 배 

열한다. 

o 정지냉각진입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정지냉각계통올 운전 

한다.않갚띈것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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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고 

o 정지냉각진입조건 

-가압기 수위 ~25% 

- RCS SCM~15"C 

- 가압기압력~~kg/αf 

- RCS Th~176"C 

얘 1,2,3, 특 7, 8, 9, 10. 11, 12 



시 혐 순 셔 (LOCA) 시 험 Leader 운전훤 행위 벼 고 

1) 초기조건 확인/기동 。Iε二lß Run 및 시간기록 

2) 발전소 상태 파악 。발전소 상태 파악 지시 
。발전소 상태 파악 

(경보， 주요기기 및 운전상태) 

3) 정기점검 수행 。정기점검 초기조건 확인 

- TBCCW A!B계 열 Pump 교 。정기정검 수행 지시 。펌프 기동 및 정지 KI 1 , 2 , 3 , 5 

체운전 。펌프 운전상태 확인 

4) Malfunction 1 o 관련정보 발생확인 빛 조치 
o 충전관 후단 압력 저 

o Malfunction 1 : MFI-CV02 Run. 1이J% • o 재생열교환기 출구 고온도 및 유출 
-’ Charging line le삶‘ o 충전 및 유출관 격리 확인 

inside containment 
Charging line leak inside containment 

oCV내 Sump 수위 증가 확인 
열교환기 후단 저압력 

(CV Rad. 감지 기 고장올 통보) 
o 충전펌프 1대 또는 2대 정지 

o 가압기 수위변화 거의 없음 

KI 1, 2 , 3 , 5 

o 경보발생을 발전과장에게 보고 

* CV Radiation Monitor능 고장일훌 사전빼 0 원자로 트립에 따른 SPTA 및 DA 수행 

톨룰 o LOCA로 판단하고 EOP 절차 수행 
5) Malfunction n o 다음올 모두 수행하여 LOCA진단올 확인 

• LOCA 주입 
。 Malfunction n MFI-THOlA 20% => 5%, - SFSC 만족여 부 확인 

Run - 모든 증기발생기 방사능 분석 요청 

- 초기에 rate를 크게 준후 trip후 rate를 5% o 방사선비상계획서에 의한 방사선비상절차 수행 애 1, 2, 3, 5, 7, 8 , 9 ,10 

로유지 o 사고 발생시각 기록 

o 가압기 압력감소에 따른 SlAS 및 ClAS 확인 

oLOCA 파열부위 격리 

- 유출관 격리 
- 1차측 시료채취관 격리 
- 원자로 냉각재개스 배기관 격리 
안전감압 계통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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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순 셔 (LOCA) 시 혐 Leader 

• STEP 9 종료후 "Freeze ’ 
: N V recording을 정 지/ 재 개 

• STEP 16 종료후 "Freeze ’ 
: N V recording올 정지/ 재개 

운 전 원 행 위 

oLOCA가 격납용기 외부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보조건물내 고방사선 경보 확인 

- 보조건물내 배수조 수위 비정상적 증가(m뀐요) 

o 격납용기 압력이 1，421cmH2Û이상이면 확인한다 
CSAS 동적여부 

- CS펌프 출구유량이 15，200LPM이상인지 
RCP 밀봉유출 차단여부 
운전중인 RCP 모두정지여부. 

o HPSI 종결조건이 만족되면 가압기 수위률 15-70%로 
유지한다. 

- 충전 및 유출 유량제어 
- HPSI 유량조절 

o 주/보조급수계통에 의해 1대이상의 중기발생기 수위가 

광역 23.7-90%로 유지 또는 복구중인지 확인한 

다.~릎n띈w 

냉각율 제한치 무시하고 최대한 와르게 냉각요10 만일， 냉각재 상설 부위가 격리되지 않으면 다옴을 이용 
구 | 하 정지냉각 진입조건까지 또 50C쩌r 이내의 비율로 

냉각 
- 복수기가 운전가능할 때， 터빈우회 밸프 사용， 또는 
- 복수기가 운전 불가능할 때， 대기 텀프 밸브， 또는 
- 터빈 우회밸브 운전 불가능할 때， 주중기 대기 텀프 
밸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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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1， 2, 3, 5, 7, 8, 9, 10, 11, 12 



시 험 순 서 (LOCA) 시 험 Leader 운 전 훤 행 위 

o 충분한 과냉각도를 유지하면서 RCS 압 력을 

26kg(370Psia)까지 감압한다. 

- 가압기 쭈판 또는 보조살수， 또는 
충전 및 유출 유량 제어， 또는 
고압 안전유량제어 

oRCS 냉각시 온도 제한치 유지 

oRCP 재기동 펼요성 검토 

o 만일 RCP가 정지상태이연 자연순환 확인 

벼 고 

oRCS 냉각율 : 56"C쩌R 

o PZR : 111 "C /HR 
- PZR 82.3 kg/cnlA시 포화온도 

295.6 "C 

o 가압기압력이 21.2kglcmA(300Psia)보다 높게 제어 

연 저압 운전펌프 정지 

되 loRC~ 재기동 조건 
유로 ‘ T(TH -TÇ) < 전출력 T 
(31.7 C, 57 F) 

oRCS내에 기포 존재여부 확인 

o 재장전수 탱크 수위가 7.6%이하이연 다음확인 

- 재순환 신호 발생 
- 저압 안전주입 펌프 정지 
- 격납용기재순환 배수조 출구밸브 개방 
- RWT 출구 밸브 폐쇄 

o 냉각이 진행됩에 따라서 주중기 격리 신호 설정치를 

낮추거나， 신호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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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가 일정 또는 감소 
-CET 대표온도를 기준한 RCS 
과냉각도가 15 "C (27"F)이상 

- 고온관 RTD 온도와 CET 대표 
온도의 차이가 15"C (27 'F) 이 
내 

KI 1, 2, 3, 5, 7, 8, 9, 10 



시 험 순 서 (LOCA) 시 혐 Leader 운천휠 행위 111 고 

o 냉각이 진행됨에 따라 SIT 격리 

o Malfunction m MFI-뇨앵1& Run • oTc가 126.7t: (2600F)이하로 감소하면 LTOP 성비를 운 

IA comp. 01C Trip 전가능한 상태로 배열 

6) Malfunction m 
o 관련경보 확인 및 조치 

• 압축기 O1C 트립 주입 

o IA O1C Comp. Trouble 경보발생 

oIA 탱크 후단압력 감소 및 자동 기동 설정치에서 comp 
02C 자동기동 확인 

LOCA발생 후 2-3 시간이 지났다고 발전과장에 
oLOCA발생 후 2-3 시간이 지나면 다읍 

게 통보. 
절차수행 o 정지냉각진입조건 

- 고온관 저온관 동시 주입 -가압기 수위 ;;:>:25% 
- 증기발생기 열제거를 통해서 RCS 냉각 계속 -RCS SCM능 15 "C 

- 가압기 압력 드29KSC 

o 정지냉각 진입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본절차서를 종료하 - RCS Th~176 "C. 

• srEP 47 종료후 "Freeze ’ 고 계통-06(정지냉각계통) 운전 tSTEF 4키 
예 1, 2, 3, 5, 7, 8, 9, 10 

7) 시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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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인지활동평가지 (SGTR •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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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상사고 시나라오 
- 증기 발생 기 튜브파열 (SGTR) 

다음은 여러분이 수행한 “중기발챙기 튜브파열” 사고얘 대해 직무 수행과 관련된 언지활동을 

명가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주의 사항을 숙독하선 후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의 사항-

1. 별도로 채시된 “활동 설명표”를 숙독하고 질험진행자의 설명을 반드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명가방법얘 대한 진행자의 절명과 채시된 예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시된 절차는 여러분이 수행한 SGTR 사고에 대한 예상반용. 및 조치애 대하여 언급한 
것업니다. 반드시 점협 중 여러분이 수행하선 직무만음 고려하여 협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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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절차계 예상반웅 및 조치 계획 협조 및 조절 모니터 스캔 관찰 대화 벼교 명가 진단 실행 확인 유지 
증명 및 기록 

준벼 입증 

1 SGTR 친단확인 

2 방사선비상수행 

3 사고발생시각 기록 

4 SIAS/CIAS 동작확인 

5 SI유량>=최소유량확인 

6 
가압기 압력 =<121kg/cmι 

이면 RCP정지 

7 RCP운전상태 확인 

8 RCS 냉각 

9 RCS 감압 

10 
MSIS/SIAS 동작설정치 

낮춤/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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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차계 예상반용 및 조치 채획 준 협빛조벼 조절 모니터 스캘 환찰 대화 벼교 명가 진단 실행 확언 유지 중업및중명 기록 

11 사고S/G 판단 

12 사고S/G 격리 

13 
사고S/G압력=< 

85kg/cm2 유지 

14 사고S/G격리 확인 

15 HPSI 종결 

16 
HPSI 종결조건유지 불능 

시 HPSI 수행 

17 
가압기 압력 >=19kg/ 

cm2이 면 LPSI 종결 

18 
가압기압력< 19k9/cmG이 

면 ， LPSI 운전 

19 
사고 후 P-T 곡선 
제한치 이내 확인 

20 
건전한 S/G 수위 

23.5-90%(WR) 확인 

207 



단 절차계 협미::><조 증명 
예상반용 및 조치 계획 조절 모니터 A챈 관찰 대화 벼교 평가 진단 설행 확인 유지 다~ 기록 j 

준비 업중 

21 CST수위 확인 

22 방사선 감시 

23 τ tir r iιlI -J「- -:1「: r 닙，1 

24 가압기수위 유지 

RCS 냉각 
25 

(SDC 친입조건) 

26 붕소농도분석 

27 
사고유로의 정지된 RCP 

차단기 개방 

28 
격리된 S/G 수위 

67-90%(WR) 유지 

29 CVCS유출 재개 

30 RCS 만수위 아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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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절차계 예상반용 및 조치 채획 준 협및조버 조철 모니터 스캘 관찰 대화 벼교 명가 진단 실행 확인 유지 증업및중명 기록 

31 소외전원 복구 

32 단상자연순환 확인 

33 RCP 재 가동 조건 확인 

34 RCP 재 기동 

35 2차측 시료분석 

36 RCS 기포존재 확인 

37 RCS 기포제거 

38 격리된 S/G 냉각， 감압 

39 SIT 감압 후 격리 

40 LTOP 보호밸브 배열 

41 불필요한 EPAS 중지 

42 정지냉각계통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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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고 시냐랴오 

- 원자로 냉각재 상질 (LOCA) 

다음은 여러분이 수행한 “원자로 냉각채 상잘” 사고에 대해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인지활동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주의 사항을 숙독하선 후 평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의 사항-

1. 별도로 째시된 “활동 설명표’를 숙독하고 실험진행자의 설명을 반드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방법에 대한 진행자의 절명과 채시된 예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시된 절차는 예러분이 수행한 SGTR 사고에 대한 예상반용 및 조치얘 대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반드시 섬협 중 여러분이 수행하진 직무만음 고려하여 협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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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절차계 예장반용 및 조치 

LOCA 진단 재확인 

2 방사선비상수행 

3 사고발생시각 기록 

4 I SIAS/CIAS 동작확인 

5 I SI유량>=최소유량확인 

6 
|가압기 압력 =<121kg/cmz이 

면 RCP정지 

7 RCP운전상태 확인 

8 I LOCA 파열부위 격 리 

9 
| 격납용기 외부 LOCA 

확인 

협조 

계획 | 및 | 조철 | 모니터 | 스캔 | 환찰 | 대화 | 벼교 | 명가 | 진단 | 실행 | 확인 | 유지 
준비 

211 

증명 
및 | 기록 
업중 



절차 
단계 

예상반용 및 조치 

11 I 수소 감시기 운전 

12 I CIAS 통작확인 

13 I CSAS 동작확인 

15 가압기 수위유지 

16 IS/G 수위 23.5-90% 확인 

17 RCS 냉각 

18 가압기감압 

I MSIS동작 설정치 낮춤 
19 우회 

20 I 시고 후 P-T 곡선 제한치 
이내 확인 

협조 
계획 | 빛 l 조철 | 모니터 | 스첸 | 판찰 | 대화 | 비교 | 명가 | 진단 | 실행 ! 확인 | 유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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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명 
및 |기록 
업중 



절단차계 예상반용 및 조치 째획 
협및조 

조절 모니터 스캔 환찰 대화 벼교 명가 진단 실행 확인 유지 중업및중명 기록 
준111 

21 HPSI 종결 

22 
HPSI 종결조건 유지 

불능시 HPSI 수행 

23 
가압기 압력 >=21kg 

Icm2A이 면. LPSI종결 

24 
가압기압력<21kg 

!cm2A이면. LPSI 운전 

25 CVCS유출 재개 

26 CST수위 확인 

27 RCS 기포존재 확인 

28 RCS 기포제거 

29 소외전원복구 

30 단상자연순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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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단차계 예상반용 및 조쳐 계획 준 협띠""조벼 조절 모니터 스캔 관찰 대화 lJl 교 명가 진단 실행 확인 유져 증입띠증명 기록 

31 혼상자연순환 확인 

32 RCP 재기동 조건 확인 

33 RCP 재기동 

34 
격납용기 재순환 배수조 

수위확인 

35 RAS 동작 확인 

36 HPSI 펌프운전 상태확인 

37 CS 종결조건확인 

38 CS 종결 

39 SIT 감압 후 격리 

40 LTOP 보호밸브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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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철차계 예상반용 및 초치 채획 준 협및조버 조철 모니터 스캘 관활 대화 벼교 명가 진단 실행 확언 유지 증업및중명 기록 

41 
고/저온관 동시주입 조건 

확인(2-3Hr) 

42 고/저온관 동시주입 

43 수소 재결합기 운전 

44 방사선 준위감시 

45 수소퍼지 운전 

46 불필요한 EPAS 중지 

47 
정지냉각계통 운전， 또는 

장기노심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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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정선적 작업부하 평가지 (NASA T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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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적 요구량 

정신적 및 지각(知聲)적 활동이 (예를 들면. 생각함. 겸적음 내렴. 계산 

함. 기억해 냉. 주지학. 탑지 듀의 핵위)얼마나 많았는가? 

Low 50 High 

2. 신체적 요구량 

육체적인 활동이 (예를 틀면. 스위치를 누르거나. 당기거나. 툴리는 것과 

갇은 조작 행위) 얼마나 많았는가? 

Iρw 50 High 

3. 시간적 요구량 

수행해야 할 직무가 발생되는 비율이나 속도 때문에 얼만 시간적인 압박 

감을 느꼈는가?(시까에 쫓김) 

Low 50 High 

4. 수행도 

귀하에게 맡겨진 직무의 목표를 열마나 만족스럽게 달생하였는지. 또는 

목표 탈성을 위하 귀하의 직무수행에 얼마나 만족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그 정 

도를 아래에 표시하시오. 

Perfect 50 Fai1ure 

5. 노력 

부과된 직무에 대해 귀하가 써각하는 적절하 수준까지의 억무를 달섯하기 

위해 칙선적. 선체적으로 엄마나 염섬허 엄옴 해야 했는지를 판단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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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표시하십시오. 

ltl 

애
 

IL 

좌절감 6.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귀하는 얼마나 많이 불확선. 낙섬. 짜즉. 쥬암감. 조 

오른쪽) 아니면 그 반대로 확신， 만족， 느긋 바섬. 붐안 등을 느꼈는가?표의 

표시하십시 아래에 를
 

도
 

정
 

二l판단하여 왼쪽)를 느꼈는지(표의 함， 흡족함을 

따
 
뼈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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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상황인식 (Situation Awareness) 평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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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의 유동성) 

상황이 유동적이었습니까? 즉， 상황이 극히 불안정하여 급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까(높음)， 아니면 안정적이고 단순하였습니까(낮음)? 

낮읍 높융 ---m 

2. (상황의 복잡성)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였습니까? 즉 발전소 상태나 특성， 동적 변수들에 

의해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까(높음) 아니면 단순하였습니까(낮음)? 

높읍 
----m 

3. (변수의 변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대부분 변수 값들이 심하게 변동하였습니까(높음)，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였습니까(낮음)? 

높용 
----m 

4. (준비태째) 

상황이 전개되면서 얼마나 예민해 지셨습니까? 바짝 긴장하여 필요한 조 

치를 신속히 취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높음)， 아니면 시간이 흐르 

면서 긴장이 풀리고 이완되었습니까(낮음)? 

높읍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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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집중력) 

상황 전개에 얼마나 집중하였습니까? 전심전력을 다해 집중하셨습니까 

(높음)， 아니 면 딴 생 각도 났습니 까7 (낮음)7 

냥
 

N 낮음 l| 

m 

6. (주의력의 분할) 

상황 전개에서 나타난 여러 상황에 대해 동시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까 

(높음)， 아니변 오직 한 상황에만 집중해야 했습니까(낮음)7 

높음 낮음 
----m 

7. (정선적 여유) 

상황 전개에 따라 얼마나 정신적 여유가 있었습니까? 필요한 변수 모두 

를 살펴볼 여유가 있었습니까(높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낮음)7 

낮옴 높음 

n 
U 

{ 

-’ 
i 

8. (정보의 양) 

Simulator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 항목을 충분히 제공하였습니까(높음)， 아 

니면 추가해야할 항목이 많았습니까(낮음)7 

낮음 -----5 높음 

n 
U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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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의 절) 

Simulator가 제공한 정보는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적절하였습니까 

(높음)， 아니면 양만 많고 내용은 부실하였습니까(낮음)? 

낮읍 높음 
---m 

10. (상황의 친숙함) 

귀하는 이 상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 

요한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높음)，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전혀 새 

로운 상황입니까(낮음)? 

높읍 낮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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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제어절벼 사용성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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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TR 시나라오 운전 
제어설버 사용성 평가지 

본 평가의 목적은 비상사고 시나리오 운전에 따른 시물레이터 설계요 

소의 사용 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율레이터 설 

계요소는 다음과 같이 5개 부분으로 분류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 LDP: 대형정보패널 

. Al하rn: 경보 시스랩 

. Workstation Display: 워크스테이션 화면시스템 

. Soft Control: 소프트제 어 기 

. CPS: 전자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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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금 전 여러분이 수행하선 “튜브파열의 확언 및 격리(벼상절차 

단계 1-14)"에 대한 조치사항업니다. 

절단차계 
Work- Soft 예상반웅 및 조치 LDP Alarm station Control CPS 
Display 

1 SGTR 진단확인 

2 방사선비상수행 

3 사고발생시각 기록 

4 SIAS/C1AS 동작확인 

5 
S1유량>=최소유량확 

인 

6 
가압기 압력 =<121kg/c 

m2이면 RCP정지 

7 RCP운전상태 확인 

8 RCS 앵각 

9 RCS 감압 

10 
MS1S/SIAS 

동작설정치 낮춤/우회 

11 사고S/G 판단 

12 사고S/G 격리 

13 
사고S/G압력=< 

85kg/cm2 유지 

14 사고S/G격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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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절차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은 조금 전 여러분이 수행하신 “51 종컬조건 확인 
(벼상절차 단계 15-24)"에 대한 조치사항업나다. 

Work- Soft 예상반용 및 조치 LDP Alarm station 
Display Control 

HPSI 종결 

HPSI 종결조건유지 

불능 시 HPSI 수행 

가압기 압력 >=19kg/ 

cm2이면 LPSI 종결 

가압기 압력 < 19k9/cm4이 

면 • LPSI 운전 

사고 후 P-T 곡선 

제한치 이내 확인 

건전한 S/G 수위 

23.5-90% (WR) 확인 

CST수위 확인 

방사선 감시 

붕산수주입 

가압기수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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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금 전 여 러 분이 수행 하선 “Plant Cooling을 위 한 RCS 

냉각(벼상절차 단계 25-42)"에 대한 조치사항업니다. 

절단차계 
Work- Soft 예상반웅 및 조치 LDP Alarm station CPS 
Display Control 

25 
RCS 냉각 

(SDC 진입조건) 

26 붕소농도분석 

27 
사고유로의 정 지 된 RCP 

차단기 개방 

28 
격리된 S/G 수위 

67-90%(WR) 유지 

29 CVCS유출 재개 

30 RCS 만수위 아님 확인 

31 소외전원 복구 

32 단상자연순환 확인 

33 RCP 재 가동 조건 확인 

34 RCP 재 기동 

35 2차측 시료분석 

36 RCS 기포존재 확인 

37 RCS 기포제거 

38 격리된 S/G 냉각， 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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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차계 
Work- Soft 예상반응 및 조치 LDP Alarm station CPS 
Display Control 

39 SIT 감압 후 격리 

40 LTOP 보호밸브 배열 

41 불필요한 EPAS 중지 

42 정지냉각계통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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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 시나라오 운전 
제어절비 사용성 평가지 

본 평가의 목적은 비상사고 시나리오 운전에 따른 시율레이터 설계요 

소의 사용 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율레이터 설 

계요소는 다음과 같이 5개 부분으로 분류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 LDP: 대형정보패널 

. Al없m: 경보 시스템 

. Workstation Display: 워크스테이션 화면시스템 

. Soft Control: 소프트제 어 기 

. CPS: 전자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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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금 전 여러분이 수행하신 “발전소상태 확언 및 파열위치 

확언(벼상절차 단계 1-9)"에 대한 조치사항업니다. 

절단차계 
Work- Soft 예상반웅 및 조치 LDP Alarm station Control CPS 
Display 

1 LOCA 진단 재확인 

2 방사선비상수행 

3 사고발생시각 기록 

4 SIAS/CIAS 동작확인 

5 SI유량>=최 소유량확인 

6 
가압기 압 력 =<121kg!cmz 

이면 RCP정지 

7 RCP운전상태 확인 

8 LOCA 파열부위 격리 

9 
격납용기 외부 LOCA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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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금 전 여러분이 수행하선 “수소 감시기 운전 및 Plant 

안정화(벼상절차 단계 11-13, 15-16)"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절차 Work- Soft 예상반웅 및 조치 LDP Alarm station CPS 단계 Display Control 

11 수소 감시기 운전 

12 CIAS 동작확인 

13 CSAS 동작확인 

15 가압기 수위유지 

16 
S/G 수위 23.5-9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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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절차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은 조금 전 여러분이 수행하신 “RCS 냉각 및 감압 
(벼상절차 단계 17-47)"에 대한 조치사항업니다. 

Workstat Soft 예상반웅 및 조치 LDP Alann lon 
Display Control 

RCS 냉각 

가압기감압 

MSIS동작 설정 치 낮춤 

우회 

시고 후 P-T 곡선 

제한치 이내 확인 

HPSI 종결 

HPSI 종결조건 유지 

불능시 HPSI 수행 

가압기 압력 >=21kg 

!cm2A이 면， LPSI종결 
가압기압력 <21kg 

!cm2A이면， LPSI 운전 

CVCS유출 재개 

CST수위 확인 

RCS 기포폰재 확인 

RCS 기포제거 

소외전원복구 

단상자연순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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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차계 
Work- Soft 예상반웅 및 조치 LDP Alarm station Control CPS 
Display 

31 혼상자연순환 확인 

32 RCP 재기동 조건 확인 

33 RCP 재기동 

34 
격납용기 재순환 배수조 

수위확인 

35 RAS 동작 확인 

36 
HPSI 펌프운전 
상태확인 

37 CS 종결조건확인 

38 CS 종결 

39 SIT 감압 후 격리 

40 LTOP 보호밸브 배열 

41 
고/저온관 동시주입 

조건 확인 (2-3Hr) 

42 고/저온관 동시주입 

43 수소 재결합기 운전 

44 방사선 준위감시 

45 수소퍼지 운전 

46 불필요한 EPAS 중지 

47 
정지냉각계통 운전， 
또는 장기노심냉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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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섬층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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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NGR MMI로 비상운전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데 부담(심리적， 인지적， 시 

간적 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2. 비상운전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된 시스템 (LDP, Soft control, 

CRT, Alann System, CPS)이 있습니까? 있다면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하십 

시오. 

3. CRT상에 많은 정보(심벌 동 포함)가 나타나는 데 너무 복잡하지는 않습 

니까? 복잡하다면 새로운 CRT를 추가하여 정보를 나누어 표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습니까? 

4. LDP, Soft control, CRT, Alann System, CPS에 나타난 정보가 쉽게 이 

해됩니까? 혹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보를 본 적은 없었습니까? 

5. LDP, Soft control, CRT, Alann System, CPS에 표시되는 정보가 정확하 

다고 확신합니까? 혹시 잘못된 값이 표시된 적은 없습니까? 

6. KNGR MMI는 비정상상태， 비상상태， 정상상태 중 어떤 상태를 처리하는 

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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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NGR MMI가 갖고 있는 현재의 설계 상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KNGR MMI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자신이 없다변 이유는 무엇입니까? 

8. KNGR MMI로 “실제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9. “실제 비상상황”시 KNGR MMI가 가동중 원전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인적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종류는? 

10. KNGR MMI와 가동중 원전 중 어느 쪽이 더 쉽게 비상운전을 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까?단 설계 상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는 가정 하 

에) 

11. KNGR MMI와 가동중 원전 중 어느 쪽이 더 team play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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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NGR MMI와 가동 중 원전 중 어느 쪽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부담이 

적습니까? 

13. KNGR MMI를 운전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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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시나라오종료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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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라오 모의질혐의 현질성) 

귀하께서 수행하신 비상사고 시나리오 모의실험 구현이 얼마나 현실적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예우 

현셜척이지 

0 5 

웹
 
꽤l
 m 

2. (시나리오 난이도) 

귀하께서 수행하신 비상사고 시나리오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라 생각하십니까? 

챔
 빼
 總}O 

예우 

어려웠다 

5 

’{| 

m 

3. (직무 수행 난이도) 

귀하께서는 본 시나리오의 운전동안 직무수행이 어느 정도 힘들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견혀 
예우 

힘
 빼l o 

혐뜰었다 

5 

|1 
m 

4. (기폰 경험과의 벼교) 

귀하께서 수행하신 비상사고 시나리오의 난이도가 기존에 다른 교육 및 

훈련에서 수행하셨던 시나리오 비해 어느 정도 어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혀 
매우 

어려웠다 빼
 빼}
 

O 
5 

l{| 

m 

5. (시율혜이터 운전정지의 영향) 

시나리오 운전 중 실시된 시율레이터 정지가 여러분의 전반적인 직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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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perfonnance)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혀 대단허 

영향올 

미쳤다 

0 5 10 

6. (시율래이터 설계요소의 효용성) 

시율레이터의 설계요소들(LDP， Alann, Soft Control, Workstation 

Display, CPS 둥)은 본 비상사고 운전 수행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 생각하십 

니까? 

전혀 메우 

효과객이지 효파객 

않다 이다 

0 5 10 

7. (대형정보때널(LDP) 효용성) 

본 시나리오 운전 중 대형정보패널(L따ge Display Panel: LDP)은 여러분 

의 직무 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융이 

안되었다 

빡
 웹
 빼l 

0 5 10 

8. (경보시스탬 효용성) 

본 시나리오 운전 중 경보시스템 (Alann System)은 여러분의 직무 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0 5 10 

9. (워크스테이션 화면시스탬 효용성) 

본 시냐리오 운전 중 워크스테이션 화면시스랩 (Workstation Display: WS 

Display)은 여러분의 직무 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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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짧
 鋼lo 

5 

맴
 댐
 빼l m 

10. (소프트채 어 기 효용생 ) 

본 시나리오 운전 중 소프트제어기 (Soft Control: SC)는 여러분의 직무 수 

행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융이 

안되었다 

。 5 

예우 

도움이 

많었다 

11. (전산화절차서 효용성 ) 

본 시나리오 운전 중 전산화 절차서 (Computer Procedure System: CPS) 

는 여러분의 직무 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예우 

도용야 

안되었다 

。 5 

도융이 

많었다 

12. (기타) 

본 시나리오 운전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하시고자 하는 의견이 있 

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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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잘험종료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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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율해이터 교육의 충분성) 

본 실험 전 실시하였던 시율레이터에 대한 전반작인 교육들이 여러분께서 

실제 비상사고 시나리오를 운전하는 데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션혀 뺨
 옆
 빼l
 

웹
 總l
0 5 10 

2. (시율래이터 교육의 충분성) 

귀하께서는 본 시물레이터를 어려움 없이 사용， 운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 

3. (시율혜이터 교육의 충분성) 

만약 2번 항목에서 응답하신 기간동안 훈련을 받으선다면， 본 실험에서 

수행하셨던 시나리오 운전관련 직무 수행도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빼
 
햄
 밝l
 

0 5 10 

4. (KNGR 시스댐 만족도) 
실험을 통하여 KNGR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본 시스템은 

매우 예우 

훌만족 만촉 

스렵다 스렵다 

0 5 10 

5. (KNGR 시스햄 효율성) 
실험을 통하여 KNGR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본 시스템은 운전원의 

직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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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견혀 

효과객이지 

않다 

6. (KNGR 시스댐 성능) 
실험을 통하여 KNGR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본 시스템은 성능이 

션혀 
메우 

우수하지 

않다 
우수하다 

0 5 

---m 

7. (KNGR 시스댐 운전 용이성) 
실험을 통하여 KNGR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본 시스템은 

L 

이
 
다
 

ur 

천
 
렵
 

I 

훈
 
어
 

0 5 

맴
 뺀
 
햄l
 m 

8. (KNGR 시스댐 이혜성) 
실험을 통하여 KNGR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본 시스템은 

예우 예우 

이빼가 이혜가 

어렵다 협다 

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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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차세대 정보시스템 설계지침 

(NUREG/CR-6633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Design: Technica1 Basis and Human 

Factors Review Guidance에 서 발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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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계통 절계공정을 위한 검토 지침 

정보계통을 위한 설계공정 검토에 대한 지침은 중요한 문헌에서 도출된 

설계공정 고려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하였다. 이 지침은 설계검토 에 

인적 수행도 현안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자 개발하였다. 이 검토 지 

침은 NUREG-0700의 NRC 일반 설계 공정지침과 일치하는 양식을 따랐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운전경험 검토 

기능분석 

직무분석 

인간 계통 연계 설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9.1 운전 경험 검토 

(1)첨단 정보계통에 대한 기존의 운전경험을 통해 시스템 설계에 활용해야 

하며 통일한 설계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2 기능 및 직무 분석 

(1)정보 요구사항이 정의되는 기능 분석 및 직무 분석 기준은 분명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2)첨단 그래픽 표시에서 수립된 정보 요구사항은 운전원의 인지적 직무 

(예， 상황 평가， 감시 및 감지， 응답계획 수립 및 웅답 이행)에 기초하여 

야 한다. 

(3)정보 요구사항의 분석은 제어에 있어 개별 요원의 상이한 요구를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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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1)표시에 대한 물리적 형태와 발전소 상태와 관련한 의미간의 관계를 정 

의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이용되어야 한다. 

(2)표현된 정보와 화면 페이지의 체계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운전원의 

직무 고려를 근거로 해야 한다. 화면 페이지는 운전원이 추가 페이지를 

회수하는 데 펼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표시되고 해석될 수 있 

도록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하나 이상의 화면양식이 여러 화면 페이지에 사용될 때， 서로 다른 양식 

에 대한 운전원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 

다. 

(4)한 화면 페이지에서 정보의 밀도는 중요한 정보가 쉽게 인식되고， 필요 

로 하는 정보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5)표시 네트워크내에서 화면 페이지의 체계는 운전원에게 쉽게 드러나야 

한다. 

(6)그래픽 표시에서 계장 고장의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고장에 대한 가 

능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평가되어야 한다 : 

운전원들이 계기의 고장을 감지할 수 있는가? 

계기의 고장을 운전원들이 실제 공정의 고장으로 해석되는 표현으로 이 

해될 수 있는가? 아마도 더 중요한 점은 실제 공정의 고장이 계기의 

고장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가? 

만약 운전원들이 고장을 감지한다면 운전원들이 표시 사용을 보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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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표시는 여러 변수들을 하나의 표시에 종합한 것이므로 운전에서 표 

시 상실의 효과는 무엇이며， 운전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체화 

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7)네트워크 내에서 화면 접근은 운전원의 직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면 페이지 회수를 보장하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8)새로운 그래픽 표현과 종래의 HSI (다른 표시기， 제어실내 다른 HSIs 

및 조명 수준과 같은 환경적 고려사항)과의 결합으로 인한 원치 않는 영 

향이 평가되고 최소화되어야 한다. 

(9)정보계통 설계의 다음 양상이 신중하게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VDU 개수 - 표시 공간이 운전원이 광범위한 인터페이스 관리를 수 

행하지 않고도 필요한 중요 정보를 활용하는데 충분한가를 확신하여 

야 한다. 

인터페이스 관리 기능 HSI 특정이 사용이 용이하고 명백한 인터페 

이스 관리 지원을 확신하여야 한다. 

HSI 유연성 및 표시 특징과 기능 - 계통의 유연성이 운전원에게 부 

당하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해와 오류의 기회를 증가시키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10)발전소 수정(계장이나 계통의 변화와 같은)이 표시에 조화되어 발전소 

상황에 대웅하는데 불일치를 초래하지 않고， 기술적 부정확성 및 아마도 

유효하지 않은 표시가 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 

다. 

(11)만약 표시 형식이 일반적 발전소 설계로 개발되거나 기성품으로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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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된다면， 표시 특성에의 발전소 고유한 입력은 표시가 정확하게 표시 형 

식과 표현하고자 의도된 발전소의 특정한 변화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9.4 훈련 프로그램 개발 

(1)운전원이 정보계통을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펼요한 지식， 기술 및 능력 

(KSAs)이 명시되어야 한다. 

(2)운전원들은 표시 형식과 발전소 상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훈련되 

어야 한다. 

(3)사용자들은 표시 간의 정 보순항， 화면상(on-screen) 특징 의 조작， 그리 

고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특성 및 특정을 포함한 정보계통의 인터 

페이스 관리 특정의 사용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4)사용자들은 그래픽 표시를 제어실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친숙하지 않은 

그래픽 표시에 대해 충분히 훈련을 받아서， 운전원이 정확하게 그래픽의 

의미를 평가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10. 정보계통 인간공학 설계에 대한 검토 지침 

지침은 5절에서 검토된 문제점과 기본 자료들로부터 개발해 왔다. 

그것들은 NUREG-0700에서 채택한 표준양식으로 구축하였다. 지침은 다음 

같은 절 (section)로 구성 하였다. 

일반 표시 지침 

표시 양식 

종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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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양식 

10.1 일반 표시 지침 

(1) 일 치 한 표현 표시 (correspondence mapping) 

표현될 계통의 특성 및 기능과 표시 표현의 특징 사이에 명백한 

mapping이 있어야 한다. 즉， 표현된 표시 형태의 외형 변화는 표현하는 

발전소 상태와 일대일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변화는 표시의 물리적 

형태 및 그 의미를 표현된 발전소상태와 연결지어 주는 명백한 규칙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2)추상화 수준Oevels of abstraction) 

표시는 운전원의 목표 및 직무 목표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추상화 수준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일관된 표현표시 (coherence mapping) 

공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표시의 특성 및 특정은 운전원이 쉽게 인식하 

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4)상위 수준 정 보의 이 해성 

상위 수준의 정보 및 그래픽 요소를 생성하기 위하여 하위 수준의 자료 

분석되는 방법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상위 수준 정보의 사용자 확인 

운전원들은 공정 파라미터와 그래픽 특징을 연결시키는 규칙이나 계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정보계통이 어떻게 상위 수준 정보를 생성 

하는지 설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강조 수준(s머ienc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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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특징의 돌출(salience)은 정보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7)목표상태를 위한 표시 

정보계통은 현재의 특정 목표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공은 물론 전체적인 

상황인식(즉， 항상 운전원의 모든 목표에 대한 상태의 개관)을 제공해야 

한다. 

(8)예측상태 표시 

정보계통은 계통이 발전소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계통의 예측 상태를 제 

시하여 운전원의 능력을 지원해야 한다. 

(9)주의 (attention) 이 동을 최 소화 

운전원이 직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가능하다면 그룹화 되고 연 

관성이 있어야 한다. 

(10)분석적 다중성 

분석적 다중성은 표시된 값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 

다. 

(11)인식 실패 

정보계통의 고장(센서， 계기 및 구성품의 고장에 기인된)은 발전소 

상황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표시변화로 명확 

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12)관련 정보에 정보순항 연결 

상위 수준 및 하위 수준 정보간의 순항 연결과 참조 및 보조 정보에 순 

항연결은 운전원의 직무에 필요할 때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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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표시 양식 

10.2.1 종합양식 

(1)종합 표시에 대한 적합한 사용 

통합 양식은 사용자들이 표시를 해석하기 위하여 개별 파라미터 정보 

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상위 수준의 일목에 파악되는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목표화면을 위한 참조 

객체 (object)의 특성에 있어 비정상 상태를 운전원이 인식하기 쉽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식상의 독특한 참조 수단(reference aid) 이 객체 표 

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10.2.2 구성 적 표시 양식 (configural display fonnats) 

(1)구성적 표시에 대한 적합한 사용 

구성 양식은 운전원들이 상위 수준의 기능 정보와 특정한 파라미터 값 

사이에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2)돌출 형 태 (emergent features)의 표현 

표시 요소는 공정이나 계통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된 돌출형태가 공정 

이나 계통의 의미 있는 정보에 대응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 

면， 두드러진 내용에 의해 표현된 계통의 양상이 방해받을 때 방해 상태 

이 두드러진 특징에서 가시화(visible)되어야 한다. 

(3)돌출 형태의 수준 

표시내의 돌출형태나 패턴은 공정의 계층 구조를 반영하도록 구성 

되어야(즉， 전체에서 부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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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돌출 형 태 의 두드러 진 표시 (salience) 

각 두드러진 특정은 다른 두드러진 특정과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고， 개별 파라미터의 정보와 구별되어야 한다. 

(5)구성 적 표시 의 참조수단 

인식적으로 독특한 참조 수단이 운전원이 두드러진 특징에서 비정상을 

인식하는 것을 지원하는 구성 표시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6)개별 파라미터의 표현 

각각의 관련된 공정 파라미터는 표시내에서 인식적으로 독특한 요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7)하위 수준 정 보의 사용 

표시는 하위 수준의 정보를 요구하는 직무를 실행하는 사용자를 지원해 

야한다. 

(8)복잡성 

두드러진 특징 및 그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여 잘못 해석하는 여지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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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소프트 제어기 절계지침 

(NUREG/CR-6635 Soft Controls: technical 
Basis and Human Factors Review Guidance에 서 

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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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프트 제어기 인간공학 셜계 검토 지침 

9.1 얼반 특성 

(1)변경된 설비에도 동일한 인간공학 원칙 준수 

소프트 제어기의 표현과 사용에 있어 융통성을 제공하는 변경된 설계에 

도 일관된 인간공학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2)인간공학 원칙의 차이점에 대한 운전원 피드백 

만약 변경된 설계내용이 인간공학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는 소프트 제어기 

구성이 되고 오류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면 HSI는 운전원에게 이 조건 

에 대해 경고의 피드백 및 오류를 방지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소프트 제어기 사용의 조화 

만약 소프트 제어기가 HSl t.H 하나 이상의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 

보호 수단으로 여러 운전원 간에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4)방호복을 갖춘 운전 

소프트 제어기는 운전원이 착용할 수도 있는 방호복을 업은 상태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2 표시 장치 

(1)적합한 화면 공간 

적합한 표시공간이 제공되어 단기적 감시 및 제어 직무가 장기적 직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9.3 업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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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작력 

조작력 (activation force) 이 입력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피드백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2)접촉면 연계에 대한 스위치 논리 

접촉면은 스위치를 누르고 놓는 시점 즉 손가락이 터치스크린의 접촉면 

을 떠나는 순간이나 마우스에서 버튼이 놓이는 순간에 작동되어야 한다. 

(3)화면이 작동되지 않으면 조작불능 

만약 표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전원이 소프트 제어기를 활성화시 

킬 수 없어야 한다. 

9.4 표시 설계 

9 .4.1 얼반 사항 

(1)제어 계통 구성품간에 표현 관계 

소프트 제어기의 표시능력은 운전원이 제어계통의 개별 구성품의 상태 

및 다른 구성품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선 택사항의 명 료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운전원들이 맥락(context) ， 시각적으로 명확한 형태 

및 분리 (separation)와 같은 특성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4.2 표시가 선택 

(1)선택한 표시기의 시각적 명료화 

구성품 및 변수를 선택하는데 사용되는 표시는 정확한 표시의 선택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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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택된 구성요소의 시각적 명료화 

선택 화면내의 구성요소 및 변수의 표현은 정확한 선택을 지원할 수 있 

도록 시각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3)다수-루프 제어장치의 루프 식별표시 

다수 루프 제어장치들의 루프는 잘못된 루프의 선택이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9 .4.3 업력 영역 

(1)선택 표시기에 입력영역을 일치 

제어입력을 제공하기 위해 입력 영역을 찾아보는 운전원은 어느 발전소 

구성품이나 변수가 제어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2)입력영역의 명판 

입력 영역은 대웅되는 구성품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표식이 붙어야 한다. 

(3)정보 표시기와 소프트 제어기들의 협조 

운전원이 취한 제어조치가 발전소 계통 및 공정에 의도된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 영역으로부터 화면이 쉽게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 

9.4.4 업력 양식 

(1)이산 조정 인터페이스의 적절한 사용 

이산 조정 인터페이스(discrete-adjustment interfaces)가 개별 설정이나 

값 중에서 선돼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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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산 조정 인터페이스의 선택사양 표식 

이산 입력 양식에서 선택사양은 명확하게 표식되어야 한다. 

(3)다수 설정과 더불어 이산 조정 인터페이스의 피드백 

이산 조정 인터페이스는 어떤 설정이 선택되었는지 지시해야 한다. 

(4)연속운전과 더불어 이산 조정 인터페이스 피드백 

만약 이산 조정 인터페이스가 연속 운전을 하는 경우， 현재 상태에 대한 

연속적인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5)연속 조정 인터페이스의 적절한 사용 

연속 조정 인터페이스kontinuous←adjustment interfaces)는 연속체를 따 

라 정확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많은 이산 설정이 존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6)소프트 슬라이드의 적절한 사용 

소프트 슬라이드는 허용값 범위 내에서 비율 값이 표시될 필요가 있는 

입력장치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7)소프트 슬라이드에 범위 값 지시 

범위에 대한 수치 값은 수평 슬라이드의 경우 왼쪽에 낮은 값， 오른쪽에 

높은 값이 지시되고， 수직 슬라이드의 경우 아래가 낮은 값， 위가 높은 

값이 지시되어야 한다. 

(8)소프트 슬라이드에 디지털 값 표시 

소프트 슬라이드가 설정되는 수치 값은 소프트 슬라이드의 디지트 

(digits)에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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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프트 슬라이드의 차원 

소프트 슬라이드의 물리적 차원은 운전원이 현재 및 목표 위치를 읽고， 

요구되는 정밀도， 정확도 및 반웅시간 내에 슬라이드를 위치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0)소프트 슬라이드에 주요 범위 표시 

소프트슬라이드에 의해 표시되는 값 범위의 일부가 중요한(criticaD 정보 

(예， 경보 한계치)를 표시할 때， 그 값은 인식을 용이하게 코드화 되어야 

한다. 

(11)화살형 버튼의 적절한 사용 

변수가 이 전 값으로부터 증가/감소시 키 는 것 이 바람직 할 때 화살버 튼의 

집합이 입력 장치로 고려되어야 한다. 

(12)화살형 버튼에 대한 현재 값 표시 

화살버튼은 제어되는 변수의 현재 값을 지시하는 표시를 가져야 한다. 

(13)화살형 버튼을 통한 일정한 변경 

화살버튼의 누름(each press)은 현재의 값을 균일하게 변경시켜야 한다. 

(14)화살형 버튼 작동에 대한 피드백 

화살형 버튼은 작동될 때 현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15)화살형 버튼에 대한 명확한 운전 

화살버튼의 동작이 분명하지 않을 때 표식 및 다른 코딩이 사용되어야 

한다. 

(16)연속 변수 입력에 대한 참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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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조값이 제공되어 운전원이 변수값 입력을 넣을 때 값의 적절성을 판단 

을 도와주어야 한다. 

9.5 상호작용 방법 

9.5.1 일반 사항 

(1)소프트 제어기 모드를 최소화 

소프트 제어기에서 모드의 과도한 사용은 피해야 한다. 

(2)소프트 제어기 모드의 명확한 지시 

여러 모드가 존재할 때， 독특하게 표시되어 운전원이 현재의 모드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모드간에 명령어 통일 

한 모드에서 긍정적 조치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다른 모드에서 심각한 부 

정적 결과로 표현되어 운전원이 다른 조치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4)특수한 명령어 

중요한 결과를 지닌 조치와 연관된 특수한 명령어는 동일하거나 다른 모 

드에서 사용되는 명령과 쉽게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판별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는 인터페이스 관리 조치와 공정 제어 조치를 

분명하게 판별하게 해야 한다. 

(6)의도되지 않은 작동 가능성 감소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지닐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수행을 위해 의도된 조치를 필요하게 하여 의도되지 않은 작동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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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실행전 선택된 조치의 피드백 

HSI는 선택된 조치를 지시하는 피드백을 운전원에게 제공하고， 수행되기 

전에 취소하는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 

(8)오류 완화 접근법의 활용 

오류 완화 접근법이 오류 허용을 만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 

며， 오류 방지 및 시스템이 지원하는 오류 탐지와 같은 다른 수단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9)작업취소 기능 

만약 작업취소 기능이 제공된다면 일관되게 가용해야 한다. 

9.5.2 순차적 조치 

(1)순차적 조치 의 상태 지 시 

컴퓨터 기반 HSIs는 공정의 순차적 조치의 상태를 운전원이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유사한 조치의 분기점에 주의집중 

HSI 설계는 공통되는 다수 단계를 지니는 운영 결과가 서로 분기되는 

지점에 운전원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HSI는 운전원이 현재의 조작 

순서를 중지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3)조치순서의 운전원 중지 

HSI는 운전원이 현재의 조치 순서를 중지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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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단된 순서 의 상기 

HSI는 다른 나머지 부분을 제공하여 중지되거나 연장된 직무에 대한 인 

식을 유지하거나 상기하도록 운전원을 지원해야 한다. 

(5)중단된 순서 의 회 복 

운전원이 일시적으로 연장된 제어-조치 순서를 재개하는데 최소 수의 조 

치가 요구되어야 한다. 

9.5.3 확언 및 확증 단계 

(1)확인단계에 대한 분리 조치 

확인 단계는 입력 조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2)목표의 확인 

확증 단계는 조치 자체가 아닌 조치의 목표에 운전원의 주의를 집중시켜 

야 한다. 

9.5.4 인터록， 폐쇄， 참금 

(1)인터록， 폐쇄， 잠금의 사용 

인터록， 폐쇄， 잠금은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원의 조치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2)인터록， 폐쇄， 잠금의 운전원 무시 

인터록， 폐쇄， 잠금은 분명한 안전상의 이유가 없다면 운전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3)인터록， 폐쇄， 잠금의 가시도 

인터록， 폐쇄， 잠금의 설계는 어떤 조치가 막혀졌고， 어떤 조건이 막힌 것 

을 활성화시켰는지 지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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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록， 폐쇄， 잠금 작동의 자동기록 

인터록， 폐쇄， 잠금의 작동은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5)금지 된 조치 의 자동 작동 금지 

인터록， 폐쇄， 잠금으로 인해 과거에 금지된 조치가 초기화되지 않아야 

한다. 

9.5.5 오류 탐지 및 수정 

(1)경고 메시지 내용 

경고 메시지는 조치 자체가 아닌 조치의 목표에 운전원 주의를 집중시켜 

야한다. 

(2)인터페이스에 대한 자동， 자가 수정 기능 

자동 및 자가 수정기능은 인터페이스 관리 조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3)자가 수정기능을 위한 작업취소 능력 

자동 및 자가 수정 기능은 작업취소 기능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되 

어야 한다. 작업취소 기능으로 인해 시스템의 의한 부적합한 변경내용 

이 되돌려질 수 있게 된다. 

(4)검사 활용 및 단계 이동 

만약 입력이 복잡하거나 부정확한 입력이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검사 및 이동 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9.5.6 발전소 변수 또는 구성품의 션택 

(1)발전소 변수와 구성품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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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발전소 변수와 구성요소 

를 식별하는데 지원해야 한다. 

(2)선택을 위한 단순한 입력조치 

단일 입력 조치를 사용하여 운전원이 화면에서 구성요소나 변수를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3)발전소 변수를 선택하는데 조치 순서 오류를 최소화 

만약 조치의 순서가 구성요소나 변수의 선택을 요구하면， HSI는 순서가 

잘못된 조치 순서 오류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정보겸색 횟수를 최소화 

제어기 그룹이 함께 사용될 때 제어기 그룹의 정보검색은 최소 수의 조 

치를 요구해야 한다. 

9.5.7 제어 업력 

(1)다수 변수 제어기들의 자동 리셋(Reset) 

만약 입력 장치가 하나 이상의 변수를 제어한다면， 하나의 제어 조치를 

실행하기 이전에 새로운 변수 값이 일치하는 장치를 운전원이 리셋하지 

않아야 한다. 

(2)수치 값 입력 

HSI는 입력한 수치 값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운전원을 지원하도록 피드 

백을 제공해야 한다. 

9.5.8 저장된 자료의 취급 

(1)복구 불가능한 조치사용의 최소화 

HSI 설계는 저장된 자료의 취급에 있어서 복구 불가능한 조치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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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해야 한다. 

(2)저장정보 파괴로 인한 운전의 실행연기 

저장 정보를 파괴하는 복구 불가한 운전은 연기되어 즉각 시행되지 않고 

실행을 위해 분리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9.5.9 계통의 반웅 

(1)피드백 작동 

소프트 제어기는 활성화 후에 동작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 

다. 

(2)자동모드 변경의 운전원 통지 

자동으로 모드를 바꾸는 계통은 운전원에게 현재 모드를 인식하도록 피 

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3)지연된 계통웅답 

부정확인 입력에 민감한 시스템은 이들 업력이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비율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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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경보시스템 절계지침 

(NUREG/CR-6684 Advanced Alarm System: 
Revision of Guidance and Its Technica1 

Basis에서 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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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보 

4.1 얼반적 지침 

4.1.1 정보계통의 기능적 기준 

경보계통은: 

운전원에게 계통이나 공정처리과정에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 

어야 하며， 

운전원에게 편차의 우선 순위와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며， 

운전원에게 편차가 있을 경우 맨 처음 취해야 할 대응방법을 알려주 

어야 하며， 

운전원이 편차를 수정했는 지 여부를 때 맞춰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4.1.2 정보에 대한 운전원 확인 

운전원은 경보의 사실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1.3 경보계통 개선 기능 

기존의 제어실에 설치된 경보계통 개선과 신경보 계통은 재래식 계통이 

지원해주었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외에도 SAR과 다른 다양 

한 기능적 범주에 맞는 기능적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주어야 한다(절 4.2에 제 

시되어 있음). 

4.1.4 주요 HSI의 얼치성 

HSI 경보계통은 표시장치와 제어실의 제어에 맞는 HSIs를 위해 사용되 

는 기준과 규약에 일치해야 한다. 

4.1.5 버상운전절차서 일치생 

경보계통 HSI는 설비의 비상운전 절차에 이용되는 기준， 규칙， 용어와 일 

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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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HSI 설계 검토 지침과의 열치성 

경보계통 요소(표시장치와 제어)는 경보계통 지침뿐만 아니라 일반 HSI 

지침과도 맞아야 한다. 

4.1.7 정보계통 검증 

경보계통의 효과는 실제시간과 동적 시율레이션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 

다. 

4.2 경보정의 

4.2.1 경보선택 

경보선택을 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주요 안전기능 및 주용 매개변수 감시 

직원의 안전사고 방지 

안전 기능을 가진 장비에 대한 주요 피해 방지 

기술적 특수성 확인 

지상철자 결정 값 감시 

완전가동 상태에서 정지상태까지를 포함한 원전 시스템 감시 

4.2.2 적절한 경고 

경보 설정값은 시기 적절하게 허용오차 조건을 벗어난 것에 대한 반응으 

로 운전원이 각각의 경보 범주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감시하고 취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맞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4.2.3 설정값 결정과 방해경보 피하가 

경보 설정값의 결정에는 운전원에게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경 

고와 설정값을 설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방해경보의 출현간의 거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운전값에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실제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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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일시적 편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4.2.4 Darkboard 배 열 

예비경보와 설정값은 선택되면 경보는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에 맞추 

어 울리지 않게 된다. 

4.3 경보처리 

4.3.1 고정보 조건의 확언된 기능 

경보공정처리계통은 운전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보나 휴은 설비 

의 주요 안전기능에 대한 위협을 가리켜주는 경보는 모든 경보코딩 조건하에 

서 운전원에 의해서 신속한 추적이나 이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준다. 

4.3.2 정보감소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운전원에게 제시되는 경보메시지의 수를 경보공정 

처리기법(비공정처리 베이스라인)으로 감소시킴으로서 운전원이 필요한 시간 

내에 설비조건에 중요한 모든 경보를 탐지하고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도 

와준다. 

4.3.3 정보신호 검증 

감지기나 다른 입력 신호는 감지기나 공정처리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발 

생하는 불필요한 경보가 발전소 요원에게 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 

된다. 

4.3.4 매개변수 안정성 공정처리 

경보계통에 시간 여과， 시간연장， 혹은 불감대 주파수(deadbanding)을 경 

보입력에 적용시켜준 능력을 섬어주게 되면 소음신호를 걸러내고 불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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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경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 

4.3.5 경보-상태 분리 

상태지시， 메시지는 설비계통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운전원에게 

취할 행동의 필요성을 알려주지는 않다. 따라서 이것은 운전원이 경보계통 

메시지를 읽을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경보계통 표시화면을 통해서는 제시 

되지 않는다. 

4.3.6 퍼스트 아웃 공정처라 (First-out Processing) 

공정처리와 원인분석을 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first-out) 경 

보를 통하여 자동화된 발전소 트립에 관련된 첫 사고를 식별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하다. 

4.3.7 모드의존 공정처리 

구성부품의 상태나 매개변수 값이 일부 설비에서는 장애로 나타나고 일 

부 설비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경우， 적절한 모드로만 경보를 울 

려야 한다. 

4.3.8 계통 구생 공정 처 라 

구성품의 상태나 매개변수 값이 일부계통구성에서 고장을 보여준다면 그 

리고 일부 계통구성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직 적절한 구성에 따라 경 

보를 울려주어야 한다. 

4.3.9 논리적 결과 공정처라 

단수사고는 연속된 경보사고로만 이끌어내어 직접적인 결과를 가지게 된 

다면 주요사고와 관련된 경보메시지만이 제시될 수 있으며 다른 경보메시지는 

억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운전원이 경보정보를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간 

섭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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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예상된 정보패턴의 예외규정 

경보공정처리논리가 이와 같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경보공정처 

리계통은 운전원에게 “예기치 않은” 경보가 발생할 때를 알려준다. 

4.3.11 예상된 정보 패턴의 부재 

계통은 “예상치 못한” 경보가 발생할 때를 알려준다. 만약 경보공정처리 

로직 Oogic) 이 이같은 분석을 지원해준다면， 계통은 “예상치 못한” 경보가 발생 

할 때를 알려준다. 

4.3.12 공정 처리된 경보정보에 대한 이해도 

공정처리방법은 운전원이 경보메시지의 결과를 갖는 의미나 검증을 평가 

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서는 안 된다. 

4.3.13 압력 접근 

운전원은 경보 공정처리계통에 입력되는 것(감지 자료)을 볼 수 있는 능 

력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4.4 정보우선순위 및 때시지 이용성 

4.4.1 우선순위 범주 

경보메시지는， 예로， 긴급성(필수적인 운전원조치의 긴박성)과 발전소 안 

전성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우선순위 영역에 기초한 형태로 운전원에 

게 제시되어야 한다. 

4.4.2 우전순위 수준의 갯수 

한 영역내의 우선권 수준의 수는 4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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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억제된 경보의 접근 

경보억제가 사용될 때 운전원은 제시되지 않은 경보정보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4.4.4 여과된 경보 

경보여과는 경보메시지가 운전원의 감시， 진단， 결정， 절차실행， 그리고 

경보대응 활동에 운전 의미를 갖지 않는 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 

4.5 정보디스플레이 

4.5.1 얼반 경보표시 지침 

4.5.1.1 디 스플래 이 기 능 

경보표시는 다음과 같이 운전원이 신속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 

해주어야 한다 

우선 순위(운전원의 조치의 긴급성과 설비안정성의 중요성) 

분명한 경보상태: 신경보， 공인된 경보， 분명한 경보 

원자로 정지에 따른 첫 경보 

경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화면을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운전원의 기기조작으로 해결 가능한 경보와 중대한 보수작업이 필요 

한한 경보간의 차이점 

4.5.1.2 경보 알렴과 정보기능의 조합 

경보경계가 자세한 경보정보에 따라 각각 제시될 때， 설계는 경계와 세부 

정보간의 변화를 신속하게 시도하는데 운전원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4.5.1.3 상세 경보 정보를 가진 경보 우선순위 표현 

경보가 상세 경보정보에 따라 각각 제시될 때 세부 경보정보 표시장치는 

경보조건의 우선 순위와 상태를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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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4 공간적， 연속적 시각 표시장치의 사용 

다; 

공간적， 연속적 시각(SDCV) 경보표시장치는 다음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 

규정 안내서 1. 97 범주 1 매개변수 

운전원에 의한 단기반웅을 요구하는 경보 

운전원에 의해서 설비이상을 진단하고 대웅을 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경보 

운전원에 의해서 설비의 전반적인 개요와 계통 상태를 유지하기 위 

해 사용되는 주요경보. 

4.5.1.5 경보 그래픽 

경보제시와 관련된 그래픽은 표시화면이 VDU 화면에 완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5.1.6 경보코드 일치성 

코드(플래쉬 비율， 밀집도， 색 코드) 관습은 항상 일정하게 경보 표시화면 

을 통해 적용되어야 한다. 

4.5.1.7 다중 단위 경보 

여러 원전이 공유하는 설비에 대한 경보는 모든 원전 제어실에 하나씩 

있어야 한다. 

4.5.2 고멀도 경보 표시화면 

4.5.2.1 중요도/의 미성 

더 높은 중요도와 더 큰 안전성을 갖고 있는 경보는 제시될 때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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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고멀도 경보에 대한 동시 표시장치 

VDU 메시지 목록과 같은 비 공간전용의 경보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 

한 표화면 영역이 고밀도 경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4.5.2.3 경보 우선순위의 코드화 

다양한 우선순위에 맞는 시각신호를 코드화하는 방법은 수용되어야 한다. 

4.5.3 경보상태의 표시장치 

4.5.3.1 경보상태의 지표 

새롭고， 공인되고 제거된 경보상태는 이것들을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는 

운전원의 능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4.5.3.2 신 경보 

신 경보는 시각적(플래쉬) 청각적 수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5.3.3 제시되지 않은 신 경보의 통보 

운전원이 새롭고， 공인된 경보메시지가 제시되는 VDU 표시장치를 그 당 

시 볼 수 없다면 경보계통은 신 경보메시지가 유용하다는 사실， 경보메시지의 

우선순위， 그리고 경보메시지가 발견되는 위치 등을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4.5.3 .4 승인된 경보 

운전원이 경보를 확인한 후(승인된 버튼을 누루는 것)에 경보표시장치는 

시각적으로 분명한 공인된 상태로 변하고 경계기능(청각적 소리)은 멈추게 된 

다. 

4.5.3.5 재 거 된 경 보/Ringback(링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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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이 경보가 분명(매개변수가 비정상적언 범위에서 정상적인 범위로 

복귀)할 때에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조건의 복귀는 시각적， 청각 

적 수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5.3.6 벼정상적 범위로 재진입하는 제거된 경보 

경보가 제거되었지만 재설정이 안되고 변수가 비정적인 범위로 다시 들 

어간다면， 조건은 새로운 경보로 제시되어야 한다. 

4.5.4 공유된 정보의 표시장치 

4.5.4.1 공유된 정보를 최소화 

하나의 설비매개변수(공유된 경보) 이상을 가진 입력경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4.5.4.2 공유정보 식별 

운전원은 공유정보가 작동할 때 개별적인 경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5.4.3 공유정보의 채 플래쉬 (Reflash) 

선행 경보가 처리되기전에 새로운 경보가 발생하면 공유경보는 새로운 

경보상태(플래쉬)로 바뀌어야 한다. 

4.5.5 경보때시지 

4.5.5.1-1 경보정보 내용 

경보는 다음과 깥은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경보타이틀이나 범례 

설비계통이나 관련 구성품(원자로 냉각재 펌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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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개변수(온도， 압력， 볼트) 

매개변수의 상태(고， 저， 부적절함) 

경보원， 신호를 공급해주는 특수한 감지기나 일련의 감지기 

경보 우선 순위 

설정값， 매개변수 값; 

즉시 취해야할 운전원의 조치 

세부 절차에 대한 참고 

4.5.5.1-2 정보택스트/범례 

경보텍스트는 분명하게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표준용어를 이용해야 

하며， 그리고 조건을 분류하여 제시해야 한다. 

4.5.5.1-3 경보원 

각각의 메시지의 내용은 경보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4.5.5.1-4 경 보 우선 순위 

경보메시지는 그 자체의 우선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4.5.5.1-5 셜정값 

경보조건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입증될 필요가 었다면， 적절한 설정값의 

제한은 경보정보가 VDU에 제시되거나 프린트될 때 경보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4.5.5.1-6 때개변수 값 

펀차 매개변수 값은 경보정보가 VDU나 프린터기 표시화변에 제시될 때 

경보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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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7 운전원이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운전원이 즉시 추해야 할 조치는 경보정보가 VDU나 프린터기 표시화면 

에 제시될 때 운전원의 요구에 따라 직접 제시되거나 유용하도록 해주어야 한 

다. 

4.5.5.1-8 절차에 대한 참고사항 

경보정보가 VDU 나 프린터 표시화면에 제시될 때 경보대웅 절차에 대 

한 언급이 제공되어야 한다. 

4.5.5.1-9 다른 패널에 대한 참고사항 

운전원이 다른 운전원에게 알려주는 경보， 주요 운전 영역 외곽지역에 위 

치한 세부적인 화면장치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4.5.5.2 형식 

4.5.5.2-1 타이틀 표시화면의 형식 

경보타일이나 타일같은 표시화면에 대한 메시지 형식은 모든 경보에 맞 

추어져야 한다. 

4.5.5.2-2 VDU와 프런터 메시지의 형식 

경보메시지 형식은 VDU와 프린터 메시지 표시화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4.5.6 코딩빵법 

4.5.6.1 얼반 

4.5.6.1-1 코드효과 

경보계통에 사용되는 코드계획은 모든 제어실 운전조건하에 있는 운전원 

이 신속한 추적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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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2 코드영 역 구별 

코드영역의 수준은 다른 수준과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4.5.6.1-3 특정한 코드영역 

경보영역 내에 상태의 추적과 인식을 도와주는데 사용되는 코드기법에 

맞추기 위해서 코드기법은 하나의 경보분류 영역을 나타내야 한다. 

4.5.6.1-4 코드의 복잡성 

무수한 코드기법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코드 

계통은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된다. 

4.5.6.2 시각적 코딩 

4.5.6.2-1 시 각적 코드경 보 

시각적 코드는 운전원이 경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의 상태를 가리켜주기 위해서 사용된다. 

4.5.6.2-2 과다코드 영 역 

과다코드(너무 빠른 번쩍거림이나 밝기)는 운전원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경보에 사용되어야 한다. 

4.5.6.2-3 플래쉬 벼율 

플래쉬 비율은 시간적/비시간적이든 간에 거의 동등하게 초당 3에서 5번 

정도가 되어야 한다. 

4.5.6.2-4 투명표시화면에 맞는 밝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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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경보타일과 같은 투명표시화변에 맞는 가장 밝은 상태는 적어도 작 

동하지 않을 때의 상태보다 30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하며， 흐림 정도의 상태 

(dim state)는 적 어 도 작동 않을 때 보다 10퍼 센트 더 밝아야 한다. 

4.5.6.2-5 VDU 표시화면의 밝기 수준 

VDU 표시화면에 맞는 밝기는 적어도 작동하지 않을 때의 상태보다 100 

퍼센트 이상 더 밝아야 한다. 

4.5.6.2-6 색상 추적 

시각영역에서 저밀도(검붉은 색)를 제시해주는 방식은 쉽게 추적할 수 없 

기 때문에 색 코드화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금지되어야 한다. 

4.5.6.2-7 공칸 코드화 

공간코드는 경보의 중요도를 가리켜주는데 사용된다. 

4.5.6.2-8 억 찌 된 시 각코드 

만약 경보상태를 제시해주는데 사용한 시각코드가 고경보 소리크기의 상 

태나 주요경보를 알려주는 동안 자동적으로 억제되거나 미루어진다면， 이것들 

은 주요경보가 제시되었던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5.6.3 청각적 코딩 

4.5.6.3-1 청각신호 검보 

청각신호는 새로운 경보의 존재나 운전원이 반드시 그리고 즉시 알아야 

만 될 조건을 운전원에게 알려주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4.5.6.3-2 장거 리 경 보의 청 각코드 

청각코드기법은 경보와 관련된 WDS가 주요운전영역이 아닐 때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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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4.5.6.3-3 구별 가능한 청각신호 

SDCV 경보와 관련된 청각신호는 다른 수단(VDU 메시지 표시화면)에 

의해 제시된 경보메시지와 관련된 청각신호와 쉽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4.5.6.3-4 경보상태에 맞는 청각신호 

들어오는 경보에 사용되는 음질은 “제거된” 경보를 알려주는데 이용되는 

음질과는 명확한 구별이 있도록 해야 한다. 

4.5.6.3-4 상기 청각선호 

인식되지 않은 경보를 알려주는 음질이 자동적으로 일정 시간 후에 사라 

진다면， 상기음질이 운전원에 경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인식되지 않은 경보 

를 계속해서 제시해주어야 한다. 

4.5.6.3-6 청각경보의 재설정 

청각경보의 메커니즘은 이것이 꺼졌을 때 자동적으로 다시 재설정 된다. 

4.5.6.3-7 신호간 인터패이스 

청각경보신호는 다른 청각신호나 코드와 충돌해서는 안된다. 

4.5.6.3 • 8 쉽게 식별 가능한 자원 

운전원은 청각신호의 특성과/혹은 청각신호가 발생되는 근원이 어느 곳 

(설비의 기능적 영역이나 스테이션)인지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5.6.3-9 선호수준 

신호의 강도는 운전원이 환경적으로 제어실 소음과 신호를 분명하게 구 

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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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10 충격을 피하라 

신호는 운전원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하지만 불안함이나 충격반응을 일으 

켜서는 안 된다. 

4.5.6.3-11 신호의 강도에 대 한 수동작동 불능/교정 

청각신호(크기)에 대한 수동작동 불능이나 교정은 피해야 한다. 

4.5.6.3-12 소리원 

소리가 큰 스피커의 수나 위치는 청각신호에 왜독을 주어서는 안되며 운 

전지역에서 운전원의 워크스테이션에서도 들릴 수 있어야 된다. 

4.5.6.3-13 청각신호 구별 

각각의 청각신호는 분명해야 하며， 제어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과도 쉽 

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 

4.5.6.3-14 음 선호의 수 

정보가 협소주파수신호의 피치(음질)로 코드화 된다면 3개이상의 주파수 

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5.6.3-15 음 선호의 주파수 

비록 200에서 5,OooHz 에 걸친 주파수가 수용될지라도 중심주파수는 500 

에서 3,ooHz 정도 범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4.5.6.3-16 펄스코드 

3개정도의 펄스 반복이 코드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4.5.6.3-17 주파수 신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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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각신호에 맞는 모률 주파수코드는 3개 정도여야 한다. 

4.5.6.3-18 주파수 선호의 중심주파수 

신호주파수(Hz)의 모율화가 정보를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중심주 

파수는 500에 서 1000Hz가 되 어 야 한다. 

4.5.6.3-19 오녀오 패턴 코드 

일련의 음이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패턴으로 하는 것이 알 

아보기가 쉽다. 

4.5.6.3-20 복합코드 

9개의 청각신호는 최대로 9개 정도인데 이때 2개나 그 이상의 영역이 코 

드화 된다. 

4.5.6.3-21 코드 강도 

강도에 의한 청각신호는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4.5.6.3-22 경보정보의 음성표현 

경보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다. 

4.5.7 표시화면 설계와 구성 

4.5.7.1 공간 전용， 연속적언 시각정보 표시화면 

4.5.7.1-1 경보의 가능적 구분 

표시 화면내 경보는 기능， 계통， 다른 국지적인 구성에 의해 그룹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4.5.7.1-2 기능적 그룹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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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기능적 그룹은 다른 그룹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4.5.7.1-3 그룹 수준 

계통/기능적 그룹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표식을 해둠에 따라서 운 

전원이 어느 계통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경보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계 

통이 특정입수 경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4.5.7.1-4 공동 지 명 식 별 

경보표시화면이 메트릭스에 따라 구성된다면， 표시화면의 수직과 수평축 

은 특수한 시각요소의 공동 지명을 위해서 알파뱃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4.5.7.1-5 정보요소의 웅집도 

경보타일 표시화면 메트릭스는 한 매트릭스 당 최대 50개의 경보를 포함 

한다. 

4.5.7.1-6 검보의 논리적 배열 

경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에 따라 정렬되어야 한다. 

4.5.7.1-7 일정 한 순서 

하나의 패널에 하나의 순서로 배열된 경보매개변수(압력， 유동， 수준， 온 

도)는 다른 패널에서도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4.5.7.1-8 경보표시화면 식별 명판 

경보표시화면의 각 그룹은 표시화면 위에 명판으로 구분해주어야 한다. 

4.5.7.2 정보메시지 목록 

4.5.7.2-1 우선순위에 따른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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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메시지의 목록은 맨 먼저 나열된 최고순위의 경보와 더불어 경보 우 

선 순위에 따라 분리되어야 한다. 

4.5.7.2-2 메시지 나열 선택사항 

우선 순위에 따른 그룹화 이외에도， 운전원은 기능， 연대순， 상태(인식되 

지 않은， 인식된/활동적인， 제거된)와 같이 운전상의 적절한 범주에 따라 경보 

메시지를 그룹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4.5.7.2-3 빈줄 

알파뱃 경보리스는 4개 혹은 5개 알파뱃 메시지마다 빈 줄을 넣어야 한 

다. 

4.5.7.2-4 때시지 리스트의 스크롤령 

경보메시지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법은 메시지 스크롤링을 막아야 한다. 

4.5.7.2-5 과다 메 시 지 

경보 화면의 첫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보메시지는 다음 경보페이지로 넘 

어가 표시되어야 한다. 

4.6.1 일반 지침 

4.6.1-1 표시화면 경보의 접근 

VDU에 기초한 경보계통은 현 표시화면에 제시되지 않은 신 경보메시지 

에로의 신속한 접근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4.6.2 묵음 기 능(silence functions) 

4.6.2-1 묵음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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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운전 영역에서 경보계통 제어기기를 이용하여 청각적 경계신호의 

소리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4.6.2-2 수동 묵음 

만약 청각 신호가 운전원의 주요 조치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운전원은 

청각신호의 소리를 제거할 수 있다. 

4.6.3 재어인식 

4.6.3-1 인식기능의 효과 

경보인식기능은 경보가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바 

뀔 수 있어야 하며 경계 기능(번쩍거림과 청각소리)은 멈추게 된다 (지침 4. 

5. 3-4를 보라) 

4.6.3-2 언식 위치 

인식은 경보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가능하다. 

4.6.3-3 경보메시지의 인식 

비 SDCV경보는 경보 메시지가 화면상에 뜰 때만 인식할 수 있다. 

4.6.4 채절정 기능 

4.6.4-1 채절정 기능의 효과 

제설정 기능은 경보가 끝난 후에 비경보의 상태로 경보계통을 위치시키 

는 것을 말한다. 

4.6.4-2 수동 계설정의 적절한 사용 

일련의 수동적 재설정은 운전원이 한때 편차가 발생했던 깨끗했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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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전원에게 분명하게 통보해주는 일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4.6.4-3 자동 재설정의 적절한 이용 

자동 재설정은 운전원이 무수히 많은 경보에 반응을 보여주는 부분 혹은 

계통을 신속하게 재설정할 때 중요한 부분인 곳에서 유용하다. 

4.6.4-4 재설정 기능위치 

재설정 기능은 발전소 요원에서 경보가 어떻게 재설정되는 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위치에서만 효과적이다. 

4.6.5 경보 관리 

4.6.5-1 운전원 선택 경보계통 구성 

만약 경보계통이 운전원이 선택할 수 있는 운영적인 구성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구성 변경은 현재의 구성에 대한 표시와 함께 짝을 이루어야 한다. 

4.6.5-2 운전원경보계통 구성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만약 중요한 경보계통 구성 변경사항이 운전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다면 운전원의 숭인(혹은 확인)은 반드시 펼요하다. 

4.6.5-3 운전원에 의해 규정되는 경보/설정치 

경보계통은 선택된 전개 동작에 있어서 운전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결정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일시적으로 운전원이 규정하는 경보와 운전원이 

규정하는 설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제의 구성요소에 대해 증 

가하는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경보 혹은 한계에 근접하는 파라미터 

경향에 대해 운전원이 알기를 원하는 다른 때) 

4.6.5-4 운전원이 규정하는 경보/절정치에 대한 간섭 

운전원이 규정하는 경보와 설정치는 현존하는 경보와 설정치와 겹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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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간섭해서는 안된다. 

4.6.5-5 운전원이 규정하는 정보/셜정치에 대환 채어 

경보계통은 운전원이 규정한 경보와 설정치에 대한 표시를 계통에 설계 

된 경보/설정치와 명확히 구분되게 제시해야 한다. 

4.6.6 자동 기능 특정 

4.6.6-1 자동화 정보계통 구생 

만약 경보계통이 어떤 경보 상황하에서 자동적으로 운영적인 구성을 변 

경한다면， 이러한 구성요소의 변경은 운전원에게 알리는 경고와 구성요소가 

변경되었다는 표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6.6-2 자동 정보계통 구성요소 변경에 대한 승인 

만약 중요한 경보계통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야 한 

다면 운전원의 승인 (흑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4.6.6-3 자동모드에 의해 규정되는 설정치 

만약 경보계통이 다른 발전소 모드나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설정치 수정 

을 제공한다면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운전원의 승인/확인이 필요한지에 대 

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4.7 채어 장치 

4.7.1 경보 기능에 대한 개별적 재어 

묵음， 숭인， 리셋(경보해제 승인과 정상의 복귀)과 테스탱에 대한 개별적 

인 제어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4.7.2 재어 기능에 대한 명확한 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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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계통 제어는 용이한 인식을 위해 명확히 코딩되어야 한다. 

4.7.3 재어 그룸에 대한 일관된 배정 

경보계통 제어에 대한 각각의 세트는 같은 관련지역에서 기능을 가져야 

만 한다. 

4.7.4 타일과 VDU 경보에 대한 개별적언 제어 

만약 경보계통이 경보 타일과 VDU 경보 화면표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면， 각각의 기능은 운전원이 제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각각의 세트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4.7.5 재어 무효화 

경보계통 제어 설계는 운전원이 제어를 무효화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4.8 백엽， 시험， 유지 그리고 요류 표시 장치 

4.8.1 신뢰도 

4.8.1-1 신뢰도를 위한 설계 

경보계통은 어떠한 오류에 의해서도 많은 경보상황이 손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8.1-2 VDU 선뢰도 

경보가 주요사항으로 VDU에 제시되는 곳에서 운전원은 하나 이상의 

VDU로부터 경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4.8.1-3 이중 전구 

경보 타일유형의 화면표시는 이중 전구로 설계되어서 하나의 전구에 오 

류가 발생했다 해도 운전원이 경보 상황을 발견하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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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8.1-4 자동점멸장치 오류 모드 

사용중인 경보 전극에 대한 자동점멸장치 오류의 경우， 경보는 꺼져 있는 

상태보다는 더 빨리 점멸하거나 혹은 계속 켜져있는 (예를 들면， 조명되어 있 

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8.2 시험 

4.8.2-1 시험 능력 

(공적 로직， 들을 수 있는 경보， 그리고 시각적인 경보 표시를 포함한) 경 

보계통의 모든 필수 기능에 대한 작동 가능성 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험 

제어가 이용가능해야 한다. 

4.8.2-2 시험 요구 

관리상의 절차에 의해 경보계통에 대한 주기적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4.8.3 보수 

4.8.3-1 보수 가능성을 위한 설계 

경보계통은 운전원이 최소한으로 간섭해도 보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8.3-2 Tagged-Out 경 보 

경보를 tag out (기능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시각적， 청각적 신 

호의 기능을 무효화해야한다. 

4.8.3-3 기능에셔 재외된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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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서 제외된 경보에 대한 선속한 인식을 위한 암시기능이 계통 내에 

설계되어야 한다. 

4.8.3-4 확장된 조명 주기 

만약 장비 수리나 교체 때문에 정상적이 운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장된 

시간에 경보 타일이 “ON"이어야 한다면 (1) 이 시간 동안에 명확한 인식을 

위해 명확하게 코딩되어야 하며， (2) 관리 절차서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4.8.3-5 타일 커버 교체 

만약 램프 교체를 위해 레전드 타일을 제거해야 한다면， 타일이 정확한 

위치에서 교체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4.8.3 • 6 위험 회피 

랩프 교체 때문에 전기쇼크 위험이 있어서는 안된다. 

4.8.3-7 경보계통 보수를 위한 지원 

경보계통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운전원나 다른 운전원을 도울 필요가 있 

다면 이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4.8.4 오류 표시 

4.8 .4-1 경보계통 오류 표시 

운전원에게는 경보계통이나 주요 하부 구성요소의 오류에 대한 신속한 

표시가 주어져야 한다. 

4.9 경보대웅 절차서 (ARP) 

290 



4.9.1 경보대웅절차셔 범위 

발전소의 공정 제어 계통이나 발전소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원반응 

을 요구하는 경보 조건을 위해 경보대웅절차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9.2 정보대웅절차서 접근 

운전원들은 경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장소로부터 즉시 경보대웅절차 

서에 접근해야만 한다. 

4.9.3 정보대용절차셔 내용 

경보대웅절차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경보가 속하게 되는 계통/기능 그룹， 

정확한 경보 텍스트 휴은 범례， 

경보 소스[예를 들어， 신호를 내보내는 센서와 신호 확인 논리， 그리 

고 그러한 장치들이 발견되는 개요 도식에 관하여 경보를 작동시키 

는 장치]， 

경보 설정치， 

우선 순위， 

경보에 대한 가능한 잠재적 원인 (예를 들어， 장기적인 물 공급 결함 

에 따른 낮은 물 수위)， 

경보 조건의 실재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원이 취하는 조치를 포함한 

필수적 인 즉각적 운전원 조치 

경보가 울릴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리고 운전원이 조치가 취해 

졌다고 확인하는) 조치， 

이후의 활동， 조치， 

적절한 경보절차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발전소 파라미터에 대한 

비교와 결합; 경보 여과와 억제; 경보범위 내외에서 파라미터가 변동 

할 때 성가신 경보가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정치 

값과 시간 지연과 같은 조건적인 경보 설정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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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참조. 

4.9.4 HSI와의 정보의 일관성 

경보대응 절차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제어 게시판， 경보계통， 설정치 

를 결정하는 제어 문서(예를 들어， 기술사양서와 사고 분석)， 비상운전절차， 그 

리고 다른 발전소 절차에서 정보와 일관되어야 한다. 

4.9.5 HSI와의 표시 일관성 

경보대응절차서 표시에 사용되는 용어 협약 표준， 그리고 부호는 HSI의 

나머지와 일관되어야 한다. 

4.9.6 정보대웅절차서 형식 

경보대응절차서 형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절차 각각의 페이지에서 경보대웅절차서 확인표시기를 강조해야만 

한다. 

중요한 항목을 강조해야 한다. 

각각의 페이지 같은 위치에서 정보의 범주를 정해야 한다. 

경보대웅절차서를 통해 정보를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 

운전원이 정보를 얻기 위해 페이지를 앞뒤로 옮겨야 하는 필요를 최 

소화해야 한다. 

4.10 채어-화면표시 통합과 배치 

4.10.1 화면표시와 시야 

시각적인 경보 표시기는 운전원의 정상적인 작업위치에 대한 똑바른 시 

야선의 약 끝에서부터 약 60도정도 내에 위치해야만 한다. 

4.10.2 근처에 었는 표시기로부터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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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기는 꺼진 상태가 기기의 정상 상태를 표시 

하는 표시기 근처에 위치시켜서는 안 된다. 

4.10.3 경보계통 표시기와 재어기의 위치 

제어하는 동안 화면표시를 읽을 수 있도록 경보 화면표시와 제어는 가까 

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4.10.4 첫 번째로 울리는 정보의 위치 

첫 번째로 울리는 경보는 계통을 위한 주요 워크스테이션과/혹은 운전원 

들이 볼 수 있는 발전소 위의 화면표시에 위치해야 한다. 

4.10.5 일관된 순서 

화면에 표시된 경보 그룹의 순서(예를 들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관련 

발전소 계통과 구성요소의 화면표시와 제어 순서와 일관되어야 한다. 

4.10.6 신속한 반웅을 위한 위치 

경보에 반용해야 하는 운전 운전원들이 적절히 반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내에 경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보 화면표시와 제어가 정렬되고 

위치되어야 한다. 

4.10.7 공정 채어기 및 표시기 접근을 위한 위치 

시각적인 경보 패널은 경보에 반응하여 교정 혹은 진단 조치를 위해 필 

요한 제어와 화면표시 근처에 위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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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HSI와 절벼 현대화 과정 

(NUREG/CR-6637 Human Systems Interfaces 
and Modernization Process:Technical Basis and 

Human Factors Review Guidance에 서 발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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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기계 시스템의 언적 수행도 평가에 대한 기술적 기준 

4.4 언지적 직무 

인지적 직무들은 감시와 탐지， 상황 평가， 반웅 계획， 그리고 반웅 이 

행 을 포함한다. (O'Hara, 1994; 0 ’Hara, Higgins, Stubler, and Kramer, 2000) 

이러한 인지적 요구 활동은 감독 제어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맡고 있는 직원 

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요 직무는 전형적으로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일반 

인지적 직무의 관점에서 묘사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인간의 정보 절차의 

기본적인 특성과 숙련된 수행도(4.3절)가 어떻게 일반 인지적 직무에 통합되고 

또한 향상된 특성들이 어떻게 일반 인지적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함해 

서， 일반 인지적 직무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개별 수행도 

관점과 운전원의 수행도 관점을 다루고자 한다. 

4.4.1 깨별 수행도 

4.4.1.1 감시와 탐지 

감시와 탐지는 계통과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전소의 상태 체크와 같이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것에 관련한 

활동들을 말한다. 이는 절차 컴퓨터에 의해 나타나는 제어실 제어반 상에 표 

시되는 파라미터를 감시하는 것 다른 지역에서 운전원들로부터 구도의 보고 

를 얻는 것， 그리고 장비를 체크하기 위해 운전원들을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감시는 또한 필요한 한 운전원이 변수에 대한 값을 부르는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이 다른 운전원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 

을 포함한다. 탐지는 무엇인가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이상이 있다 

는 것에 대한 운전원의 인식이다. 감시와 탐지는 환경의 특성(예를 들어， 

HSD과 사람의 지식과 기대와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제어실 환경에서， HSI는 가장 중요한 정보 자원 중의 하나이다. 감시 

는 정보 자원 확인을 돕는 HSI의 특성 사용에 의존한다. 이는 운전원들이 판 

독하기 전에 정확한 표시기나 화면표시를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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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을 돕는 몇몇 HSI 특성들은 화면표시 정보순항(navigation) 메카니즘 

과 표시를 위한 명판을 포함한다. 포획 (capture) 오류와 서술 오류는 잘못된 

선태을 야기하는 실수의 두 가지 예이다. (Stubler, 0 ’Hara, 그리고 Krarner, 

2000) 

탐지는 인간의 정보인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HSI 특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이에 대한 예들은 디지털 판독과 그래픽 (아날로그) 표시와 같은 

화면표시 양식과 정보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색과 모양과 같은 부호 계획 

을 포함한다. 감시와 탐지를 돕는 HSI 특징들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상호 

작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료에 따라 처리를 행하고 모텔에 따라 처리 

를 행하는 감시를 만들어 내는 선택적인 주의에 영향을 미친다(4.3.2절에서 묘 

사된 것 처럼) .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제어실에서， 경보 계통은 주의를 

끌기 위해 시각적 청각적 중요성을 사용하는 자료 의존 감사에 영향을 미치 

는 기본적으로 자동화된 감시이다. 청각적인 경고， 번쩍임， 그리고 색상코딩 

은 운전원이 신속하게 중요한 경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인 특징들 

이다. 자료 의존 감시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중요성의 수준에 따른다. 자극 

의 강도는 주의를 끌기 위해 어떤 한계를 넘어서야만 한다. 그 값 이외에， 운 

전원들은 가장 큰 중요성으로 자극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모델 의존 감시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탐지된다. 운전원들은 

상대적인 중요성에 근거한 자극에 주의를 단지 기울이기보다는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기대하는 지역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이는 능동적인 

감시이다. 모델 의존 감시는 몇몇 요인에 의해 시작된다. 첫째， 운전 절차서 

혹은 표준 관례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둘째， 상황인식이나 반웅 계획 활동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그러므로， 현 상황에 대한 개별 이해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해는 운전원이 감시 활동을 변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 같은 정보 자원에 초점을 두고 더 효과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모델 의존 감시는 또한 운전원이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게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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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부정확한 이해는 운전원이 틀린 곳에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고 

문제점을 관찰하지 못하게 하거나 표시를 오해하거나 무시하게 할 수도 었다. 

원자력 발전소 제어실에서 운전원들은 한번에 실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변수를 포함하는 정보환경을 맞이하게 될 수도 었다. 

예를 들어， 초기 과도상태 동안 운전원들은 압도적인 경보수와 파라미터의 변 

화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 정보 처리의 제한 때문에 운전원이 주어진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작용기억으로 유지할 수 있는 표시 수는 제한되어 있다. 

주의자원은 개별 표시기들을 정보 chunking을 위한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 그 

룹에 정신적으로 연관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4.3.2절). 정보 

를 chunk 할 수 있는 능력은 정보가 보여주는 방식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 

는다. 화면표시 형식， 물리적인 접근성， 코딩방법은 패턴의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은 더 높은 수준의 정 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특성 들(Wickens와 C따swell， 

1997)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만약 표시기들 위에 있는 모든 바늘들이 일 

반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바늘은 한눈에 비정상 

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고 그렇지 않은 모든 표시기의 상태는 정상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정보 chunking은 또한 운전원 정신적 모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는다. 어떤 chunk들은 정적이다; 관계는 발전소 상태에서 변화와 함께 변하 

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전소의 구조에 기초한 기능적인 관계는 변하지 않는 

다. 개별적인 표시 사이에서 다른 관계들은 운전원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 

초하여 변한다. 예를 들어， 일련의 표시는 만약 단일한 고장이나 발전소의 운 

전 모드와 같은 일반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함께 그룹을 이룰 

수 있다. 

제어실 운전원들은 또한 가장 필요한 지시에 선태적 주의를 기울임으 

로서 정보를 여과하여야 한다. 정보들이 제공될 때 보다 낮은 수준의 상태인 

다른 지시들은 무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운전원이 무엇을 언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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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결정할 것인지를 요구한다. 여과전략은 현 상태에 대한 운전원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통계적 특성에 기초한 환경으로부터 자료를 샘플 

링 하기 위한 주의 자원의 할당을 안내한다. 이것은 유용한 정보가 발견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과 관련된 지시의 상관관계를 포함한다(예를 들어， 한 

변수가 다른 곳에서 움직이는 방식) . 여과는 반복적 감시과정 중에 한 부분 

이다. 예외적인 초기 지시는 운전원이 현 상태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게 하는 

데 이는 향후 지시가 여과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경보와 비정 

상적인 지시의 코딩과 같은 발전소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전달하는 

HSI의 설계 특징은 적합한 여과 전략 활용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HFE 검토 동안，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 그로 인해 표시의 탐지 가능 

성을 줄이는 낮은 중요성의 특성들과 높은 자료 의존 감시를 촉진하는 높은 

중요성의 특성들을 포함한 감시와 탐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바꾸는 HSI 

에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모델 의존 감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화면표 

시 특성들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계통의 전반적인 상태와 같은 발전소의 

현 상태를 이해하는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시 모드를 포함한다. 이 

는 또한 개념적으로 관계가 있는 표시 사이에서 관계를 인식하는 운전원들의 

능력에 대한 특성들을 포함한다. 감시에서 실패는 파라미터 관찰 실패， 틀린 

파라미터 관찰， 파라미터의 중요성 오해， 혹은 발전소의 다른 곳에서 운전원에 

게서 펼요한 정보를 얻는 것의 실패를 포함할 수 있다. 탐지 실패는 적절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상현상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감시나 

탐지의 오류는 주어진 시간 내에 운전원이 사건을 대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4 .4.1.2 상황명가 

상황평가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자극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관련된 인지적 활동을 말한다. 두 가지 중요한 상황평가는 현 상태를 해석하 

298 



는 것과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Mumaw et al. , 1994) 현 상태를 해석 

하는 것은 감시와 탐지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한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정신적 

인 표현을 수반한다. 이러한 활동은 언간의 정보 과정 계통의 한계와 선입견 

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garden path" 해석은 발전소의 현 상황의 조 

짐이 익숙한 후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사건의 조짐과 닮았을 때 일어날 수 있 

다. 그 때， 이 초기의 대웅은 운전원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확한 진단 

을 야기한다. 현 상태를 해석하는 것은 초기에 수집한 정보로부터 확인， 미확 

인 혹은 차이점을 포함하여 다른 정보의 유형을 적절히 평가하는 기법을 포 

함한다. 동적인 정보환경에서 인간은 확인만 하고자 하는 선업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Evans, 1989, Mumaw et 떠.， 1994에서 인용). 즉， 인간은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현재의 해석에 모순되고 다른 해석을 지지하는 정보를 

도외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 편향이라 부른다. 이로 인해 운전원들 

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해석을 할 위험성이 생긴다(Mumaw et al. , 1994). 

현 상태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이후의 상태가 예측되 

고， 확인된 활동에 대한 목표와 목표에 대한 우선 순위가 설정되는 “정신적 

시율레이션”을 수반한다. 정신적 시율레이션은 발전소와 현 상태에 대한 정 

신적 표현에 의지한다.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 결함은 함축적 의미에 대한 부 

정확한 평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표현은 두 가지 관련된 개념 

을 포함하는데 정신 모텔과 상황 모델이다. 각각에 대해서는 아래에 묘사되 

어 있다. 

· 정신 모렐 - 발전소에 대한 정신 모텔은 발전소와 그 운전에 대한 물리 

적 기능적 특성들에 대한 운전원의 내적인 표현이다. 운전원은 다른 수준 

의 추상적 개념에서 발전소의 다른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모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한 모텔들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개발되고 계통에 있어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장비 배치와 같이 HSI에서 정보가 나타 

나는 방식에 의해 강화된다. 정신 모텔은 항상 완전히 정확하거나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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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발전소가 향상될 때， 운전원들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그들 

의 정신 모델을 수정해야 할 펼요가 있을 수도 있다. 

계통이나 HSI의 변화는 운전원의 정신 모텔에 통합되어야만 하는 새로운 

수준의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 계통은 종종 다른 계통과 변수와의 상호 

연결을 복잡하게 해 왔다. 디지털 I&C의 도입과 함께， 이러한 연결은 훨 

씬 더 복잡해졌다. 즉， 아날로그 제어 계통에서는 제어 장치와 장비 사이 

의 연결은 다소 직접적인 경향이 었다. 그러나， 디지혈 I&C 계통에서는， 

이러한 연결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버스， 신호 다중 

채널 그리고 중간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게다가， 계통에 더 많은 자동화를 

도입함으로서 더 복잡해졌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 

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방문하는 동안 확인되 었다(O'Hara， Stubler, and 

Higgins , 1996). 운전원들은 재래형 발전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동등한 

이해를 갖기 위해 자동화가 특정인 새로운 발전소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 

보와 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첨단 화면표시 계통， 경보 계통， 전산화된 운전원 지원 계통， 그리고 컴퓨 

터에 근거로 한 절차서 계통과 같은 HSI 향상은 발전소 계통에 대한 운전 

원 정신모벨의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래픽 화면표시는 발 

전소 구성요소 사이의 복잡한 기능적 혹은 물리적 관계를 묘사하고 운전원 

의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HSI 향상은 또한 HSI의 복잡성을 증 

가시킴으로서 운전원들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컴퓨터에 기초한 화면표시 계통과 새로운 상호작용 방법을 도입) HSI 

에 대한 운전원의 정신모델에 관한 새로운 정보 (예를 들어， 화면표시 구조 

의 구성과 상호작용의 새로운 방법)는 HSI에 대한 운전원의 정신모댈에 통 

합되어야 한다. 

· 상황 모탤 상황 모텔은 구체적인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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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어진 시간에 상황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지거나 가정된 요소들에 기초 

한다. 상황모델을 세우기 위해， 운전원들은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 발전소 

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를 사용한다. 상황모텔은 발전소의 작동이 

HSI에 의해 제시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향상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인 혹은 구체적인 정보의 한계는 불완전한 혹은 부 

정확한 상황모델을 야기할 수 있다. 

적합한 상황 모텔을 형성하는 능력은 발전소 계통이나 HSI의 변화에 의 

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디지혈 계기 설치와 제어계통과 같은 

계통에서 변화는 계통의 반웅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과 같이 

발전소의 작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부가적인 자동화 적용은 새로운 제어 

모드의 도업을 의미한다. 운전원은 발전소가 적절히 작동되고 소기의 목 

적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감시한다. 그러한 변화들은 상황모텔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는 발전소 성능에서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상황모델 

은 또한 HSI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운전원들은 비정상적인 발 

전소의 표시를 해석할 때 HSI에서 가능한 결함을 고려해야만 한다. 게다 

가， HSI의 향상이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포함할 때， 운전원들은 상황 

모텔의 기능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기초한 화면표 

시 계통과 결정 보조수단은 발전소의 상황에 대한 해석에 기초하여 운전원 

에게 자동적으로 정보를 복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계통이 어떻게 

운전되는지에 대한 이해와(예를 들어 왜 특정한 정보가 나타나는지) 상황 

이 바렘에 따라 이후의 작동이 어떠할 지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 운전원에 

게 인지적 요구가 부과될 수도 있다. 

상황 인식에 있어서 부적절함은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인식되지 못하고 간과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운전원들은 초기 발달단 

계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발전소의 상태는 

조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잘못된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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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있어서 그러한 실수는 반응 계획의 적절성이나 적합성(다음에 논의 

될 것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즉， 실 

수) 예를 들어， 잘못된 진단의 결과로서， 운전원들은 다른 결함 상황이 존 

재할 때 특정 결함 상황에 대한 반응을 계획할 것이다. 대안적으로， 운전 

원들은 결함을 정확하기 진단할 것이지만， 발전소의 현재 구성에서 성공적 

으로 완수될 수 없는 조치를 선택할 것이다. 

4.4.1.3 반웅 계획 

반웅 계획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인지적 직무를 

말한다. 계획된 반응은 특정 HSI 구성요소로부터 특정 파라미터에 접근하기 

로 결정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도 있거나 절차의 유도에 따라 복잡한 조치과 

정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절차에 기초한 반웅 계획， 수립된 실 

행들 혹은 발견적 교수법들은 규정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라 일컬어진다 

(Rasmussen, 1986). 몇몇 경우에 있어서， 운전원들은 절차에 의해 명백히 혹 

은 완전히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그 때， 운전원들은 발전소， 상황， 그리고 가능한 성공 방안에 대한 지식에 근 

거로 계획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지식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라 일 

컬어진다. (Rasmussen, 1986) Roth et al. (1994)은 인터페이스 계통 냉각재 

상실 사고(ISLOCA) 시나리오의 복잡성으로 인해 운전원이 주어진 절차를 따 

르는 것을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원의 지식기반 행위에 대해 설명한다. 상황 

이 비상운전절차서에 의해 명백히 다루어지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심각한 

사고를 관리하는 동안(예를 들어， Mumaw et al., 1994)에 지식-기반 의사결정 

은 특히 중요하다. 

반응 계획은 목표를 선정하기 위해 상황 모텔을 사용하는 것과 목표 

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발전소에 대한 정선 모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절차가 적절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특히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기억， 장기간 기억， 그리고 주의와 같은 인지적 재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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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높은 요구사항을 부가할 수 있다. 반웅 계획에 포함된 개별 기법은 (특정 

한 긴급상황 운전 절차와 같은) 현존하는 계획을 확인하고， 반웅 계획을 세우 

고， 반웅 계획을 평가하고，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연속적인 조치를 결정하 

는 능력 을 포함한다(Murnawet 려.， 1994). 

이러한 반웅-계획 기법은 HSI의 특성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반웅 계획을 확인하는 것은 운전원들이 발전소의 변하는 상태에 

대한 인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장 우선 순위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가능한 시간， 발전소 계통의 이용 가능성， 그리고 입력 상태의 관 

점에서 현존하는 절차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 운전원의 

상황 인식을 강화하고 목표의 상충을 확인하는 경보나 화면표시 그리고 현재 

의 상황에 대한 현존하는 절차에 대한 평가를 둡는 결정 보조수단과 같은 

HSI 구성요소들이 이러한 능력에 도움이 된다. 반웅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특정들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반웅 경로의 잠재적 

결과와 부작용에 대한 평가를 돕는 HSI 특성들에 의해 확장될 수 있다. 반웅 

계획은 제한적 혹은 불완전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혹은 지칩의 이론적 근거와 

한계를 검토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없는 결정 보조수단에 의해 부정적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반웅 계획에서 실패는， 만약 실행된다면， 실수로 묘사될 수 있는 부적 

합한 계획의 개발을 야기한다(4.3.4절). 부적합한 계획은 하나의 결과 범위를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불필요하거나 불충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결과들 

은 일반적으로 오류분석에서 무시된다. 그러한 결과들은 또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효과적 결과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원하던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 

지만 다른 이용 가능한 경로보다 더 많은 재원(예를 들어， 시간과 인력)의 소 

비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몇 부적절한 계획은 기술 사양서에 의 

한 제한 설정치의 위반， 안전 기능 상실， 휴은 격납용기에 대한 효과적인 격리 

실패와 같은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 반용 계획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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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고려해야 할 것들은 이런 실수들이다. 

원자력 발전소 향상에 대한 HFE 검토를 수행할 때， 반웅 계획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이로 인해 새로운 오류를 유발하는 발전소의 기능의 변화에 대 

해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계획을 만드는 운전원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면표시 설계 특성， 절차 그리고 결정 보조수단과 같은 HSI 특성들에 

대해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4.1.4 반응 질행 

반웅 실행은 반응 계획 동안 확인된 조치 수행이다. 이는 하나의 제 

어를 선택하고 운전하는 것과 같이 단순할 수도 있고 복수의 제어와 화면표 

시， 운전원들을 포함한 제어 연속을 실행하는 것과 같이 복잡할 수도 있다. 

HSI의 설계는 이러한 조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피드백이 

어디에서 어떻게 감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반웅 실행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두 가지 측면은 

반응 시간과 관찰의 직접성이다. 반응 시간 지연과 그에 따르는 피드백은 제 

어 조치가 의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실행을 중단시킨다. 그 때 운전원들은 발전소의 가동에 대한 정신 모댈에 기 

초하여 이후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계통 가동의 복잡성 때문에 오류(즉， 실수)를 유발하기 쉽다. 예를 들어， 계통 

의 반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오류는 운전원이 계통이 목표 값에 미치지 못하 

거나 지나치게 하는 입력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파라미터가 용인될 수 있는 

제어 범위 밖에서 심하게 편차를 보이는 과도상태를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러 

므로， 반웅을 실행하는 직무는 반응 시간을 지연시키는 발전소의 계통에서 변 

화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지연을 제거함으로서 계통의 가동에 대한 예측과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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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반면， 빠른 반웅은 다른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 제어 

계통이 향상 될 때 (예를 들어， 디지털 계통과 함께) 속도는 운전원이 입력하 

자마자 즉시 반웅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실행에 있어서 오 

류발생 기회를 만들 것이다. (즉 슬립) 디지털 계통에 대한 산업현장의 경 

험에 대한 검토로 인해 몇몇 경우에서， 운전원이 부정확한 입력을 했을 때， 이 

러한 디지털 계통들은 너무 빨리 반웅해서 운전원이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계통의 반응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Stubler, 0 ’Hara, and Krarner, 2000). 예를 들어， 만약 부정확하게 입력된 

설정점이 이전의 값과 심하게 다르다면 계통은 급격히 변해 과도상태를 발생 

시키고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오류 방지， 탐지 그리고 

수정을 위한 특성들이 부적합하다면 발전소 계통에서 속도 증가는 반웅-실행 

직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찰의 직접성이란 운전원들이 일반적으로 계통에 대한 자신들의 제 

어 조치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 대신， 효 

과들은 HSI의 화면표시로부터 추론되어야 한다. 추론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은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만약 적합한 화면표시 

를 신속히 이용할 수 없거나 화면표시가 이 직무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운 

전원은 발전소 계통의 상태를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HSI가 향상 

된 화면표시-설계 특성들은 운전원의 실행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0’ Hara， Higgins, and Kr하ner， 2000). 

반웅 실행에서 실패로 인해 부적합한 장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적합 

한 장비를 잘못 운전할 수 있다. 만약에 시스템 개선이 계통의 반웅 시간을 

바꾼다면， 증가나 감소에 의한 오류를 포함한 운전원들의 수행도에 대한 잠재 

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만약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HSI에 의 

해 제시되는 정보방식이 바뀐다면 그 잠재적인 영향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정확한 제어를 선택하고， 제어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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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는 운전원들의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안정 

성에 중요한 직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주어져야 한다. 

4.4.2 운전원의 수행도와 숙련도 

운전조는 동적 및 상호 의존적인 공통적인 목표와 엄무를 향해 각자 

수행해야 할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위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군 전술 훈련에 관련 

된 운전조 수행도에 대한 연구에서， Oser et al. (1989)는 인적 수행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도출하였다: 오류의 도출 및 해결， 협 

조된 정보 교환， 운전조 강화. 성공적인 운전조 활동들은 적극적으로 오류를 

찾아내고 부적당한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오류에 대한 상태를 감시했 

다. 원자력 발전소 운전 조는 개별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운전 및 안전 

성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운전원들이다. 

운전원들은 발전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다른 운전원들과도 상호 작용한다. 

HSI는 요원이 정보를 전달하고 조치를 취하는 맥락을 제공한다. 네 가지 일 

반적인 인지적 직무(즉， 감시， 탐지， 상황 인식， 반웅 계획， 그리고 반웅 실행) 

는 각각 운전원들에게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다음의 내용은 운전원 수행 

도의 관점에서 이러한 직무와 수행도가 향상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4.4.2.1 감시와 탐지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요 의사 결정권자(예를 들어， 센서 반 

응로 운전원나 근무교대 감독관)에게 전할 수 있는 운전원들의 능력은 감시와 

탐지에 대해서 주요 고려사항이다. 운전원들은 의사 결정권자들이 정보를 신 

속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 모텔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의사소통 실패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인지적 원인 

은 공통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생긴다. 많은 구두 의사소통은 의도한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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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올바른 해석을 돕기 위해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공유하는 맥락에 의지한 

다. 전형적인 실패는 참조와 가정의 틀 속에서 숨겨진 차이를 포함한다 

(Mumawet 떠.， 1994). 의사소통은 다른 상황 모델을 갖게 될 정도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운전원은 의사 결정자로부터 정보에 대한 요구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거나 의 

사 결정자는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의사소통 

은 또한 물리적인 고려사항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향 

상은 운전원의 직무를 변화시켜 운전원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원은 뒤쪽 제어반에서 혹은 주제어반에서 떨어져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 다른 물리적인 고려사항들은 

운전원들 사이의 line-of-sight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들과 말소리를 이해 

할 수 없게 만드는 배경 소음을 증가시키는 것들을 포함한다. 

4.4.2.2 상황 언식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은 과도상태 동안 이용 가능한 정보로부터 발전 

소의 상태의 변경사항에 대한 이해를 전개하려 한다. 인지적 자원은 정보를 

찾고 추론을 이끌어 내는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권자들은 입력을 

위해 다른 운전원에게 의존한다. 운전원들은 제어실에서 그들이 이용하는 정 

보에서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다른 해석과 계통 상태에 대한 개별적인 제시에 

있어서 차이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운전원들이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권자들의 해석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은 증거를 확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전소 상태에 대한 해석은 의사 결정권자들이 그 

들의 해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운전 요원들이 그들이 발견한 사항과 해 

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발전소 상태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상황 인식에 대한 다른 요소는 의사 결정권자가 이후의 상태를 예측 

하기 위해 사건들을 정신적으로 시율레이션화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 

전조 수행도는 이러한 정신적 시율레이션의 중간 결과를 운전원들에게 전달하 

여 그들이 입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Mumaw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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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4 .4.2.3 반용 계획 

의사 결정권자는 반응 계획 동안 구체적인 목표에 기초하여 계획을 

세운다. 여기에서， 운전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특히 상황을 기존 

하는 절차를 솔직하게 적용해서 다룰 수 없을 때 그러하다(예를 들어， 비상상 

황 운전 절차서에 의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사건들; 심각한 사건들) . 한 

가지 중요한 기법은 반응 계획의 중간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중간 결과를 평가하고 부가적인 정보를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 결정권자 

의 능력이다. 다른 한 가지는 발전소의 상황이 빨리 바뀔 때처럼 계획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며 의사 결정권자에게 증거를 전할 수 있는 

운전원들의 능력 이 다(Mumaw et al. , 1994). 

4.4.2 .4 반웅 질행 

반응 실행은 선택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운전원들의 협조된 활동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의 활동들이 협조를 이루도록 각자의 

활동을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운전원들은 반응에 있어서 오류 

를 탐지하기 위해 각자의 활동을 감시 할 것이다. 

운전원의 수행도는 개인들이 발전소의 상태와 제어실 활동에 대해 공 

유하는 견해를 전개할 때 뒷받침 될 수 있다. 이것은 운전원들에게 발전소 

상황에 관한 유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서로에게 효과적으로 

발전소의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돕고 운전원들이 각자의 활동에 대해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활동의 조화를 돕고 오류를 탐지하기 위한 

운전원 수행도에 대한 감시를 돕는 HSI 특정들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 

Hutchins (1990)은 운전조 수행도에 도움이 되는 작업 환경의 세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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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의 수명성 - 이것은 각 개인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운전조의 직 

무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은 작업 환경의 배치로부터 생기며 (예를 들어， 

운전조 구성원들의 근접성) 도구의 개방성과 상호작용의 개방성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직무의 일부를 관찰 가능하게 함으로서， 다른 운전조 구성원 

들이 의도와 실행의 오류， 그리고 부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감시 

할수 있다. 

· 도구의 개방성 - 이것은 관찰자가 도구의 사용을 관찰함으로써 다른 운 

전원의 진행중인 직무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개 

방 도구는 관찰자에게 무슨 직무가 행해졌는지 그리고 가능한 함축적 의미 

에 대한 이해를 위한 맥락을 제공하는 문제 범위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그래픽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계통에 대한 모의 

제시)를 조종하므로써 수행되는 제어 직무는 (어떤 구성요소가 운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계통에 대한 효과를 보여줌으로서) 만약 키보드에 

의한 텍스트 명령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직무가 행해지는 것보다 

관찰자에게 더 유용할 것이다. 

· 상호작용의 개방성 이는 운전조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운전 

원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미한다. 상호작용의 개 

방성은 의사소통의 유형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조치나 

결정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 상호작용의 형식 (예를 들어， 불필요한 정보 

가 받아 들여 지는 정도)에 달려 있다. 상호작용의 개방성은 또한 다른 운 

전조 개인들에게 상호작용을 보고 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 환 

경 (예를 들어， 도구의 개방성， 관찰의 형평성) 의 특성들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는다. 

기존호기의 제어실 설계는 전형적으로 운전조 활동에 대한 관찰을 용이 

하게 해주는 넓은 수평 적 관찰을 제공한다(Stubler and 0 ’hara, 199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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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와이어드에 의한 제어기와 화면표시는 관찰자가 제어반에서 운전원의 

위치와 수행된 조치를 관찰함으로서 조치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어떤 발 

전소 계통이 관련되었고， 어떤 제어가 운전되었으며， 어떤 조치가 취해졌 

나)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된 도구”일 것이다. 상호작용은 대부 

분 제어실에서 다른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때， “개 

방적”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정보를 요구하고 결과를 유도하는 것과 같은 

실행들은 다른 제어실 운전원들에게도 운전 활동을 하는데 계속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HSI의 향상된 화면표시나 상호작용이 발전소 상태를 파악하는 운전원들 

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처럼 시스템 향상이 HSI 특징과 운전 방식을 

변화시키면 운전원의 수행도가 저하될 수 도 있다. 그 한 예가 개별 운전 

원 콘솔인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발전소에 대한 개별적인 

조망을 제공한다. 만약 다른 운전원들이 유사한 정보를 볼 수 없다면 조 

화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원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한 운전원의 판단기준을 다른 운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정확한 의사 

소통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콘솔이 제어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다른 운전원들은 자선들의 직무를 수행 

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조치들을 관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류 탐지 

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어 조치에 대해 계속 인식하고 오류 

를 탐지하기 위한 민감한 메카니즘이 상실될 것이다(Stubler and 0 ’Hara, 

1996b). 이와 관련된 예가 개인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운전원들에 

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 보조수단이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개인들이 발전소의 상황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 

머지 운전원들에게 복잡한 개념들을 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것 

이다. 

개선된 HSI의 물리적인 특징들 또한 운전원들의 수행도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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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어， line-of-sight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의해 직접 대면하 

는 의사소통은 손상을 입거나 새로운 장비는 운전원이 주요 운전 제어반에 

서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뒤 

쪽 제어반을 감시하는 것) 운전원들의 조화를 손상시키는 HSI의 다른 특징 

은 말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 소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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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차세대 주 제어질 운전조 구성 연구 

(NUREG/CR-IA-0137 A study of Control 
Room Staffing Levels for Advanced 

Reactor에서 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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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3 수행도 측정 

운전원의 규모(적정 인원 수)와 발전소 유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도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첫 번째 이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는 첨 

단 발전소의 특징(수통형 발전소 성능， 요구된 운전원 활동， 인간 계통 언터페 

이스) 또는 감축된 요원과 관련된 안전성 현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는 

재래형 발전소과 첨단 발전소에 대한 운전 중 환경적 특징을 다루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현안사항은 첨단 발전소와 재래형 발전소의 운전원 수행도 비 

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첨단 발전소의 어떤 기준으로부 

터 운전원 수행도가 재래형 설비의 운전원에 의해， 상이한 제어실의 운전원에 

의해， 발전소 유형과 운전원 규모에 의해 저하되고 있다면 관심을 갖고 고려 

사항들을 보증하여 야 한다. 

두 번째， 운전원 수행도의 측정은 상이한 운전원과 운전 환경의 변화 

에 따라 민감하게 나타낸다. 그것들은 모의된 비상운전에서 발전소를 관리하 

기 위하여 운전원 능력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취득한 측 

정은 운전원의 객관적 Cobjective) 수행도과 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문맥상 요인 

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원의 감축은 운전조에서 잉여 운전원을 가 

질 수도 있고 그러한 감축의 영향은 수행도를 저하시키고 있는가에 관한 평가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측정은 운전원과 운전원의 수행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 개의 메트릭스는 운전원 수행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한다 : 순간 

완화 활동에 대한 운전원의 관리를 지시하는 객관적 수행도 ; 운전원 수행도 

명점; 상황 인식 ; 운전원 작업부하 ; 운전조 상호작용. 이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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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객관적 수행도 

시나리오에서 운전원의 관리를 지시하는 모든 자료들은 수집되어야 

한다. 중요한 직무들은 각 시나리오(수동 원자로 정지， 가압기 맹각)의 직무 

분석과 연구 그리고 실험동안에 취득하게 될 각 직무들의 개시 시간에 대하여 

시율레이터 수행하기 전에 도출되어야 한다. 발전소 변수들은 시율레이터로 

부터 기록되고 향후 분석을 위해 저장되어야 한다. 시물레이터 사건은 중요 

사건 계통 목록(예; 원자로 보호계통 신호， 가압기 가열기 작동 등)， 자동 및 

수동계통 작동， 경보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게다가， 각 운전원 수행에 대한 

오디오-비디오 기록은 향후 평가를 위해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어야 한다. 

직무 개시 시간들은 각 시나리오(수동 원자로 정지， 가압기 냉각)의 

직무분석과 연구에 대하여 시율레이터 수행하기 전에 도출되어야 한다. 발전 

소 변수들은 시율레이터로부터 기록되고 향후 분석을 위해 저장되어야 한다. 

시율레이터 사건은 중요 사건 계통 목록(예; 원자로 보호계통 신호， 시율레이 

터 강사-개시 실패와 고장 등) , 자동 및 수동계통 작동， 경보(축압기 수위가 

저수위 또는 증감 경보， 중요 기능 경보 등)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각 

운전원 수행에 대한 오디오←비디오 기록은 향후 평가를 위해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어야 한다. 

Loviisa 발전소의 감독자(SRO)는 시나리오， 발전소 변수 자료로부터 

사건기록을 활용한 운전원의 수행도 그리고 시나리오 동안 운전원 수행에 대 

한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주어진 절 

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3가지의 직무를 도출하였다: 공고 

(announcement) 및 주지 (notification) , 중요 직 무 완료， 안정 과 냉 각. 다 

섯 개의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운전원들에게 공고 및 주지를 표준화 

하도록 요구하였다. 시율레이터 강사는 운전원에 의해 요구된 공고 및 주지 

를 기록했다. 각 시나리오는 완수해야 할 중요 직무들이 분산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직무가 SGTR(증기 발생기 세관 파열) 시나리오에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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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증기 발생기 격리”라고만 되어 있었다. 안정과 냉각 직무들은 각 시나리 

오를 성취하도록 유사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가장 잘 성취 

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들은 시나리오마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목표 

는 동일하였다. 

하부-직무의 목록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직무 그룹별로 구별 

되었다. 예를 들면， 요구된 요청의 목록은 공고 및 주지를 위하여， 운전 절차 

서(예; 비상 조직 활성화)， 기술 사양서(예; 안전성 당국에게 주지에 대하여 요 

청)， 그리고 시나리오-상세 요건(예; 소방요원 동원 둥)， 공고 및 주지에 대한 

각 운전원의 수행도는 이러한 목록에 비유할 수 있다. 만약에 운전원이 요구 

된 요청이 있다면， 그들은 요청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요청을 받은 운전원을 

위하여， 몇 가지 공지 및 주지들은 적절한 방법(예; 화재 주지)으로 만들어져 

야 한다. 적합한 시간에 만들어진 유일한 요청은 믿을 수 있다. 모든 운전원 

의 수행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운전원 각자가 업수한 점검들은 접수가 있고 

운전원은 득점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직무 완결성에 대한 분석은 다르게 수행되어 졌다. 각 시나리 

오에서 많은 직무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필요한 직무들은 각 시나리오를 개시 

하는 사건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일부 직무들은 완 

료될 필요가 있었다(예; 펌프를 멈춤);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이내에 완 

료될 필요가 있었다(예; 넘치기 전에 밸브를 닫음); 어떤 경우는 제어될 발전 

소 파라미터를 요구하였다(예; 고갈이 된 후에 중기발생기가 안전하게 충수). 

완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직무들이 완료된다면 점검표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는 직무들은 사건의 발생과 적절함을 근거 

로 평가되어야 한다. 복잡한 제어 조치가 요구되는 직무들은 발전소 파라미 

터의 공정 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보다 질적인 평점을 준다. 공정 전문가는 

운전원이 안전범위 이내에 파라미터(예; 핵 비퉁 이탈 여유도 둥)를 유지하기 

위해 발전소를 제어하였음을 확신하는 파리미터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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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나리오는 발전소나 사건을 완화하는 제어실 운전원의 능력에서 

여러 다른 상황이 놓이게 된다. 어떤 시나리오는 일차 계통에 과열을 초래되 

었고 마침내 부적절한 노심 냉각(급수 상실 시나리오 둥)으로 된다. 어떤 경 

우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증기 발생기가 넘치게 되고 증기 발생기 안전 밸브 

의 열림 고착과 더불어 외부 전원 상실)의 과냉각을 초래한다. 다른 시나리 

오들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재고량 손실， 환경에 방사성 누출， 외부 사고(증 

기 발생기 안전 밸브의 열림 고착과 터빈실의 화재)가 두개의 호기에 동시에 

일어나 장비의 이용성과 운전성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필요한 

완화 조치들은 각 시나리오마다 상이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들은 사고를 완화하고 장비 와 장비 고장에 추가적 인 상황을 방지 하기 위 해 

도출되어야 한다. 운전원 수행도는 이러한 조치의 성취와 관련하여 평가되어 

져야 한다. 

안정과 냉각 직무들은 중요한 직무 완료와 유사하게 평가되어져야 한 

다. 시나리오의 모든 것은 운전원이 발전소 교란 상황으로부터 고온대기나 

원자로 정지 상태까지 운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요한 

신속 특정 사고완화 직무로부터 시간이 보다 요구되는 안정화 활동까지 변화 

에서 운전원은 많은 발전소 상황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성과 

보조계통에서 냉각률， 비둥점 여유도， 재고량 수준， 그리고 차압은 장비나 계 

통에 의도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된 운전 범위 이내에 유지하 

도록 되어야 한다. 발전소 파라미터와 사건 기록은 안정화 활동이 시작되고 

이러한 직무들이 어떻게 잘 성취되는 가를 결정하도록 고찰되어야 한다. 각 

시나리오가 완료되어져야 하는 특정 직무들은 도출되어야 한다. 운전원은 그 

들이 직무들을 완료하거나 실패하던 간에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가중 

치는 그들이 여러 중요한 발전소 파라미터를 제어하는데 질적인 관점에서 주 

관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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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운전원 수행도의 명점 

운전원 수행도 평점 (rating) 기법은 운전원이 다양한 차원(dimension) 

들에서 어떻게 잘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운전원들을 평가하 

는 차원들은 발전소 성능의 제어를 유지하고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 이러한 평점 기법은 원자력 발전소 제어실 운전원의 수행도에 적 

용되었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Hanson et 머， 1987). 공정 전문가는 4개의 차 

원으로 운전원의 수행도를 평가하였다; 혜결 행로， 발전소 제어， 대화， 신뢰. 

이러한 차원들은 발전소 성능 제어를 유지하고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조치의 

형태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결 행로는 올바른 완화 절차서의 선정 

과 사건을 인식하는데 있어 운전원의 활용 시간에 달려 있다. 발전소의 제어 

는 상태변화 분석과 안전성 장비를 시도하였던 범위에서 운전원의 입증된 이 

해에 달려 있다. 대화는 과도변화 완화를 용이하게 하는데 운전원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신뢰는 운전원이 지체없이 과도변화 완 

화를 종결하는데 있어 용이함과 그들의 조치 및 결정에 따른 확신에 대한 자 

체 의견에 달려 있다. 자격이 있는 운전원 시험 수행자는 운전원 수행도의 

과거 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차원들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 기법은 운전원이 차원들을 어떻게 잘 수행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훈련된 관찰자와 지식의 관찰을 사용한다. 운전원이 시나리 

오를 종료한 후에 즉시 공정 전문가들은 운전원 수행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고찰에서 평점을 매기는 공정전문가들은 발전소 운전과 발전소 안전성에 지식 

이 있는 공학자와 자격이 있는 두 명의 SRO가 참여하였다. 각 차원은 1-10 

크기로 평가하였고， “1" 은 가장 나쁜 수행도 그리고 “10"은 이상적인 수행도 

로하였다. 

피드백 루프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서 주어진 지점의 공정처 

리 상태를 이해하고 제어 활동의 종류와 필요성을 결정하고， 향후 공정처리의 

상태를 예상하는데 필요하다. SA(상황인식)는 이상적인 수행도를 위해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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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Endsley， 1990). 정보처리 상태(예; 좋은 상황인식을 

갖춤)를 이해하는 것과 적합한 제어 조치를 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많은 경우에 의사 결정은 운전(예; 절차서， 기술사양서， 동)을 위한 규정된 요 

건과 더불어 균형 있는 경제성 목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상황 인식은 의사 

결정에 입력으로써 요구되지만 안전성과 효과적인 수행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지식의 종류와도 결합되어야 한다. 

운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때 상황 인식을 위한 펼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상상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고 있으며 모든 상황 

을 예견하기 위하여 비상 운전 절차서(EOP)의 적합성을 확신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는 능동적 상황 인식이 EOP 활용의 한 

부분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절차상 결함을 찾아내고， 정보의 중요성을 

탐지해 주고， 절차서 자체에서 밝혀지지 않는 문제점과 상황을 도출해 준다. 

절차서는 예견할 수 있는 사건을 위해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하고 있지만 절 

차서 실행은 절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특히， 드물고 희귀한 상황(예; 

사고)동안에 중요한 계획과 상황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SA 평가 방법론들은 항공사에서 웅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본적 

평가이고 새로운 지원계통의 설계개발을 위한 주요 설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SA는 조종사 지원계통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되고 있으며 사실상， 이것 

은 항공기 상태에 대하여 향상된 이해도를 조종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SA 

는 운전원에게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복잡한 계통 설계의 

평가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원자력 정보처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제어실 자동화에 있어 변화는 기계 계통에 증가된 기능할당을 보여 

주고 있거나， 인간-계통 인터페이스에서 변화는 운전원 상황인식에 영향을 주 

고 있는 정보의 집중과 제어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영향은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가 운전원에게 표시하는 방법은 운전원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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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취득할 정보량의 증가로 인해 SA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것은 정 

보처 리 측정 의 개 선 된 통합방식 을 통하여 오류(misunderstanding)를 감소시 킬 

수도 있고， 그리고 발전소와 공정에 대한 운전원의 이해는 보다 일치된 방법 

으로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첨단 발전소에서 개선된 계측제어 계통은 여러 가지 자료로부터 종합 

된 정보에 의해 또는 공정처리 중 교란된 정보(예; 경보 여과 설비)로부터 운 

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양을 감축함에 의해서 SA을 지원할 수도 있다. 개 

선된 정보 표시와 적은 작업부하(예; 기능 할당 둥)는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원 

이 보다 여유 있는 수행능력의 결과로 나타낸다. 이런 여유 있는 능력은 운 

전원에게 필요한 시간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인식을 유지 

하게 한다. 그러므로 첨단 제어실 설계의 장점에 하나는 운전원 SA를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0’ Hara， 1990). 그렇지만， 연구에서는 이런 기대에 관 

해 평가를 한 적은 없다. 

증가된 자동화는 SA를 유지하는데 문제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자 

동화 정보처리에 보다 큰 기능할당은 운전원에게 자동화 계통의 기능을 이해 

하는데 운전원의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이기도 하다. 즉， 그들의 정신 모텔은 

발전소와 정보처리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올바르게 결합하여 자동작동을 설명 

하는데 필요하다(Starter & Woods, 1995). 다른 산업체에서 많은 사고들은 

대변동 결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동계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발생 

되고 있다. 

증가된 자동화는 운전원을 제어 루프로부터 제외시킨다. 따라서 운 

전원의 부하가 감소하는 반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게 된다(운 

전원은 자동계통에만 의존하는 경향). 운전원 수행도는 계통 수준이나 자동 

오류를 감지하기 위한 능력을 감소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자동화 환경에서 

저하되고 있고 적절한 수동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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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 저하는 운전원 감시의 실패 시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숙련도 실패， 

자동 계통의 고장(자가 예; 점검 또는 진단 정보)에 관하여 해당 정보를 운전 

원에게 제공하는 자동계통의 고장 등 많은 인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SA에 영향을 주는 몇 개의 인자들은 재래형과 첨단 발전소 사이에 다 

르게 작용하는 것 같다. 상황 인식은 제어실의 운전조 변화， 정보표시와 제어 

에 대한 기술력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 발전소 제어실에서 운전원들 

은 운전 조(te하n)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어떤 경우에 운전조는 할당 

된 업무(예; 원자로 운전원 터빈 운전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Endsley가 지적한 대로， 대화와 개인들끼리 SA-관 

련 정보의 공유는 운전조가 SA를 성취하는 것은 물론 책임-특정 SA를 취득 

하는 각 개인을 위하여 중대하다. 운전조 상호작용 처리는 각 개인의 상황인 

식이 어느 형태를 갖추었는가에 대한 수단을 제공한다(Salas ， 1995). 

운전조 구성의 변화는 상황인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일반적인 운전원 

수준으로부터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과 잔여 운전원을 요구는 증가된 작업부하 

을 수반한다는 것은 운전원 SA에 영향을 준다. 게다가 운전조 정보처리 및 

작업부하 인자들은 제어실 운전전에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SA에 영 

향을 주는 것이다. 

Endsley(1993)는 몇 가지 연구에서 입증한 대로， SA와 작업부하는 여 

러 방법에서 다르지만 작업부하는 SA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낮은 작업부 

하와 더불어 운전원은 지루함으로 주의 부족， 감시의 문제점， 낮은 SA를 갖는 

다. 그렇지만， 만약에 운전원이 환경에서 낮은 작업부하로 정보를 취득을 하 

고 정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면， 운전원은 높은 SA를 

갖게 된다. 높은 작업부하 상황에서 운전원은 직무에 지나친 부하 때문에 낮 

은 SA를 갖게 될 것이다. 다른 직무에서 경험한 운전원 작업부하의 차이점 

은 정상 운전조와 최소 운전조 사이에 상황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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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g et al. (1994)에 개발된 기법인 상황인식 제어실 목록(SACRI) 

은 상황인식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SACRI의 문제점은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실에 관련하여 특정하게 선택한다는 것이고， 상이한 공정 파라미터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야 한다. 각 관리는 18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6개 방법으로 

분류된다. 질문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하여 물어보고 일차(예; 원자로 냉각 

재 계통)와 이차(보조설비 계통) 파라미터 사이에 분류하였다. 3개의 질문은 

각 그룹에서 조사되고 질문은 균등하게 분배된다. 

SACRI에서 활용된 질의사항들은 다수-선정 양식이다. 질문의 형태 

에 따라 3개 또는 6개 가능한 답이 제공된다. 만약 증기발생기의 압력과 같 

은， 하나의 파라미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증가， 감소， 동일과 같은 3개의 

답이 주어진다. 반면， 증기발생기의 수위와 같은 다중의 파라미터에 관한 질 

문에 대해서는 6개의 답이 표시된다: 한 개만 증가， 한 개 이상 증가， 동일， 

한 깨만 감소， 한 깨 이상 감소 , 양방으로 흐름. 참석자들은 파라미터 그 

룹이거나 단일 파라미터에 대한 발전소 상태를 특성화하는데 그들이 최대로 

느낀 답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목록에 둥급을 주기 위하여 운전원들의 답변은 주어진 시간 간격 동 

안에 적용한 발전소 파라미터와 비교를 한다. 시율레이터 자료는 사건과 변 

수 입출력에 따라 수집하게 된다. 운전원과 시율레이터 강사 조치가 발생(자 

료 수집 기깐동안 시율레이터를 잠시 중단함)될 때 사건 입출력은 기록된다. 

변수의 입출력은 시나리오 동안에 매 15초마다 공정 파라미터를 기록한다. 

변수 입출력으로부터 시율레이터 자료를 사용하여 SA 시험의 득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목록에 대한 올바른 답변의 자료로 제공한다. 시나리 

오 동안에 운전원으로부터 수집된 SA 목록은 그들의 웅답이 올바른 답변인가 

를 비교하여 득점을 매긴다. 모든 답변들은 4가지 유형의 하나로 특징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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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적 중(hit) ， 정 기 각(correct acceptance) , 달루(mÏss) ， 또는 오경 보 

(false al따m). 적중은 변화가 공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표시하고 운전원은 

올바르게 이 변화를 인식한다. 정기각은 공정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지시하고 운전원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올바르게 주지한다. 탈 

루는 공정에서 변화가 발생되지만 운전원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을 의미한다. 오경보는 공정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운전원은 변화가 발 

생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등급에서 몇 가지 모호한 것이 발생되고， 따라서 

보다 상세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에 운전원은 변화 

가 발생한 것으로부터 주지를 하지만 변화가 나쁜 방향(예; 공정 파라미터는 

증가되었고 운전원원 감소로 알고 있다)으로 인식할 때 대답은 탈루로써 특징 

지을 수 있다. 

상황인식 평점은 많은 올바른 웅답을 근거로 계산되어야 한다. SA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공식은 부록 D에서 설명하고 있다. 두 개의 측정치들은 

계산된다: 정보 흐름과 웅답 성향의 탐지에 운전원 민감도. 민감도와 응답 

성향 명점은 일차측， 이차측， 전부(일차측과 이차측)를 위해 계산된다. 매 

질의사항이 관리될 때 이들 6개의 평점은 계산된다. 자료분석은 전반적으로 

민감도 측정만을 사용하고 민감도 측정은 운전원이 전체 공정의 상황을 어떻 

게 정 확하게 평 가하는가를 지 시 해 준다(Hogg et al., 1994). 

2.3.1.4 작업부하 

작업부하는 특히 원자력 발전소 제어실과 같이 복잡한 계통에서 인적 

오류 및 작업부하의 영향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 어떤 작업부하의 양은 운 

전원과 설계자에 의해 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어떤 작업부하의 양은 운전 

원이 공정 제어 계통에서 공정상태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만약 작업부하가 

수준 이하라면 운전원에게 적은 자극이 되고 부주의로 인해 감시를 놓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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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상황이 방해를 받는다면 운전원은 저하된 수행도의 원인
을 밝혀야 한 

다. 또한， 과부하된 운전원들은 일반적으로 직무의 요구와 자원들이 
일치되지 

않을 때 수행도 저하를 겪는다. 어떤 숙련된 운전원은 과부하된
 직무상황에 

서 수행도가 저하될지라도 시간 초과 없이 일시적으로 수행을 성공
할 수도 있 

다. 이러한 두 개의 극단적인 직무사이에는 운전원에 알맞은 최
적의 작업부 

하가 존재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 계통은 보다 자동화되기 때문에 운전원
 작업 

부하는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합리적인 것 같다; 운전원
들은 자동화 

계통들이 보다 많은 기능을 할당되었으므로 적게 움직이게 된다.
 그렇지만， 

반대 영향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운전원들은 수동적인 태도와
 더불어 계 

통을 이해하는데 보다 높은 정신적 모댈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계측제어 계 

통의 변화에 따라 운전원과 계통과의 상호 작용에서 새로운 형태
의 인적 부하 

가 발생하게 된다. 재래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전원의 물리적 
능력과 원동 

력을 이용하는 어떤 활동들은 첨단 발전소에서 운전원의 지각 및 
정보 공정처 

리 기능으로 옮기게 한다. 첨단 발전소에서 전반적인 부하는 감
소되고 있지 

나 ，몇몇 인지적 활동에서 작업부하가 높아질 수도 있다. 

부하와 수행도의 관계는 선형(직선)적이지 못하거나 전적으로 예
측할 

수 있다. 부하는 파괴 점 (breaking point)까지 증가할 때 운전원 수행도는 변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수행도는 악화하게 된다 

(Bergstoem, 1993) , 부하의 결정론과 인간 수행도에 부하의 중요성을 요약하 

는데 있어， Huey와 Wickens(1993)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어떤 경우에 인간 한계는 열악한 설계된 제어기， 표시기， 자동 하부계 

통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명확하다. 또 다른 경우
에 직무 

는 순간이거나 확장된 기간에 운전원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그
들의 한 

계를 불구하고 인간은 현저하게 융통성， 적웅성과 탁월함이 있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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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적 오류나 부적절한 정보 계통을 위해 보상하고， 개선하고， 새로운 

상황을 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친숙하고 미숙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 

고， 그리고 경험을 배운다. 그렇지만， 극단적 요구와 지나친 행위의 결 

과는 복잡한 계통에서 중요한 작업부하를 부과시킨다/1 

작업 부하와 수행도에 관한 많은 고려는 작업부하에서 낮은 것으로부 

터 높은 작업부하의 갑작스런 변화가 수행도에서 가장 현격한 저하를 보여준 

다는 것이다(Kantowiz & Casper 1988). 부하와 수행도 사이에 관계성 관점 

은 첨단 원자력 발전소 제어실 평가를 위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고찰에 

대하여 검토한 첨단 발전소에서， 정상 출력 운전동안에 많은 운전들이 자동화 

가 될 것이다. 운전원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때 작업부하의 갑작스런 

증가는 수행도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 

NASA TLX(Task Load lndex)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여러 연구에 

서 검증되고 있는 주관적 작업부하 측정 기법이다. 이 기법은 다른 주관적 

측정 기법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복잡한 계통에서 

활용하는데 적합하다. 

NASA TLX(Task Load lndex) 주관적 작업 부하 평 점 척 도는 이 연 

구에서 운전원 작업부하의 측정을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NASA TLX은 작 

업부하의 6개 구성요소로 측정된다: 정신적 요구， 물리적 요구， 한시적 요구， 

수행도， 결과， 그리고 좌절감. 운전원은 각 구성요소 대해 작업부하를 평가 

하는 척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평점 척도는 “0"은 “작업부하가 없음”이고 

“100"은 “가장 높은 작업부하“로 하여 “0"에서 “100"까지 되어 있다. 참석자 

들은 시나리오를 중단하기 전까지 수행한 시나리오 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이 

다. 

주관적인 작업부하를 분석하기 위하여 6 가지에 대한 작업부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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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평점은 평균된다. 모든 6가지 평점 척도는 동일하게 가중치를 준다. 

수행도는 하부-척도의 하나로써 평균치로 변환된다. 이것은 다른 작업부하 

척도가 일반적으로 O 표시 “작업부하 없음”에서 100 표시 “극단적인 최대 작 

업부하”로 보여 준다. 그래서 대부분 척도에 대하여 보다 낮은 점수는 보다 

바랍직하다. 그렇지만， “수행도” 척도에서 보다 높은 접수가 보다 바람직하 

다. 낮은 접수는 열악한 지각 수행도를 표시한다. NASA TLX 평점 척도가 

만들어지고 이 방법에 대해 검증이 된 후에 이러한 형태가 운영되고 있다. 

2.3.1.5 운전조 상호작용 

첨단 발전소의 대부분 사업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전한 

발전소를 운전하는데 몇 명의 운전조로 구성하는지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작업을 수행 중에 있는 운전조을 관찰하고 있다. 운전조에서 1명 또는 2명의 

감축은 제어실 자원에서 중요한 축소을 의미한다. 운전조 결정의 적합성에 

관한 절대적인 참조 기준은 운전원들에 대한 수행도이다. 운전원 수행도는 

제어실 직무들(예; 절차상 직무)에 대한 필요한 주관적인 수행도 뿐만 아니라 

업무 협조에서 운전원들이 어떻게 서로 잘 수행하는지， 목표와 목적을 전개하 

고， 외부 제어실에 다른 요원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운전원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전조의 일원으로써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는 복잡한， 동적인 계통에서 운전조 상호작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Coury & Terranova, 1991). 운전조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는 복잡하고， 동 

적인 계통， 그리고 진단 실패를 제어하는데 각 개인 보다 운전조의 협조가 보 

다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각 개인 보다 좋은 운전조원의 통제 편차는 제 

어를 성취하기 위하여 보다 적은 조치행위가 요구되고， 개인보다는 모아진 정 

보에 서 보다 효과적 이 다(Hooper， Coury & Teπanova， 1991). 

그렇지만， 운전조 상호작용은 어떤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운전조 작 

업상황에서 개인 요원들은 다른 사람이 수행한 작업내용을 확인 없이 신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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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족하게 된다. 운전조원들은 서로 충돌이 발생되지 않고 그룹의 단합을 

교란하지 않도록 운전원들은 잘못된 정보를 수용하는데 있어 몹시 한곳에 밀 

착하거나 습관된 생각에 의존하여 상황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다. 많이 숙련 

된 개인들은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룹 정보처리는 느리고 방해가 되고 각 개인의 욕구불만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한 문제점은 운전원 직무와 인간의 계통 의존성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한다. 

재래형과 첨단 제어실과 차이점은 운전조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었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재래형 제어실에서 전형적인 작업 공간은 첨단 제어 

실 보다 물리적으로 지역을 넓게 차지한다. 원자로 운전원와 보조 설비 운전 

원 사이에 보다 넓은 공간과 책임구역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 

게 된다. 반면에 책임구역은 첨단 제어실에서도 동일하지만， 운전원들은 보다 

좁은 공간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있다. 물리적으로 근접한 작 

업공간은 운전조 상호작용을 지원해 준다. 반대로， 어떤 첨단 제어실 설비들 

이 운전조 수행도를 나쁘게 만든다고 한다. VDU 기반 계통의 작업은 외부 

주위나 정보를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VDU 계통에서는 운전원의 주의 

(attention)가 좁고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터널 직감 

(tunnel vision)현상은 몇 가지 활동(예; 메뉴나 계통 순항정보로 찾을 때)에서 

발생되고 열악한 운전조 상호작용과 수행도 사이에 운전원들과의 대화 부족으 

로 비롯된다. 

운전조 상호작용은 제어실 운전원의 수행도 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직 

무 부하， 운전조， 제어실 설계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 

다. 몇 가지 측정 기법은 운전조의 상호 작용에 대한 질적인 면을 평가하는 

데 개발해 왔다. 이들 측정 기법들은 대화와 운전조의 다른 관점에 대한 평 

점을 활용한다. 행위 집착 평점 척도(BARS)는 시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 

니라 운전조 상호작용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실제적인 운전원 상호작용 차 

326 



원(dimension)들은 다른 연구에서 여러 형태로 평가되었으나， 그것들은 일반적 

으로 운전조의 행위(예; 대화， 협조， 직무 조정， 운전조 정신력， 직무의 집중력 ’ 
과 적웅력， 둥)라고 할 수 있다. 

운전조의 상호작용은 경험이 있는 발전소 요원과 함께 개발한 BARS 

를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 측정되었다. 5개의 행위적 분류는 운전조의 상호작 

용을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다: 대화， 개방상태， 직무 협조， 운전조 정신력， 직무 

집중 및 유지， 의사 결정. 이들 차원에 대한 각각의 특정 행위들은 과거 연구 

로부터 얻었던 유사한 차원(Glickrnan et al. , 1987)을 활용하였다. 각 차원은 

가장 낮은 점수언 1부터 가장 높은 접수인 7까지 구분된 척도로 평가되었다. 

평점 형태에서 긍정과 부정적 행위의 예는 참조 목적을 위하여 평가자에게 제 

공되었다. 평가자는 그들이 운전원의 수행도를 관찰한 대로 그것들과 함께 

이들 예 (example)를 들어서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운전원으 

로서 평가되었다. 어떤 운전원은 특정 차원에서 고 득점을 이끄는 행위를 보 

여 주었고 반면에 다른 요원은 동일한 차원에서 하위 득점을 얻는 행위를 보 

여 주었다. 그러한 상황들은 운전원을 위한 행위 분류에서 중간 값으로 처리 

할수 있다. 

작업부하 자료와 더불어 5개의 운전조 상호작용 척도는 운전조 상호 

작용의 전반적인 평점들을 획득하여 평균을 한다， 모든 BARS 척도들은 보다 

높은 득점은 보다 희망적인 운전조 수행도를 보여 주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반 

전은 필요 없다. 그리고 내부 평가자 신뢰도를 점검한 후에， 득점들은 평가자 

를 통해 평균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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