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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 평가에 관한 연구 

11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I그 --....... 

향후 건설될 차세대 원전의 인간-기계 연계 계통의 기술적 특성에 획기적인 변 

화가 예상된다. 차세대 원전의 개량형 제어실에서는 종래의 계기판이나 조작장치 

들 대신 다양한 정보표시장치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이 이루어지므로 개 

량형 제어실에서의 운전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여 인간-기계 연계 평가방안이 정립 

되어야 한다. 특히， 각종 계통의 상태를 알려주고 디지럴 제어장치를 조작하기 위 

해 운전원 그룹에게 정보표시장치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에 대 

한 다각적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기술로 

서 개량형 주제어실의 인간-기계 연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대상의 범위를 전산화절차서로 설정하였고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전산화절차서 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가 새로이 개발된 평가방법을 활용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에 필요한 

준비를 최소화하고 평가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지원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원시스템의 시작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는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HMI를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여 

러 원전에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의 성과를 높 

이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당해 연도의 연구목표는 두 가지로 첫째， 차세대 원전의 개량형 주제 

어실에서의 인간-기계 연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원시스랩의 시작품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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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당해연도에는 1차연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량형 제어실에서 사용할 전산 

화 절차서의 표시체계를 조사하고， 운전원 그룹의 업무수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전 단계에서 개발한 분산형 GOMS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며， 전산화 절 

차서에 관한 평가방볍을 정립하고， 정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향후 활용될 

평가지원시스템의 시제품에 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첫째， 개발 중에 있는 전산화 절차서의 표시 체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류 절차서와 전산화 절차서의 차이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그 차이가 원전 운전 

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였다. 전산화 절차서는 서류절차서의 문제점을 상당히 극복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화면에 절차서를 보여주므로 몇 가지 단점 

을 안고 있으며， 서류 절차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현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안들에 대해서는 전산화 절차서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주의를 요한다. 

둘째， 전 단계에서 개발한 DGOMS를 전산화절차서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를 조사하였다. DGOMS는 서류절차서에 적용하여 그룹 차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 

하는데 활용된 적이 있어서 전산화절차서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셋째， 현재 시점에서는 지침서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침평가 방안을 정립하였다. 여러 기관이나 연구결과에서 

발표한 전산화절차서 평가 지침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지침은 전산화절차서의 

설계 과정에 대한 평가 지침과 설계물에 대한 평가 지침을 포함한다. 

넷째， 지침 평가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지원 시스랩을 설계하였다. 지원시 

스템은 평가 항목， 평가 지침， 지침 근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웹 기반 시스템 

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IV . 연구개발결과 

당해 연도의 연구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류절차서 (paper-based procedure)는 정보 표현 방식이 제한되는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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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반해， 전산화절차서는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상세 

수준을 운전원의 필요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공정변수 값을 제시해주므 

로 운전원이 업무를 더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공정변수 값을 설정치와 비교 

하거나 계속 수행중인 단계를 기억하여 표시해주므로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력이나 전반적인 인지 부하가 감소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산화절차서 

의 단점은 종이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화면장치에 보여주고， 제한된 화면 크 

기로 인해 순항(naviga디on)이 필요하며， 발전과장이 RO와 TO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었던 업무 수행에 관한 feedback 정보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전산화 

절차서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은 다음과 같다. 그룹 성과 측면에서 

전산화 절차서가 운전원의 역할， 팀원，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고， 

상황 인식 (situation awareness) , 반응 계획， 운전원 오류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전산화 절차서가 작동 불능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DGOMS 평가방안은 그룹 성과 측면에서 전산화절차서가 운전원의 역할， 

팀원，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DGOMS는 평가자 

가 운전엽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연계 방식에 익숙한 운전원들을 확보 

할 수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전산화 절차서는 개발 중에 있어 아직 익 

숙한 운전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은 전산화절차서가 안정적이지 않 

아서 당해연도에는 DGOMS의 적용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현 시점에서는 지침에 의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여 

러 기관의 지침서를 바탕으로 전산화절차서의 설계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설계된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평가를 모두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기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침이 아직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확인 및 검증(V&V) 

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평가하고 확인 및 검증을 통해 발견되는 사항들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전산화절차서의 지침 평가 지원시스템은 평가 항목， 평가 지침， 지침 근 

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웹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평가 항목은 

전산화절차서의 바람직한 특성과 운전원의 주관적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으로 구성한다. 평가 항목은 지침 근거와 연결하여 평가자의 지침 적용을 수월하 

게 하며， 평가 결과를 기록하여 해결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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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차기연도에는 당해연도의 연구결과로 제시한 지침 평가방법을 실증적으로 검증 

할 계획이다. 서류절차서 지침 중에서 전산화절차서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추출하 

고， 현존하는 전산화절차서 지침과 종합하여 개량형 제어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전 

산화 절차서 평가 지침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리된 평가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시범적인 업무를 두 개 정도 선정하여 운전 

원들이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평가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시스템의 설계결과를 기반으로 시작품을 완성하여 실증적 평가 시 

에 시험적으로 활용하면서 보완할 계획이다. 지원시스템은 평가자가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GU1를 가진 객체 지향형으로 만들 예정이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과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발 도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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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Evaluation of Inforrnation Display at Advanced Main Control Room 

11. Research Purposes and Necessities 

We expect significant changes in HMI at the advanced MCR of KNGR. 

Instead of an머og indicators and manual switches or levers, KNGR plans to 

utilize various display devices and computerized HMI. The operating crew will 

be given a lot of inforrnation on display devices in order to inforrn the system 

states and control digital 1 & 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irst to develop an HMI evaluation method 

as a part of regulation technology for the safety of KNGR. The evaluation 

method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ng tasks in the 

computerized MCR. This study focuses on CBPs(computer-based procedures) 

among new HMIs, since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and issues in relation to 

computer-based procedures. 

The second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ign a support system for 

evaluators. The evaluators would spend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effort 

for an evaluation, although they have an evaluation method to be applied. 

Thus, they need a support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CBPs. On the basis of 

the requirements identified last year, we have designed a prototype of the 

support system. 

In summa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method for CBPs and to design a prototype of the support system for 

eval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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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Research Contents and Scope 

This year we survey characteristics of computer-based procedures, check 

the applicability of Distributed GOMS technique, establish an evaluation 

method, and design a prototype of a support system for evaluators. 

First, from the literature survey we collect the differences between 

PBPs(paper-based procedures) and CBPs. We summarize the problems with 

PBPs. Although CBPs have many advantages over PBPs, they have some 

drawbacks since CBPs show the information on display screens instead of 

papers, and generate some new issues that have not been raised with PBPs. 

For the new issues, we need to be cautious because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effects of CBPs and there is no conc1usive answer yet. 

Secondly, we check the applicability of DGOMS to evaluate CBPs. DGOMS 

have been applied to PBPs before in order to evaluate the group performance 

of the operating crew. We have positively expected the applicability. 

Thidly , we select the guideline method for the evaluation, since at this point 

in time there is not any better altemative. We collect several guidelines from 

a few organizations and research papers that have published guidelines for the 

design of CBPs. The guidelines inc1ude both guidance for CBP design process 

review and guidance for CBP design review. 

Finally, we need to design for HMI evaluators a support system that can be 

utilized for the evaluation of both PBPs and CBPs, since it is not easy to 

carry out an evaluation task even though one has firm background on 

cognitive engineering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s. Our design is based 

on the requirements for the support system we identified last year. The 

support system has databases of evaluation items, guidelines for each 

evaluation item, and technical bases from which a guideline is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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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earch Results 

From this year’ s research, we have found the followings. 

First, PBPs have fundamental disadvantages because they can present 

information on1y in a fixed and sequential way. In contrast, CBPs can adjust 

the format and the amount of situation-specific information depending on 

operators' needs. CBPs can also provide plant parameters so that operators 

can perform their task more quickly than before. CBPs reduce the attention 

and mental workloads of operators by comparing actual parameter values with 

reference values. However, there are some drawbacks with CBPs: computer 

screens are not as readable as printed material; Operators need to navigate 

screen for the necessary information because of limited screen size; and the 

Shift Supervisor loses the feedback from operators' physical movement around 

the MCR. There are some issues on which current1y the performance effects 

of CBPs are not c1ear1y understood. Thus, we need to do research on these 

issues further. Some studies show that CBPs affect the role of the operating 

crew, communication among the members, and teamwork. 

Second, DGOMS is appropriate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CBPs on the 

role of the operating crew and communication. However, in order to apply 

DGOMS, the evaluator should have the domain knowledge of operation in 

NPPs, or some operators who have quite extensive experience with CBPs. 

Current1y, this condition cannot be met. Therefore, DGOMS is not applicable 

at this point in time. 

Third, we have conc1uded it would be better to employ the guideline method 

for evaluating CBPs. The guidelines should inc1ude both guidance for the 

design process and guidance for the design as a product. For th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in relation with CBPs, there is no firm guidelines that can 

be applied with technical basis. Thus, the evaluator needs to check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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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and validation efforts have been made for those unresolved issues. 

Fina11y, we have designed a support system for evaluating CBPs. The 

support system has databases that stores eva1uation items, guidelines, and 

technica1 bases of the guidelienes. Evaluation items include those for desirable 

feature of CBPs and those for subjective eva1uation by the operating crew. 

The support system w il1 facilitate the task of evaluators by linking evaluation 

items with technical basis and by providing features for recording and tracing 

the evaluation result and efforts for solving the issues identified. 

V. Practical Uses of Research 

This year we have compared CBPs with PBPs and suggested the guideline 

method for the eva1uation of CBPs. Next year, we are going to apply the 

guideline method empirically. In order to do that, we plan to combine 

guidelines that are originally suggested for PBPs but still applicable for CBPS 

and guidelines that are generated specifically for CBPs by institutions in 

relation with nuclear domain. 

After selecting two representative scenarios, we are going to observe the 

process of operations with CBPs. From these experience, we hope to find 

problems with the guideline method and improve the applicability. 

In addition , we are going to construct a prototype of the support system on 

the basis of this year' s design. We plan to utilize a tool in order to develop 

the prototype with high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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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대규모 복합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종 기술시스범을 사 

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인간은 

장기간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시스템에 관해 학습한 후에， 많은 인지적 노력 

을 기울여야 기술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과 기계의 연계가 전체 

시스템의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기술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제작하 

려면 인간-기계 연계 (HMI: Human-Machine Interface)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해 보아야 한다. 

대규모 복합시스템에서 인간의 활동은 인간-기계 연계 계통의 기술적 특성에 

의존하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러한 기술적 특성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운전원(발전과장， 

원자로 운전원 등)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는 아날로그 정보로서 그 예로는 온 

도， 압력， 또는 유량의 설정치와 측정치를 나타내는 계기판의 눈금과 지시침 등을 

들 수 있다. 운전원들은 주제어실내에서 움직이면서 각 계기판의 측정치를 읽고 

필요에 따라 스위치나 레버를 조작하게 된다. 

이에 비해， 최근 HMI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종래의 HMI 기술은 디지 

털 제어장치와 컴퓨터 기반 인터페이스 장치들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차 

세대 원전에서는 각종 계측제어 설비가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면서 

주제어실의 인간-기계 연계방식에서도 컴퓨터화가 진전되고 있다. 운전원들은 의 

자에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각종 계통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어지사를 내 

리게 된다. 이들 새로운 HMI 기술이 제공하는 장점들은 발전소의 신뢰성 향상， 

운전 성과， 안전과 운전원 작업 부하 감소 등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운전원과 기계 시스템간의 연계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운전 

원들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물리적 활동보다 인지적 활동의 비율을 증가 

시키게 된다. 기존 제어실의 운전 경험과 발전된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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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원전의 개량형 제어실은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의 

진전， 디지털 방식의 정보 표시 및 제어， 운전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시스템 

의 도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량형 제어실에서 새로운 HMI를 무턱대고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도입한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방식의 정보 표시 및 제어는 기존의 아 

날로그 방식의 계기나 제어판을 대체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대형판넬과 CRT 화변에 보여주어 감시와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운전원의 역할이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여파 

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렇게 변화된 개량형 주제어실에서 운전원들이 원자력발전 

소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보고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원전에서의 인간-기계 연계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 

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발생한 사건의 25% 정도가 인적 오류이 

고， 캐나다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증가추세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개량형 제어실에 

서 전산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얻은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 리 하였다 (OECD, 1998). 

1. 기존의 제어실에서의 운전팀 구성을 각 운전원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지 않고 개량형 제어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운전원에게 제공했던 상위수준의 지침은 운전원에게 부수적인 영향을 미쳤 

다. 운전원은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 기술시스템에 너무 많은 

신뢰를 두었다. 기술시스템의 논리와 운전원의 논리간에는 괴리가 있었다. 

3. 시율레이션 과정은 실제 제어실의 업무 수행과 차이가 있었다. 현장에서의 

관찰 조사가 필요하다. HMI에 관련하여 수집할 자료 피드백 등을 정의할 필 

요가 있다. 

또한. HMI의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개인의 차원에서 인간이 기술시 

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지 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원 

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복합 시스템에서는 그룹이 협동하여 기술시스템을 사 

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룹의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HMI 평가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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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개발 중에 있는 차세대 원전의 인간-기계 연계 체계 중 주제어실
의 정보표시 

체계는 시각정보표시( visual infonnation display) , 소프트제어 (soft contron, 전산 

화절차서， 경보시스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특성
을 파악하여 이 

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
로 지속적인 연 

구를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 전산화절차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국내 

원전의 전산화절차서를 평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향후 건설될 차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
기 위한 규제 

기술로서 개량형 주제어실의 인간-기계 연계를 평가하는 방법의 
일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차세대 원전의 개량형 제어실에서는 종래의 계기판이나 
조작장치들 대신 

다양한 정보표시장치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이 이루어지
므로 개량형 제 

어실에서의 운전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여 인간-기계 연계 평가방
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각종 계통의 상태를 알려주고 디지털 제어장치를 조작
하기 위해 운전 

원 그룹에게 정보표시장치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다각 

적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 대상의
 범위를 전산화 

절차서로 설정하였고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전산화절차서 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가 새로이 개발된 
평가방법을 활용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에 필요한 

준비를 최소화하고 평가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원시스템의 시작품올 개발
하고자 한다. 이 

는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HMI를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여 

러 원전에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건설될 원자력 발전
소의 성과를 높 

이 는 데 이 바지 할 수 있을 것 이 다. 

요약하면， 당해 연도의 연구목표는 두 가지로 첫째 차세대 원전의
 개량형 주제 

어실에서의 인간-기계 연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전산화절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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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의 시작품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 절 연구 범위 

차세대 원전의 개량형 주제어실의 정보표시체계를 구성하는 주 요소로는 시각 

정보표시장치， 소프트제어， 전산화절차서， 경보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평가 대상을 전산화절차서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연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 개량형 제어실에서 사용할 전산화절차서의 표시체계를 조사 

하고， (2) 운전원 그룹의 업무수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단계에서 

발한 분산형 GOMS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며， (3)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평가방법 

을 정립하고， (4) 정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향후 활용될 평가지원시스멈 

의 시제품에 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표시 체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류절 

조사하여 정리하고， 그 차이가 원전 운전에 미칠 

조사하여 서류절차서의 문제점과 전산화절차서의 장 

(1) 전산화절차서 표시 체계 조사 

개발 중에 있는 전산화절차서의 

차서와 전산화절차서의 차이를 

영향을 조사하였다. 문헌을 

점， 단점， 현안 사항을 정리하였다. 전산화절차서는 서류절차서의 문제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반면， 화면에 절차서를 보여주므로 몇 가지 

서류절차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현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단점을 안고 있으며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현안들이 있는데 전산화절차서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주의를 요한다. 

(2) DGOMS의 적 용 가능성 조사 

DGOMS는 연계 방식에 익숙한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절차서는 개발중에 있어 아직 익숙한 운전원은 찾아보기 

간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3) 전산화절차서 평 가방안의 정립 

적용할 수 있는데， 전산화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분 

것이 바람직한 것 

제시할 수 없는 

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정립하였다. 하지만， 아직 지침을 

현재 시점에서는 지침서를 중심으로 

으로 판단되어 지침평가 방안을 

5 



현안사항들도 상당수 파악되었다. 제기된 현안사항들에 관해 해
결책이 아직 제시 

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확인 및 검증(V&V)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평가하고 확 

인 및 검증을 통해 발견되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요
구할 필요가 있 

다. 

(4) 평가지원시스템 설계 

지침 평가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지원 시스템을 설계하였
다. 지원시스템 

은 평가 항목， 평가 지침 지침 근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웹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 4 절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평가방안의 정립과 지원시스뱀을 개발하는 과정을 병행
하여 진행한 

다. 평가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1차연도에는 계량형 주제어실의 정
보표시체계를 구 

성하는 주 요소인 시각정보표시장치， 소프트제어， 전산화절차서， 
경보시스템에 관 

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고 평가 대상을 전산화절차서로 설정하였
다. 

당해연도에는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평가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서
류절차서에 관 

한 기존 연구와 국외의 전산화절차서의 사용을 보고한 문헌을 조
사하여 서류절차 

서의 단점， 전산화절차서의 장단점과 전산화절차서에 관해 제기
된 현안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중인 전산화절차서의 표시체계와 
방식을 조사하 

였고， 시험적 사용을 관찰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미 개발한 
분산형 GOMS 방 

법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지침평가방법을 선정하였다. 3차연
도에는 정립된 

지침평가 방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고 한다. 시범적인 업무를 두
 개 정도 선정 

하여 운전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평가방법을 
적용할 계획이 

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올 보완하여 평가방법의 적용가
능성올 높일 계 

획이다. 

지원 시스템의 시작품을 개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차연도에 파악한 지원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토대로 당해연도에
는 지침평가 방법 

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시스탬이 갖추어야 
할 기능과 소프 

트웨어 구조， 인터페이스 등에 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3차연도에는 지원 시스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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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계획이다. 시험적으로 

있도록 

평가 시에 

사용할 

실증적 

손쉽게 

완성하여 

평가자가 

의 시작품을 

지원시스템은 Gill를 /ι‘ 
T 

개발도구를 있도록 /λ‘ 
T 감소시킬 노력을 시간과 소요되는 개발에 예정이며 01-드드 

L 2.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의 당해연도와 차후연도 진행은 다음과 같다. 본 요약하면 

정보표시 체계와 방식에 대한 검토 

l 기존 제어실과 개량형 제어실의 비교 1 차연도 

평가지원시스텀 

요구사항 파악 
~ 해외 정보표시 평가 방법 조사 

평가대상 범위 설정 

{전산화절차서 표시 체계와 방식 조사 

전산화절차서 

평가지원 시스템 

Prototype 설 계 
~ DGOMS 적 용가능성 조사 

당해연도 

(2차연도) 

전산화절차서 평가 방안 정립 

전산화절차서 평가 방안의 보완 3차연도 

정보표시 

평가지원 시스텀 

Prototype 개 발 
--숫 j 걷잔화절차서 평가 방안의 실증적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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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개량형 제어실의 HMI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전의 다양한 incidents와 사고의 원인 중 1/3 이상이 운전원의 인적오류임이 밝 

혀져서 인적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HMI를 개선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제어실의 운전원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각종 발전설비를 제어 

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인지적 현상과 특성에 관하여 이해하려는 

연구와 운전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하려 

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량형 제어실에서의 정보표시체계에 

관한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 1 절 국외 현황 

개량형 제어실의 인간-기계 연계에 관련된 연구는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덴마크， OECD 등에서 원전의 안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력회사의 연구소나 

원자력 규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EdF사에서는 N4 개량형 주제어실을 개발하여 상업 운전중에 있는데， 

이 제어실은 미국의 제어실에 비해 디지털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대형화면에는 발전소 ffilffilC만을 제공하고， 대형화면 아래에 고장에 대 

비하여 기존의 제어판넬을 설치함으로써 시스템 중복성을 제공한다. 평상시에 감 

독자， 운전원， 보조원과 비상시에 추가되는 안전담당을 위한 4개의 작업반Cdesk 

set)을 갖고 있으며， 3개의 주화면， 4개의 경보화면， 소프트제어용 touch screen으 

로 구성되어 있다. 경보는 대형화면에는 제공하지 않고 CRT 화면에만 제공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4가지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한 특징은 상당히 높은 수 

준에서 자동화를 구현하였고 발전소의 정보를 전산화절차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 

고 대부분의 운영상황에 대한 절차서를 운전원에게 제공하며 운전지원시스템은 

운전원의 desk에 통합하여 제공한다는 점이다. 원전의 인적요소에 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발 

표하는 자료는 극히 일부이며 신형 주제어실에서의 운전경험과 실증적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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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있다. 못하고 입수하지 아쉽게도 짐작되나 것으로 있는 

Civaux에 

축적하고 I二 。

-0을드 

었다 사용하고 전산화절차서를 발전소에서 N4 소재한 Chooze와 

(Bozec, 1990; Pirus, 1997). 

CE，사에서는 운전원 중심적인 HMI를 추구하는 Nuplex 80+를 설계하였 

설계하였다. 정부기관 

미국의 

AP600를 고려하여 인지공학을 고， Westinghouse사에 서 도 

O허〈 

HMI 평가지침을 

Lab과 National 

Ridge National Lab과 같은 연구소에 의뢰하여 개량형 제어실의 

만들었다. 

Brookhaven Energy)에서도 of 에 너 지 성 (Department 인 

획득한 상태이며， 대형화면에는 설계인증을 미국 CE사가 개발한 Nuplex80+는 

공정상태나 공정변수 값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동적으로 제공한다. 작 

혼합하여 구성하면 

포함하고 있다. 작업반 

CFMS(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와 같은 

작업반을 제어반과 VDU 중심의 착석식 

감소시켰고， 소프트제어용 touch screen을 

구성되어 

입식 종래의 

스위치수를 

발전소의 

업반은 

서 

VDU로 은 4대의 

제공한다. CFMS는 3계층의 화면으로 구성되 정보를 제공하는 운전지원시스템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능을 갖 

었다. 중요한 특징은 N4와는 달리 전산화절차서 대신 서류절차서를 사용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계통(Safety System)의 제어반을 

어 있으며， 경보시스템은 경보를 억제하거나 경보의 

고 

있고， 

점이 

별도로 갖고 

있다는 구성되어 중심으로 느
 
。기

 
정보가 기술시스템의 제공하는 운전원에게 

다. 

획득한 상태이며， 대형화면은안 AP600은 설계 인증을 미 국 Westinghouse사의 

표시 안전목표 동적 주
 
’ 여

 
보
 

달성도를 목표의 수준의 최상위 관련되는 전성과 

동
 

주
 

’ 여
 

보
 

ctλd t;:: <= 
。':;::'"2목표 생산과 같은 (Dynamic Safety Goals Display). 전력 

→늪 도프 ,,--=- 0 발전소의 목표 표시 (Dynamic Productivity Goals Display). 전 체 생산성 적 

발전소 mnTI1c 표시 (Dynamic Plant Mimic Display)를 표시하 처
 「

동
 

주
 
’ 여

 
보
 

도
 

운전원과 1 

감독자를 위한 작업반이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지식 베이스를 활용한 경보 

구축하여 경보 단계별로 집단화하고 각 단계 내에서 동적으로 우선순위 

중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2인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인의 

시스템을 

는세 

를 정하여 경보를 제시한다. 경보가 발생하면 관련된 주요 기기의 위치가 대형 화 

면에 강조되어 나타난다. Westinghouse사에서 개발한 COMPRO라는 전산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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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스위스의 Beznau와 체코의 Teme파1에 소재한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Lipner, 1995). 

OECD의 Halden Reactor 안oject에서는 HMI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HAMMLAB(HAlden Man-Machine research LABoratory)을 설 립 하여 각종 실 험 

장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량형 주
제어실과 관련하여 

VDU(Visual Display Unit), touch-sensitive panel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운전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전의 상태에 따라 가변적
인 정보를 제 

공하는 운전지 원시 스템 인 ISACS(Integrated Surveillance and Control System)를 

개 발하였고， 전산화 운전 절차서 인 COPMA(COmputerized Procedure MAnual 

system) version 1, IT, ill를 개발하였다. 현재 전산화절차서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 

와 COPMA-ill의 실증적 평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전산
화절차서를 사 

용하여 운전원이 절차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평가
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산화절차서 구조와 표현 방식에 관하여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APWR 사업자들이 개량형 주제어실을 개발하여 상업운전 중에 있 

다. 대형 화면은 경보표시영역， 발전소의 개관을 표시하는 고정된
 mimic display 

영역， 동적으로 공정 변수를 보여주는 가변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져 있다. 운전원 

작업반과 감독자 작업반은 CRT와 Flat Display Panel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독자 

작업반은 감시기능만을 갖고 제어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안전계통의 일부는 

hardwired 되어 있으며 FDP로 제어할 수 있다. 화면에 보여주는 정보는 기능을 

중심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APS라는 경보처리시스
템은 경보단계별 

로 집단화하여 우선순위별로 구분하여 경보를 제시한다. 전력중앙
연구소(CRIEPI) 

의 인간공학연구센터 (Human Factors Research Center) 에서는 운전원의 오류를 

분석하기 위한 시률레이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시스랩 기구 

(Institute of Nuclear Safety Systems)에서는 전산화절차서의 표현 방식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동경 전력회사에서는 전산화 비상절차서
를 사용하고 있다. 

(Niwa, 1996; Hollnagel, 1998a) 

캐나다의 CANDU는 대형화면에 발전소의 개관을 mlImc으로 보여주고， 2개 이 

상의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CRT에 기기의 상태를 표시하며， 
안전성을 위해 

Secondary Control Area로 시스템의 중복을 확보한다.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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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독일 Siemens!KWU의 Belt-U도 개량형 주제어실을 갖추고 있는데， 대형화면 

으로 plasma display를 사용하고 있으며 , 작업 반에 는 CRT, plasma display를 모 

두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ANSALDO라는 전력회사에서는 DIAM이라는 전산 

화절차서를 가지고 있는데， 흐름도 형식으로 절차서를 보여주고 있다. 

제 2 절 국내 현황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차세대 원전의 주제어실에서 사용할 인간-기계 

연계를 설계하고 있는데 APWR 인간공학 개발 절차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개발 중에 있는 국내 KNGR의 개량형 주제어실은 미국 ABB-CE사의 

Nuplex80+ 주제어실을 기반으로 EPRI의 URD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KNGR 주제어실의 설계 목표는 운전 

원의 오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교육 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운전원 중심적인 

작업 환경의 구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특성은 redundant compact 

workstation, redundant full function workstation, 전산화절차서， 소프트 제어， 대 

형화면이다. 

상위수준의 주제어실 설계 원칙으로는 1) 운전의 간단화， 2) 일관성있게 통합된 

인터페이스， 3) 여러 HMI 항목의 통합화， 4) 대형화면에 핵심정보 제공， 5) 운전 

원 작업반의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 6) 비절차적 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중 

심 정보 제공， 7)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업부하를 감소시키는 지원시스뱀 제공의 

일곱 가지이다.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전력기술(주)에서는 차세대 원전의 인간-기계 연계 계통 

에 관한 표준 지 침 (Human Factors Engineering Standards, Guidelines, and 

Bases)을 개발하였다 (한국전력기술， 1999). 설계 과정에서 개량형 제어실의 HMI 

가 지침서에 포함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부분을 포 

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운전원의 업무수행 측면에서 평가되지는 않았다. 한편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 과제로 기존 제어실에서 운전원 
그룹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인간-기계 연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분산형 GOMS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개량형 제어실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민대환，
 1998; 민대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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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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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개 발수행 내 용 및 결과 

절차서는 “발전소의 목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발전소 직원 

(예: 운전원， 기술자)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결정과 활동 
단계 (a series of 

decision and action steps)를 문자나 그래프로 표현한 기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발전소 직원들은 행정 검사 발전소 운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할 때에 절차 

서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는 주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발전과
장， 운전원， 안전 

과장)들이 발전소 계통과 설비들을 제어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
들을 규정한 절 

차서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어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절차서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여 서류절차서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개발 중에 있는 개량
형 제어실에서 

사용할 전산화절차서와 관련하여 표시체계를 조사하였으며 서류
절차서와 전산화 

절차서의 차이를 조사하고 그 차이가 원전 운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였다. 아울 

러， 전산화절차서는 서류절차서에 비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새로
이 제기되는 문 

제들도 있음을 파악하고， 전산화절차서의 장점 단점， 현안 사항
을 정리하였다. 또 

한， 운전원 그룹의 업무수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단계
에서 개발한 분 

산형 GOMS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평
가방법으로 지침 

평가방법을 선정하여 정립하였다. 아울러， 정립된 평가방법을 적
용하기 위해 향후 

활용될 평가지원시스템의 시제품에 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제 1 절 서류절차서에 관련된 선행 연구 조사 

기존의 제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류절차서 (paper-based procedure)는 서류 

를 매체로 절차서를 인쇄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 

는 서류절차서의 특정과 문제점， 정보표현매체로서 서류와 화면장
치에 관한 비교 

연구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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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절차서의 특징 

원전의 절차서는 운전원이 발전소를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제어행 

위를 실행하는 업무 지침이다. 

절차서 번호 

비상-2 제목 : 고장 S/G 격려 m ’l 

3 

-
椰

호
 -
자
 

번
 -
일
 

저
。
 져
。
 

채
개
 -”
개
 

n남 재1 뼈상반용 및 조쳐 ’ | 톨만혹시 조쳐사항} 
O 화쇼환 1대의 51갑는 RC5 냥각에 01용휠 수 있어야 한다. 

I주의 l O 고장 5/G나 파뿔 흥71판온 RC5 냥캉를 원하여 필요하x/ 않는 환 

북구 힐쳤훌 수훨하는 동안 격리되어 았어야 한다 

1.0 모든 S/G의 MSIV와 루회밸브롤이 1.0 수동으로 밸브를 닫는다. 

차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o AB-HV-I09 

o AB-HV-I08 

o AB-HV-209 

o AB-HV-208 

o AB-HV-309 

o AB-HV-308 

2.0 건전환 S/G가 하나라도 있는지 

점검환다. 

2.1 모든 S/G 압력점검 2.1 만잃 모든 S/G 압력이 제어 불능상태 l 

: 어느 1 대의 S/G 압력이 안정 로 감소하고 있 다면? 부수-2.1(모든S/G의 

또는 흥가 체어불능 갑압사고) 단채1.0으로 간다. 

3.0 고장 S/G톨 확인한다. 

3.1 모든 S/G 압력점검 : 3.1 파열부위를 찾는다. 

O 어느 1 대의 S/G가 제어불능 A 주증기관 

상태로 감압 A 주급수관 

- 또는 - A 기타 2차 배관 

O 어느 1 대의 S/G 완전 감압 단채 5.0으로 간다. 

<그림: 3.1 -1: 2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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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절차서의 양식은 2단 양식과 흐름도 양식의 두 종류가 있다. 2단 양식은 

action -detail의 형 태와 if-리se의 형 태를 가질 수 있다. 

고장 하나도 없음 

< 펀 >

모S. 11 잣 T •- 。

〈부수 2싫←〉 

CST수위 점검 

능 11% 

비정상 

2차계통 방사선 준위점검 

< 종결 (go to 비상-1) >
<그림 3.1 -2: 흐름도 양식> 

action -detail 형태의 좌측에는 운전원이 취해야 할 행위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단계별로 기록하고 우측에는 각 단계에 관한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숙련된 운전 

원은 좌측의 단계만을 보고 곧바로 제어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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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의 상세정보를 참조한다. 미숙련 운전원은 우측의 상세정보를 더 자주 참조할 

것이다. if-else 형태의 좌측에는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발전소 공정상태와 그 상 

태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고， 우측에는 좌측에서 점검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를 설명한다. 

국내 원전의 서류절차서는 주로 2단 양식 중 if-else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그 

림 3.1-1 참조) . 

2단 양식은 좌우측에 여백이 생기고 절차를 구성하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서술 

형으로 설명하는 까닭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서류절차서의 페이지 분량이 많 

아진다. 또 다른 단점은 당면한 상황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건너 뛰면서 읽어야 

하므로 올바른 단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요하며 운전원이 절차를 따르기가 혼란 

스러운 점이다 (Krohn, 1983). 또한， 운전원들은 서류절차서가 너무 많은 서술형 

조건문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절차서를 한 단계 한 

단계 짚어가면서 진행하기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진행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Gr삶1am， 1989).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시키면 절차서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거 

나 절차서의 진행 방향에 대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2단 양식의 서류절 

차서에서 운전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은 제한되어야 한다. 

흐름도 양식(그림 3.1 -2 참조)은 절차를 구성하는 단계들의 순서와 절차서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운전원이 상황에 따라 중간에 건너뛰어야 하는 

단계가 많이 있는 절차의 경우에 2단 양식에서는 follow-up 하기가 불편하지만， 

흐름도 양식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였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Kamman (975)의 연구는 문제 해결 과업의 경우에 흐름도 양식의 절 

차서를 제시했을 때 오류율이 낮고 과업 수행시간이 단축되는 등 2단 양식에 배 

해 성과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흐름도 양식에 포함된 정보량(단어의 수)이 2단 양 

식보다 훨씬 작아서 절차서의 내용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절차서 

단계의 순서가 흐름도로 표시되어 문장으로 표시된 2단 양식보다 복잡도가 낮은 

까닭이다. 또한， 운전원이 적합한 절차를 결정하여 선택하기도 쉬우며， 실행해야 

할 절차와 단계들의 경로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색깔로 구분하거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표시하고 절차간 이동 시점도 명백히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 

지만， 흐름도 양식은 2단 양식에 포함된 정보를 그대로 포함시킨다면 더 많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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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차지하며， 한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불편하고， 상세 정보 

를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며， 정보를 계층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 

다 (Wieringa, 1991). 

2. 서류절차서의 문제점 

기존의 제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류절차서 (paper-based procedure)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였다. 

~orgenstern(1987)과 Barnes (1987)의 연구는 비 상절차서 이 외 의 절차서 에 대 해 

과도하게 많은 절차서 갯수와 사용하기에 미흡한 분류체계， 기술적 부정확성， 분 

명하게 명시한 목표 부재 절차서의 의도를 성취하였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부 

재， 필요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모호하게 쓰여진 절차 등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있다. 

0' Hara(2000)는 설계 과정 구현 훈련 유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 

고 있음을 지적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표 3.1-1>과 같이 요약하였다 

(NUREG/CR-6634). 

기존 연구들이 지적한 서류절차서의 문제점은 서류절차서를 만드는 과정을 개 

선하거나 절차서의 품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서류절차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도 상당 수 존 

재한다. 

서류절차서의 기본적인 한계는 표현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전 

원에게 정보를 제시하든지 인쇄 당시에 결정한 양식 이외에 다른 양식으로 정보 

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서류절차서는 정보를 순차적으로만 제시할 수 있어 각 단계의 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연결시켜 보여주지 못한다. 운전원에 따라서는 절차를 구성하는 단계 

정보를 최소한으로 필요한 운전원도 있지만 매우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운 

전원도 있는데 서류절차서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상세 수준Oevel of detaiD이 고정 

되어 있어 운전원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시하는 융통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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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과정 

l구현 

따지 

<표 3.1-1: 서류절차서의 문제점> 

1 문제점 

「절차서 개발시 운전원과 훈련교관들의 참여부족 

j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EOP 절차 
」 표준적 상황만 기술하고 드문 상황은 지원하지 못함 

} 불완전한 절차 
절차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고려 미흡 

절차에 대한 불충분한 Verification & Va1idation 
j 절차의 시작과 종료 조건이 구체적이지 못함 

절차가 고정적이어서 융통성 부족 

절차를 구성하는 단계들의 순서가 부적절 

절차서간 일관성 부족 

형식과 용어사용의 일관성 부족 

설비 id의 부정확 

[ 적절한 상세수준의 정보 제공 능력 부족 
J 정보의 비순차적 표시 

관련 정보로의 순항(navigation) 어려움 

여러 절차서들의 관리 어려움 

절차서 실행 업무와 다른 업무가 뒤섞임 

label과 제목의 부적절한 명칭 

1 주석과 주의사항의 부적절한 위치 

상황에 따른 강조와 순항의 결핍 

다수 절차서의 동시 실행과 section간 이동시 어려움 

절차서사용을 안내할 흐름도 결핍 

보조 및 참조자료 부적절 

부피가 커서 다루기 불펀함 

제어판 가까이서 절차서를 물리적으로 취급해야 함 

SPDS와 같은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단절 

발전설비 참조시 다른 HMI와 일관성 결여 

절차서 사용에 관한 운전원 훈련 부족 

절차서의 기술적 정확성 유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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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차서의 단계 수행에 관련된 유의사항이나 경고문이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데，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여주고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방 

법이 없다. 서류절차서는 구체적인 상황의 특성에 맞게 정보를 재편성할 수 없으 

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당면한 제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무까지도 부과하 

는 경우가 있다. 

절차서간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처음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더라도 시 

간이 지나면서 수정하다 보면 일부에서만 수정되고 관련되는 다른 부분(동일 절 

차서나 다른 절차서)에서는 수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류절차서는 운전원에게 상당한 인지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실행해야 할 단 

계를 절차서에서 찾아서 읽고 해독하면서 기기의 판독이나 제어를 병행해야 하며， 

발전소의 제어를 위한 다른 기술시스템과의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절차서의 각 단 

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항상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절차서를 진행하면서 절차서의 어느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지 항상 인식하고 있어 

야 하며， 단계의 수행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나 계속 수행중인 단계를 기 

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발전과장이나 운전원의 인지 부담을 가중시킨다. 

동시에 여러 절차서들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절차서간 이동이 불편하고 쉽지 

않은 것도 단점이다. 한 절차서의 단계를 실행하는 중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 페이 

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실행중인 단계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기억하고 있든지 

다른 종이에 기록하거나 책갈피를 끼워 놓는 등의 보조적인 행위를 수반하게 된 

다. 

각 절차서의 두께가 두꺼워 다루기 불편하고 절차서를 펼칠 공간이 제어장치 

와 가까운 곳에 확보되어야 하는 점도 단점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은 인적오류를 유발하여 운전원들의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절차서의 단계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한 절차서를 

수행하다가 다른 절차서로 전환하는 경우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운전원이 절차서의 한 단계를 생략하거나， 절차서의 순 

서를 벗어나거나， 무심코 틀린 단계를 실행하거나， 이전 버전(부정확하거나 모호 

하며 잘못된)의 절차를 따르거나 불완전한 절차서 참조로 인해 엉뚱한 절차서를 

따르거나， 다른 절차서로 전환해야 함에도 현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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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로의 전환이 실행 단계가 아니라 주의사항으로 주어졌을 때 혼란에 빠질 

위 험 이 있 다 (Chignell, 1993). 

주제어실 운전원간 협력과 의사소통 또한 중요한데， 서류절차서에 명시된 정보 

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상의 오류는 절차서의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절차서 실행상의 오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Hoecker, 1994; 

Hoecker. 1996). 

3. 종이와 화면장치에 관한 비교 연구 

절차서를 실행하려면 매체(종이 또는 화면)에 표현된 정보를 읽어야 하므로， 정보의 

표현 매체로서 종이와 화면에 관한 다양한 비교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류상의 정보와 화면상의 정보를 읽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화면상의 정보를 읽는 

것은 서류상의 정보를 읽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로도가 높다 (Gould, 1987). 

Nelson(990)은 서류매뉴얼과 전산 매뉴얼을 주고 장비수리에 관련된 실험을 실시 

하였다. 매뉴얼의 정보를 찾는 과업에서 전산화 매뉴얼이 사용하기 힘들고， 속도가 

느려 적은 숫자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의 정확성이 높았고 피험 

자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현실적인 장비 수리 과업에 대해서도 전산 매뉴 

얼을 사용한 피험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속도가 

서류매뉴얼을 사용한 피험자보다 느렸고 완료한 과엽의 수가 더 적었지만， 완료한 과 

엽의 정확도는 더 높았다. 

Federico(199U는 미해군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군용기(미군기와 소련기)를 종이나 

화면에 보여주고 식별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군용기를 종이 위에 보여주 

었을 때 자신들의 답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가졌고 점수도 높았는데， 서류상의 군용기 

를 더 오랫동안 관찰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rauss0991 )는 소프트웨어의 학습을 위한 두 매체의 사용을 비교하였다. 전자자습 

서를 사용한 피험자는 서류자습서를 사용한 피험자보다 과업을 더 늦게 수행하였고 

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윈도우 조작과 감춰진 화면상의 정보를 찾아가는 

순항(navigation)에서 어 려움을 겪 었기 때문이다. 

Weldon(1985)은 두 매체에 두 가지 유형Oinear. tree)의 정보 구조를 갖는 매뉴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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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정보 구조는 성과에 영향올 미치지 않았고， 

매체는 영향을 미쳤는데 서류 매뉴얼을 사용한 피험자는 전자매뉴얼올 사용한 피험자 

보다 신속하게 과업을 수행하였다. 오류는 차이가 없었으나 전자매뉴얼의 선호도가 

높았다. 

정리하면， 통일한 내용의 정보를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종이와 화면이라는 

매체 중에서 종이 매체가 읽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피로도가 낮다. 그 이유는 화면 매 

체 에 서 는 위 치 감각(sense of location - knowing where you are in a document) 

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정보를 찾아가는데 순항(navigation- 문서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이 쉽지 않았고 피로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면서 화면이라는 정보 매체의 특 

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형식과 구조를 제시하고 사용성을 높인다면 성과를 높일 수 있 

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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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지 -, 。제 2 절 전산화절차서의 

전산화절차서는 절차서의 표시와 실행을 지원하는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정의할 

있다. 절차서의 전산화는 단순히 매체를 종이 대신 컴퓨터 표시장치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운전원 그룹이 절차서를 진행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서류절차서가 갖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산화절차서가 제안되고 있 

으며 몇몇 원전에서는 이미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ζ 

T 

는
 

있
 

있으나， 채택하고 。"I--:-r
1;ξ ..l..!. 채택하지 Nuplex80에 서 는 CE의 전산화절차서는 

전산화절차서로는 Westinghouse사의 COMPRO, EdF사의 Computerized 원전들의 

EOP와 Computerized PWR Electric사의 Kansei 일본의 N4 

Electric사의 

for Procedure 

COPMA-II, 

관한 서류절차서가 비 

전산화절차서는 서 

절차서의 각 단계 

광범위한 기능들을 포 

전산화절차서를 개발하 

실시하여 전산화절차서가 갖 

COPMA, 

COPMA-III 등이 존재한다. 

기존 제어실에서는 정상 업무， 비정상 업무， 비상 업무에 

치되어 운전원의 업무 수행시에 절차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류절차서와 같은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여주는 수준부터 

를 수행하면서 직접 제어 장치를 조작하는 수준까지 매우 

현재 사용중인 원전들도 각양각색으로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조사를 

Halden의 Computerized EOP, BWR 

함시킬 

여 활용하고 있다. 이들 

는 특징을 정리하였다. 

있으며 거‘ 
T 

Tokvo 

인지적 활동 l. 절차서를 사용하는 운전원의 

운전원이 절차서를 

진행， 단계의 실행， 단계의 실행 표시， 

력이 필요한 지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절차서 선정은 발전소의 상태가 절차서에서 

수행해야 할 절차서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다. 증상을 점검하는 과정은 전산화절차서에서 

노 

수행하는 과정을 절차서 선정， 절차서 

추가 정보의 검색으로 구분하여 인지적 

Hollnagel0998a)은 

점검하 

노력을 요하는 활동이 

공정변수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지 

규정한 증상을 보이는지를 

인지적 0 "1- 。
1;캉1::'"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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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진행은 실행할 다음 단계를 찾는 과정으로 약간의 인지적 노력을 요한 

다. 조건 없이 이어지는 다음 단계는 인지적 노력이 필요 없지만， 조건에 따라 다 

음 단계가 분기하는 경우나 다른 절차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건의 만족 여부 

를 점검하는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면 다음 단계의 결정 

과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부분을 지원하거나 자동화할 수 있다. 

단계의 실행은 단계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 정보를 입수하여， 제어행위를 실 

행하는 과정이다. 단계 내용의 이해는 주로 인지적 활동이며 공정 정보의 입수는 

약간의 인지적 활동을 수반하지만 전산화절차서로 자동화할 수 있으며， 제어행위 

의 실행도 약간의 인지적 활동을 포함하는데 전산화절차서로 지원하거나 자동화 

할 수 있지만 지원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단계의 실행 표시는 최소한의 인지적 활동을 포함하며， 전산화절차서로 지원하 

거나 자동화할 수 있다. 

추가정보의 검색은 정보원을 파악하고， 정보원을 찾아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이다. 정보원의 파악은 주로 인지적인 활동으로 전산화절차서로 지원할 수 있으 

며， 정보원을 찾아가는 활동은 약간의 인지적 활동을 포함하며 전산화절차서로 지 

원할 수 있다. 정보의 획득은 역시 인지적 활동을 포함하며 전산화절차서로 지원 

할 수 있다. 

2. 전산화절차서 의 기 능 

전산화절차서가 제공하는 기능을 운전원의 인지적 업무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그림 3.2-1>에서와 같이 감시 및 탐지， 상황 평가， 대응 계획， 대응 실행으로 구 

분된 다 (0 ’Hara, 2어0). 

<그림 3.2-1: 절차서와 관련된 운전원의 인지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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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들은 절차서에서 참조하는 공정변수들을 감시하면서 정상적인 범위를 벗 

어난 공정변수들을 탐지하고， 자신들의 제어행위와 그에 대한 반응을 주시해야 한 

다. 

절차서는 또한 상황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 비상절차서는 상황에 대한 진단없 

이 제어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지만， 비상절차를 실행할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평가 

해야 한다. 절차서내에서 운전원은 실제 값과 설정 값을 비교하여 각 단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주의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각 단계의 완료를 

평가하고， 절차서를 실행한 경로를 추적하고 기억해야 한다. 동시에 운전원은 계 

속 수행 단계와 경과 시간이나 변수 값에 따라 실행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들을 

평가한다. 또한， 현행 절차서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절차서를 종료할 지 

를 평가한다. 

원래 절차서는 대응 계획을 위해 도입되었다. 비상절차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순서대로 설명함으로써 운전원이 발생되는 사건에 대응하 

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절차서는 운전원들이 실시간으로 제어계획 

을 마련하는 부담을 멀어준다. 대신， 핵심안전기능을 복구하여 유지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미리 분석하여 일련의 구체적인 절차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 

원은 절차서내의 다른 단계로 이동할 지， 다른 절차서로 이동할 지， 심지어 절차 

서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수정해서 행동을 취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어 실행은 운전원이 제어계획에서 결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 

차서 단계를 이동하는 것은 물론 절차서의 내용에 따라 설비를 제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전산화절차서가 각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은 전산화절차서에서 단계를 서술하는 

수준， 조언을 제공하는 수준， 부분적인 수행을 하는 수준， 자동으로 수행하는 수준 

의 네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를 서술하는 수준은 서류절차서에 기술된 단계 

를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서의 매체를 종이에서 

화면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서류절차서의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 대신 화면에서 

스크롤이나 페이지 단추를 누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체만 바꾸는 경우에는 전산 

화절차서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아 서류절차서를 선호하게 된다. 조언을 제공하는 

수준에서는 전산화절차서가 운전원에게 취할 조치를 보여주기는 하나 실행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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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 예를 들면 A 펌프를 기동시켜야 하는데 아직 기동되지 않았다는 메시 

지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인 수행올 하는 수준에서는 운전원과 전산화절차 

서가 단계의 실행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전산화절차서는 설 

비의 상태변수 값과 설정치를 읽어주고 운전원은 값을 비교하여 제어행위가 필요 

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자동 수행 수준에서는 운전원의 행위가 없어도 전산화절차 

서가 단계의 실행에 필요한 조건을 점검하여 자동으로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전산화절차서를 설계하면서 운전원과 전산화절차서간의 역할 분담에 따라 감시 

및 탐지， 상황 평가， 제어 계획， 제어 실행 중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각 

업무에 대해 단계 서술 조언 제공 부분 수행 자동 수행 중 어느 수준으로 할 것 

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감시 및 탐지 업무와 관련해서는 COMPRO. COPMA-ll. EdF사의 전산화절차 

서 모두 자동 수행 수준에서 공정변수를 읽어 원하는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운전 

원에게 알려주고 있다. 상황 평가와 관련해서는 전산화절차서마다 구체적인 활동 

별로 다른 수준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제어 계획과 제어 실행에 대해서는 

COMPRO, COPMA-II, EdF사의 전산화절차서， 일본의 전산화절차서 모두 조언 

제 공 수준에 머 무르고 있다 (0 ’Hara, 1996). 

3. 전산화절차서 의 표시 방식 

가. 전산화절차서 의 유형 

원전에서의 전산화절차서는 서류절차서처럼 2단 양식 또는 흐름도의 두 가지 

양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서류절차서에서는 불가능한 hypertext 양식으로 표현 

할 수도 있다. 

2단 양식은 서류절차서에서 널리 쓰이던 양식으로 운전원들은 한 화면씩 화면 

상에 표시된 정보들을 읽으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현 상황에 관련된 정보와 현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를 모두 읽게 된다. 

Westinghouse사의 COMPRO는 2단 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림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화면을 메뉴영 역， 병 렬 정보(Para11el Information) 영 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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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절차서 영역， 사용자 Prompt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Lipner, 1995). 메뉴 영 

역 에 는 네 개 의 button(Display, Access Procedures, Print Log, Restart COMPRO) 

이 포함되어 있는데， Display button은 표， 그림， 돌아갈 페이지(Procedure foldout 

page) , 유의사항， 계속 수행 단계 Cincomplete step)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병렬 정 

보 영 역 은 Critical Safety Function의 상태 , parallel information에 관한 상세 한 

자료， parallel information alert indicator를 포함한다. 현행 절차서 영 역은 현재 

수행중인 단계를 중앙에 보여주고， 선행단계를 현행단계 바로 위에서， 후속단계를 

현행단계 바로 아래에서 보여주어 절차서 내에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 Prompt 영역은 사용자가 절차서의 진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prompt 

button을 포함하고 있다. 

DISPLAYS ACCESS PROCEDURES PRINT LOG RESTART 

SAFETY/ SPECIAL 
P ARALLEL INFORMATION 

SYSTEM ALERT 
DETAILS 

STATUS INDICATOR 

PROCEDURE TITLE 

PAST STEPS 

CURRENT STEP 

1. Substep Contingency Infonnation 

xxx.,xxx xxxxxxxxxx 

FUTlJRE STEPS 

USER PROMPTS 

<그림 3.2-2: COMPRO 화면의 구성> 

흐름도 양식의 장점은 절차를 진행하는 경로를 공간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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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이다. 흐름도 양식은 프랑스의 EdF사의 Computerized Procedures, Halden 

의 COPMA, 이탈리아 ANSALDO사의 DIAM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의 차세 

대 원전의 주제어실에서도 흐름도 양식을 채택하여 개발 중에 있다. 

Desaulneirs (1988)는 흐름도 양식과 2가지 서술형 양식(기본형과 확장형)을 비교 

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피험자에게 우주왕복선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는 과업을 

부여하였다. 흐름도 형식을 사용한 피험자의 정확성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인 완 

료 시간은 양식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개별 단계의 수행은 흐름도 형식의 경우에 

가장 빨랐다. 

Main Menu Pane Procedure Overview Pane I Current Instruction Pane 

PAST STEP 

Active Procedures Pane 

i CURRENT STEP 

Monitor Pane 

FUTURE STEP 

<그림 3.2-3: COPMA-II 화면의 구성 > 

COPMA ll(그림 3.2-3)는 전체 화면을 주메뉴 영역， 활성 절차서 영역， 현행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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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서 개요 영역， 현행 단계 영역， 감시 (Monitor)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Handelsby, 1992). 주 메 뉴 영 역 은 실 행 할 절 차서 를 열 기 위 한 Open button, 감시 

(Monitor) 영 역 을 열 기 위 한 Monitor button. 공정 변수 값을 보여 주는 창을 열 기 

위 한 Value button, log 자료를 보여 주는 창을 열 기 위 한 History button, System 

Inforrnation Dialog 창을 열 기 위 한 Info button과 COPMA-II를 종료하기 위 한 

Exit button을 포함하고 있다. 활성 절차서 영역은 절차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 

러온 절차서의 목록을 보여주는데， 이는 과거에 서류절차서를 서가에서 꺼내와 책 

상 위에 올려놓은 것과 유사하다. 현행 절차서 개요 영역은 절차서 번호와 절차 

명， 현행 절차서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현행 단계 영역은 현재 수행중인 단계를 

중앙에， 선행단계를 현행단계 바로 위에서， 후속단계를 현행단계 바로 아래에서 

보여주는데， 각 단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여준다. 감시 영역은 성공했건 실패 

했건 종료된 감시 명령과 background에서 실행중인 감시 명령을 보여준다. 

Hypertext 양식에서는 절차서의 정보를 개별 단계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비선형 

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2-4 참조). 비선형적이란 서류절차서에서 운전원 

들이 페이지 순서대로 읽어야 했던 방식과 대비하여 운전원이 페이지 순서를 따 

르지 않고 원하는 대로 관련 정보를 참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성이 

적은 정보를 읽고 넘어가야 할 필요는 없어졌다. 

Hypertext는 연결 Oink)을 설정하기만 하변 경로가 생기므로 너무 유연성이 많 

아서 신중히 고려하여 구조를 결정하고 연결을 설정해야 한다. 제한된 면적의 컴 

퓨터 화면에 절차서를 보여주게 되면 한 화면으로부터 다음 화면으로 순항을 필 

요로 하는데 서류절차서와는 달리 순항의 경로는 원하는 만큼 많이 만들 수 있다. 

한 절차서로부터 다른 절차서로 이동이나， 절차서 수행중에 다른 절차서를 참조해 

야 하는 경우에 손쉽게 연결(link)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서를 실행하면서 다르 

게 해석하지 않도록 원래 절차서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hypertext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hypertext를 만들 때에는 일관성과 논리적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하며， 기본 단위의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기본 단위가 너무 작으면 운전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하여 link를 통해 필요 정보로의 순항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며， 기본 

단위가 너무 크면 운전원이 불필요한 정보를 읽게 되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기 

30 



본 단위는 독립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한다 

(Glushko, 1992). 

순항(navigation)은 한 정보 단위로부터 연결을 통해 다른 정보 단위로 이동하 

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 형성된 hypertext는 운전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켜 절차 

서 구조상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할 지 알지 못하게 한다. 우수한 

hypertext 절차서는 운전원이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실행하면서 절차 구조 

상의 경로를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고， 새로운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 익숙한 경로 

를 따라가는 것과 같이 쉬우며， 전체 절차서 구조상에서 현재 위치를 항상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기반의 모든 Web 문서들이 hypertext 양식으로 되어 있 

는데， 보펀화되어 있어서 운전원들에게 이미 낯익은 양식이라 생각된다. 

1. 높좌 

1.1 본 절차서는 원자로가 트립될 때 즉시 수행해야 하는 운전원 조치사항올 기술한다. 

2. 절용스1좌 

I 2.1 다음중 하나 이상의 원자로 트립 증상이 나타날 때 

13 꿇쐐 
I 3.1 본 절차의 모든 절차를 수행완료 했올 때 

4. 발효돈 

4.1 다음올 수행하여 반응도가 제어되는지 확인한다. 겐동참족(RCS) 

4. 1.1 수동 원자로 트립 누름 

스위치률 누름 

4.1.2 그리고 

4.1.3 워자로 춤력(1300.34)KW 감소 

4.1.4 그리고 

4.1.5 기 동율(0.005) < 0 

4.1.6 그리고 

4.1.7 완전히 삽입되지 않은 제어봉 집합체가 1개 이하 
<그 림 3.2-4: hypertext 양식 의 예 > 

나. 전산화절차서의 정보 돋보이기 (salience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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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절차서는 화면상에 보여주므로 2단 양식， 흐름도 양식， hypertext 양식의 

어느 양식이든지 색상， flashing , 동영상과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시선을 끌 수 있다. 이는 운전원의 주의를 집중시켜 운전원의 탐지 

및 감시 업무를 지원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를 구성할 수 있어 작업 부하를 

감소시킨다. 

하지 만， 정보를 현저 히 돋보이 게 하는 기 법 (salience coding)을 사용하는 것은 

운전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운전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Mosier(1992)에 의하면， 진단 상황에서 아주 

밝게 표시한 정보나 크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계기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다른 정 

보보다 이들 정보를 처리하도록 편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시간적인 압박， 스 

트레스，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는 이런 성향이 악화될 수 있다. 

비상절차서는 발전소 상태를 가능한 신속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한 절차서이므로 

운전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돋보이는 기법은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 

다. 

다. 정보 순항(navigation) 

순항은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절차서나 단계를 찾아 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단계의 진행과 단계의 실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운전원이 항상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실행한 단계와 진행중인 절차 등을 기억해야 한다면 다음에 실행해야 

할 단계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전산화절차서는 이미 실행한 단계들을 표시해서 

저장하였다가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단계의 세부 행위들이 모두 완료되 

면 완료표시를 하고 자동으로 다음 단계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다. 한가지 유의 

할 점은 언제든지 운전원이 원하는 단계나 절차서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서를 수행하다 보면 절차서에 제시된 단계들이 항상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절차서나 보조자료의 내용을 탐색하는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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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계속 수행 단계는 절차서내의 어느 단계 

에서든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속 수행 단계를 촉 

발하는 조건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므로 운전원이 언제든지 실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간 종속적( time-dependent) 단계의 경우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실 

행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이다. 한 절차서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황에 따 

라 가변적이므로 어느 단계까지 실행한 후에 시간 종속적 단계를 실행해야 하는 

지를 미리 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계속 시계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따 

라서， 계속 수행 단계나 시간 종속적 단계를 위해 전산화절차서에서 별도의 창을 

제공하거나 계시 (time-keeping)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수행중인 절차서를 벗어나 다른 절차서로 전환하거나 다른 절차서를 참조해야 

하는 경우에도 절차서 목록을 제공하여 원하는 절차서를 선택하여 열어볼 수 있 

고， 수행중이던 절차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place-keeping 기능도 제공할 수 있 

다. 

절차서의 진행 정도， 즉 운전원에게 완료된 단계와 앞으로 실행해야 할 단계를 

한 눈에 보여주는 기능도 유용하다. 자동화 수준에 따라 운전원이 각 단계를 실행 

한 후에 완료표시를 입력하도록 하고 전산화절차서는 그 때의 시간을 기록하는 

방안과 전산화절차서에서 단계를 선택하면 단계의 실행과 완료표시를 자동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 

COMPRO는 여러개의 스크롤 가능한 창을 만들어 운전원이 절차서상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창에 현행 단계을 상세하게 보여 

주고， 그 위에는 완료된 선행 단계의 개요를， 그 아래에는 후속단계의 개요를 보 

여주고 있다. COPMA-II도 비슷한 방식으로 현행단계 영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행 절차 영역에서 현재 수행중인 절차서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4. 기타 

가. 타 인간-기계 연계 시스템과의 통합 수준 

계량형 제어실은 전산화절차서 외에도 대형표시장치， 소프트제어， 경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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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계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시스템과의 통합 정도에 따라 전산화 

절차서의 내용과 운전원의 성과가 달라지게 된다. 전산화절차서의 공정 변수와 표 

시장치의 공정 변수간에 또한 코드 사용에 있어 일관성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절차서의 많은 단계에서 설비의 공정 변수값을 읽어 설정치 범위와 비교한 후 

적절한 제어행위를 실시한다.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공정 변수들에 대해 계 

측제어시스템에서 감지하여 측정한 값을 전산화절차서에 제공하면， 설정된 범위의 

값을 화면에 같이 보여주어 공정변수가 설정치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운전원이 

곧바로 확인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는 운전원이 취하는 행위가 절차서에서 예상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닐 때에 운전원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 운전원의 경각심을 불 

러일으키는 경고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발전소의 상태를 나타내는 각 종 지시계를 전산화절차서에 통합시키는 것은 운 

전원의 성과에 양면적으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전원에 

게 특정 지시계의 값을 제시하는 것은 운전원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지시계를 보 

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절차서를 사용하는 운전원은 스스로 지시 

계를 찾아 감시하는데 반해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는 운전원은 전산화절차서에 

의존하게 되어 지시계를 감시하는 관행을 앓게 되거나 주제어실의 다른 정보원을 

무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 Mosier(l992)의 연구결과는 전자식 점검표( electronic 

checklist)를 사용하면 시스템 자체의 지시계 보다는 점검표에서 제시하는 값에 

의존하게 되므로 운전원의 능동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를 중단시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 절차서 생성 및 관리 

전산화절차서를 고정적인 단계들로 구성하지 않고 당면한 발전소의 상태에 맞 

추어 불필요한 단계들을 생략하거나， 운전원의 선택에 따라 상세정보를 보여주거 

나 감추는 등 유연한 절차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둘 이상의 절차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면 해당 절차서들을 묶어서 하나의 절차서를 만들어 제공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N4 원전에서와 같이 각 운전원별로 절차서를 따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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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서의 일관성과 완전성올 유지하고， 절차서의 수정 변경을 용이하게 할 목 

적으로 전산화절차서 생성기를 만드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Hollnagel, 

1998b). 생성기가 절차서의 기술적 요건과 인지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절차서를 생 

성할 수만 있다면， 통일된 형태의 절차서를 생성하므로 절차서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절차서의 생성시에 발전소 상황을 반영한 융통성있는 절차서를 생성하여 

운전원이 불필요한 단계를 읽거나 실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절차서의 변 

경이나 유지보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전소의 기술적 지식과 운전 지식， 절차서 지식을 저장하는 지식 베이 

스， 절차서를 구성하는 요소 단계들을 저장하는 공통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갖추어 

야 하며， 현존하는 정보기술로서 완벽한 구현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운전중에 필 

요에 따라 동적으로 절차서생성기가 만들어 낸 전산화절차서를 활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위험부담이 높으며 절차서 생성기로 만들어낸 전산화절차서가 안전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지를 엄격히 검토한 후에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가능 

하다. 

생성된 전산화절차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전산화절차서에 

포함된 오류(사소한 철자상의 오류부터 기술적 오류까지)를 찾아서 수정하고 검증 

하는 과정과 형상관리(configuration controD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고 확 

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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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산화절차서 의 장단점 및 현안사항 

전산화절차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람직한 특성들로 인해 서류절차서의 문제점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화면에 절차서를 보여주므로 몇 

가지 단점을 안고 있다. 한편 서류절차서에서는 없었는데 새로이 제기되는 많은 

우려사항들도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현안들은 전산화절차서 

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주의를 요한다. 본 

절에서는 전산화절차서의 장단점 및 현안사항에 관해 살펴본다. 

1. 전산화절차서 (cornputer-based procedure)의 장점 

가. 인지부담 감소 

전산화절차서 는 운전원의 주의 력 (attention)과 작업 기 억 (working rnemory)에 대 

한 요구량을 감소시킨다. 절차서의 실행시에 공정 변수를 읽기 위해 계기판의 지 

사계를 주시하는데 상당한 주의력이 요구되는데， 전산화절차서가 계측제어 시스템 

으로부터 공정변수를 제공받아 화면에 표시해주면 요구되는 주의력이 감소하게 

된다. 

전산화절차서는 운전원의 인지적 기능을 지원하기도 한다. 공정 변수 값이 설 

정치 보다 크면 설비 A를 열고， 설정치보다 작으면 설비 B를 닫아야 하는 단계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공정변수 값을 설정치와 비교해야 하는데， 전산 

화절차서가 비교하는 연산을 수행하고 운전원에게 확인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 

한， 계속 수행중인 단계를 전산화절차서에서 저장하여 화면의 일정한 영역에 표시 

해주면， 운전원이 절차서를 실행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작업기억량이 감소 

한다. 다른 예로， 단계를 실행할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실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산화절차서가 지속적으로 조건을 점검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운전원에게 알려주고 확인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발전소의 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운전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Mumaw(l994)는 스트레스가 인간의 성과를 감소시킴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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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를 받으면 편파적으로 주의 집중을 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
고， 작업기억 용 

량이 감소되며， 운전팀내의 의사소통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절
차서를 실행하는 

인지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량과 작업기억량을 감소시키면 운
전원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나. 정보제공의 융통성 

전산화절차서는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상세 수준을 운전
원의 필요에 맞 

추거나 발전소 상황에 맞추어 불필요한 정보는 감추고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추 

출하여 운전원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 

실제 발전소를 운전하는 운전원은 모두 자격증과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운전원에 따라 경험과 지식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절차서의 내
용을 모든 운전원 

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보다 절차서에 관련되는 정보를 적절
한 상세수준에 따 

라 분류하여 저장하였다가， 기본 정보는 항상 보여주고 상세정보는 
운전원의 요청 

에 따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기본 정보
를 제시하는 수 

준에서는 “펌프A를 기동하시오”라고 하지만， 상세 정보를 제시
하는 수준에서는 

펌프 A의 사진과 작동 단추들을 보여주고 기동 단추를 표시하여 
“여기를 누르시 

오” 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절차서들이 조건을 점검하여 조건을 만족하면 X 행위를 실행하고 

조건올 만족시키지 못하면 Y 행위를 실행하는 선태구조를 갖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x를 실행할 상황에서는 Y에 관한 설명과 참조 자료는 아무
런 관련이 없으 

므로 전산화절차서에서는 운전원에게 화면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불필요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운전원의
 시간과 인지 

적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다. 

절차서 단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하고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는 운전원이 요청하면 단계를 실행해야 하는 이유， 공정 변수값의
 범위를 설정하 

는 이유， 단계를 일정한 순서로 실행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
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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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차 진행의 편이성 

절차 수행에 필요한 공정변수 값을 읽기 

과정과 운전원간에 복명 복창할 필요 없이 

원이 업무를 더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위해 계기판을 찾아 이동하거나 발전 

전산화절차서에서 제시해 주므로 운전 

운전원이 서류절차서를 사용하는 경우 단계를 읽고 실행한 후에 완료 표시를 

실행할 단계를 하게 되는데， 전산화절차서에서는 

는 수동으로 완료 표시를 하면 다음 

계， 현행 단계， 후속 단계를 보여주어 

한 눈에 알 수 있다. 

단계를 

선택하여 실행시킨후에 자동 또 

보여준다. 아울러， 선행 단 자동으로 

절차서 진행중에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 절차서 수행 중에 상세 정보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에 서류절차서의 경우에 

끼워놓아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전산화절차서의 경우에는 여러 

열어놓아 진행중인 절차서로 언제든지 되돌아 갈 수 있다. 다른 절차서 

를 참조하는 경우에도 place - keeping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절차서간 이동시 

는 책갈피를 

개의 창을 

으-처 
~ L.:. 

원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산화절차서는 비순차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계속실행 

단계 또는 실행보류 단계에 대해 단계수행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점검하여 알려줌 

으로써 운전원이 계속 점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해준다. 

서류절차서로 여러 절차서를 병렬적으로 실행하기는 상당히 번거롭다. GE사의 

경우에는 147H 의 절차서를 동시에 실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여러 절차서 

단계간의 우선 순위는 전적으로 발전과장이 결정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일부 단계 

를 생략하거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 전산화절차서는 동시에 수행하는 각 절 

차서의 진행과정을 표시하여 저장해두고， 필요한 제어행위들의 우선순위와 순서를 

제시해주기도 한다. 

서류절차서의 경우에 절차서를 읽고 해독하는 과업과 제어 행위를 실시하는 과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통합 엽은 분리되어 있었는데， 전산화절차서는 

되어 실행될 수 있다. 

38 

제어시스템과 



라. 절차서 유지 및 관리 펀이성 

절차서의 유지와 관리는 서류절차서와 전산화절차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필요한데， 전산화절차서는 절차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전산화절차서에 포함시키는 

방법， 전산화절차서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 전산화절차서에 포함된 오류를 

찾아내어 추적하고 수정하는 방법， 변경된 절차를 전산화절차서에 반영하는 방법， 

절차서의 구성을 통제하는 방법 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전산화절차서는 순항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기능， 기술적 

오류와 비기술적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수정하는 절차서의 유지보수 기능， 절차 

서의 소프트웨어적 구성을 관리하는 형상 관리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규제요건이나 설비의 교체 등으로 인해 운전환경이 변화하여 절차서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절차서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서류절차 

서의 경우에는 기술적 정확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요소설비의 설계 변경은 그 설비를 참조하는 모든 절차서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한 절차서의 단계 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그 절차서를 참조하는 다른 

모든 절차서에서 단계 번호를 수정해야 한다. 미 국방성에서 추진했던 프로젝트에 

서 만든 전자교범 (IETM: Interactive Electronic Technical ManuaD은 절차 생성 

기를 포함하고 있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절차서에 포함된 모든 행위와 대 

상물를 데이터베이스에 객체 (object)로 저장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데이터베이 

스를 변경하여 새로이 생성되는 모든 절차서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한 많은 운전원들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장점들 

을 인정하고 전산화절차서를 수용하고 있다. 

2. 전산화절차서의 단점 

가. 가독성 저하 

정보전달 매체로서 컴퓨터 화면은 종이에 비해 가독성 (readability)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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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 결과에서 지적하였듯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서류절차서는 페이지상의 정보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는데 반해， 화면 매체의 

정보는 위치가 유동적이어서 위치 감각을 유지할 수 없고， 지면을 바라보는 것보 

다 화면을 바라보는 것이 시각적 피로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 순항의 필요성 

제한된 화면 크기로 인해 절차서를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 보여주어야 하면 정 

보의 순항(navigation)이 필요하게 된다. 서류절차서의 경우에는 페이지가 두꺼워 

도 어느 부근에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반해， 

전산화절차서는 위치감각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 때문에 스크롤 단추나 페이지 

단추를 여러 번 눌러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게 된다. 또한 서류의 페이지를 넘기 

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어서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지 않는데 반해， 스 

크롤 또는 페이지 단추를 누르는 행위는 주의력과 작업기억을 필요로 하므로 절 

차서의 단계를 실행하는 주 과업 (primary task)에 사용되는 인지적 자원의 가용량 

을 감소시키게 된다. 

다. 공유 정보의 저하와 피드백 정보의 상실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면 서류절차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운전팀 구성원들 

이 명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가 낮아진다. 서류절차서의 경우에 발전과장 

과 운전원간에 각 단계를 복명복창하고 계기판의 값을 큰 소리로 원어서 정보를 

명시적으로 공유하였다. 그런데， 전산화절차서는 계기판의 값을 화변에 직접 제공 

하므로 운전팀 구성원이 각자 읽어서 공유는 가능하지만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서류절차서의 경우에 발전과장이 단계의 실행 지시를 내린 후에 RO와 TO의 

움직임과 운전원의 외침을 통해 업무 수행에 관한 feedback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었다.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면 발전과장의 지시를 운전원이 제대로 실행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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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한 자연스런 피드백 정보가 상실된다. 물론， 공정변수 
값의 변화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다. 

라. 공간적 위치 기억력 활용 불가 

인간의 위치 기억력은 매우 좋아서 고정된 위치에 있던 장치와
 제어기를 찾아 

가는 것은 인지적 노력이 거의 들지 않았는데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화면에서 순항을 통해 소프트제어를 찾아가야 하므로 추가적인 
인지노력이 필요 

하다. 전산화절차서는 제어하고자 하는 장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는 장점을 제공 

하지만， 그 장치를 찾아서 제어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기존의 제
어판에 비해 오류 

의 가능성이 높다. 

3.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현안 

전산화절차서는 서류절차서에 비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새로이
 제기되는 문 

제들도 있음을 파악하고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현안사항을 정리
하여 설명하였다 

(0 ’Hara, 1996). 

가. 운전원과 전산화절차서의 역할 

절차의 수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전원과 전산화절차서간의 
역할 관계는 기 

본 철학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EPRI의 경우에는 운전원이 최
종 결정권을 가지 

고 있으며 전산화절차서 인 EOPTS(Emergency Operating Procedure Tracking 

System)는 운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의 역할을 한다. 이
에 비해 EdF사에 

서는 전산화절차서가 운전 지침을 제공하고， 운전원은 아주 특별한 상
황을 제외하 

고는 운전 지침을 준수하여 운전을 한다. 

원래， 절차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원에게 수행해야 
할 제어행위를 

제시한다. 특히， 비상절차서는 발전소가 불안정한 상황일 때， 원
인을 진단하여 해 

결하기보다는 우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
하고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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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차서대로 수행하면 되지만， 절차서를 모든 상황에 맞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운전원이 상황에 맞추어 절차서에서 벗어 

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도 있다. 즉 운전원은 절차서가 제시한 조치가 적절한 

지를 판단한 후에 적절할 경우에만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원이 전산화 

절차서와는 독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절차서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과정 

을 지켜보아 발전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전원이 전산화절차서에서 제시하는 단계들을 수동적으로 따라서 실행하다보면， 따 

르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산화절차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즉， 전산화절 

차서는 운전원의 역할을 약화시켜 운전원이 독립적인 관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 

산화절차서에 종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기되는 현안은 전산화절차서를 독립적인 

업무를 

특히， 운전원과 전산 

결정해야 한다. 또 다 

어떻게 만들어야 운전원이 

운전원의 업무부하를 줄이고， 오류빈발 관점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동화하며，업무 

화절차서간에 

수행을 감독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E프 
τ: 중요한 사항은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는 운전원을 

절차서의 장점을 누리면서 독립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어떻게 

있을 

훈련시켜야 전산화 

것인지에 관한 것이 

다. 어쩌면 서류절차서와는 다른 지식을 펼요로 할지도 모른다 

나. 그룹 성과 측면 

전산화절차서는 운전팀을 구성하는 발전과장과 운전원의 역할， 팀워크 및 의사 

소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Roth, 1998). 운전팀은 팀 전체 

로서 상황을 평가하고 오류를 탐지하여 복구해 왔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역할과 

구성원간 의사소통이 예상보다 많은 변화를 보이고 었다.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는 발전과장은 거의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고， 발 

전과장과 운전원간의 의사소통의 양은 서류절차서를 사용할 때보다 현저히 줄어 

t:: 즈二 
-L-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 자체로는 긍적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지만， 팀 성과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측면은 전산화절차서가 제공하는 

공정변수 값들을 보면서 발전과장이 스스로 단계의 실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미치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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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나 TO와 의사소통하는 시간과 노력올 절감할 수 었다는 점이다. 발전과장이 

RO나 TO에게 공정변수 값을 읽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RO나 TO는 값을 큰 소리 

로 원어주는 유형의 의사소통은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은 각자의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인지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팀워크를 유지하려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전산화절차 

서를 사용하는 발전과장과 운전원은 고립되어 각자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서 팀 전체가 발전소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 

도 보고되었다. 항공기 시율레이션 실험에서 점검표(checklist)가 자동화되면서 비 

행사간에 논의되는 정보의 평균 숫자는 줄어들고 있음이 밝혀졌다. 서류절차서를 

사용하는 비행사는 불필요하게 엔진을 끄는 일이 적었다 (Mosier, 1992). 

기존 제어실에서 운전원들은 자신의 의도와 행동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알려주어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류절차서를 

수행할 때는 발전과장이 각 단계를 큰 소리로 복명하면 운전원은 복창하도록 강 

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산화절차서에서는 모든 단계를 복명복창하도록 요구하 

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운전팀 그룹 전체가 상황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적어 

도 중요한 단계나 중요한 상태변수는 복명복창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어떤 기준으로 복명복창할 단계를 선정해야 할 지는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팀은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의존하면서， 역동 

적으로 적응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집단” 이다 (Salas. 1992). 주제어실에서 운전원 

들은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 이는 발전소 상태나 서로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高 성과 팀은 능동적으로 오류를 검출해내고， 부적절한 절차에는 의문을 제기하 

며， 다른 구성원이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 민감하다. 

함정의 항해에 관한 연구에서 Hutchins(l995)는 다른 구성원이 오류를 쉽게 점 

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다른 구성원이 도와주도록 허용하는지， 실제 업무환 

경에서 훈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지 등이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또한，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업무 방식들이 팀성과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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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관찰 가지고 토흐/셔 드L 
-, 0 E 미치는 적인 영향을 

공개성 공개성 (openness of tools), 상호작용의 도구의 (horizon of observation), 

있다. (openness of interaction)을 들고 

의미한다. 범위를 업무의 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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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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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해 Halden의 연구진이 시도한 연구 내용을 요약한다. 

먼 저 Shannon의 일 반적 인 통신 모형 (GCM: General Communications Model)을 

조사하여 <그림 3.3-1>과 같이 정 리 하였다. 

메시지 발신자 

수 신 

5 
수 신 

메시지 수신자 

7 
메시지 처리 후 피드백 제공 

<그림 3.3-1 : GCM 모형 (Shanno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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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가 @ 수신자를 정하고 메시지의 내용을 생각한 후에，(2) 적절한 용어를 

문법에 따라 메시지를 생성하고，(3) 적절한 매체를 통해 발신하면，@ 전송 경로 

를 통해 메시지가 전송되고，(5) 수신자는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의 내용을 

해독한 후에 ，(J) 적절한 반응을 생각해낸다. 수신자가 반응을 발신자에게 보내는 

과정은 발신자가 보내는 과정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발신자는 @ 수신자 

의 반응을 숙고한 후에 다음 의사소통을 계획한다. 이 GCM 모댈은 포괄적인 모 

형으로 상황이나 메시지 내용 매체(구술 또는 문서)에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GCM 모델이 적용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Bower(l995)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주고 받는 메시지의 내용을 다음 <표 

3.3-1>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원전의 제어실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에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3.3-1 : 의사소통 메시지의 유형> 

「유형 「정의 

명령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구체적으로 할당 

수신 표시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해주는 반응 

j질의 1정보를 요구하는 잘 정의된 요청 

숫Or E tjL 
수신 표시이외의 반응을 요구하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 

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메시지 

1관찰 
다른 사람의 주의를 특정한 방향으로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언급하는 관찰의 내용 

특정한 행위나 생각을 하도록 추천하는 메시지 

1의도 자신의 의도를 공표하는 메시지 

격려 다른 사람에게 단체 정신을 함양하거나 북돋우는 메시지 

직무 무관 J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의 메시지 

기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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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 모댈의 7번 활동을 메시지 유형을 고려하여 세분하면 <그림 3.3-2>와 

같다. 

7.1 
설명 요구 

7.2 
수신 알림 

답
 

3 [t 

( 

음
 
) 

7.5 
정당화요구 

해독된 메시지 

아니오 

네 

네 

기타 질의 7.4 
숙고한다. 

아니오 

<그림 3.3-2 : 메시지 처리후 피드백 제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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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tunen (2000)은 주제어실에서 발생하는 운전원간 의사소통을 분석하기 위해 

CAM(comrnunications assessment methodology)을 제안하였다 (그림 3.3-3 참 

조). 

시율레이터 실행기록 

장애 시나리오 

의사소통 요구사항 

일반적인 의사소통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GCM) 

시율레이터 실행 

log 파일 

의사소통이 운전성과에 

미치는 영향평가 

<그림 3.3-3 : CAM 절차> 

장애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고장난 발전소 계통， 관련된 주요 공정 변수와 제어 

실 계기의 명세서에 따라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운전원간 의사소통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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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된다. 이들 정보로부터 운전원은 문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 

책을 생각해내어 평가해보며 복구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율레이터에서 실제 발생 

한 의사소통의 내용과 의사소통 요구사항올 비교해보고 운전 성과를 평가해보면 

의사소통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상황 인식과 운전원 오류에 관한 평가 

전산화절차서가 운전원의 상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대로 평가해보지 

않았다. 절차서를 사용할 때 운전원은 여러 수준에서， 즉， 절차서의 구조와 절차서 

내의 또는 여러 절차서 사이에서 현 단계의 위치에 대해， 운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절차서의 적합성에 대해，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상황 인식을 유 

지할 필요가 있다.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다 보면 운전원의 상황 인식이 서류절차서를 사용할 때 

에 비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서류절차서를 사용하면 운전원이 발전소의 상태 변 

수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전산화절차서는 상태변수 값을 

제공하므로 전산화절차서가 제공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만 

일 운전원이 전산화절차서 이외의 다른 정보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전소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를 놓친다면 위험이 높아진다. 

Spurgin (990)은 발전과장이 발전소의 전반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전원으 

로부터의 정보보다는 전산화절차서를 주 정보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운전 

원들이 상황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을 지적하였다. Beznau 원전에서 관찰 

된 현상 중의 하나는 발전과장이 전산화절차서의 단계를 수행하면서 전산화절차 

서의 상태변수 값이 오류인 상황을 포착하지 못하였으나， 운전원들은 경보시스템 

의 경보를 탐지하여 전산화절차서의 단계가 잘못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하지 

만， 발전과장은 운전원들이 발생한 오류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한 사실을 절차서가 

완료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Roth, 1998). 

운전원과 전산화절차서의 상황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발전과 

장이 전산화절차서의 한 단계가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여 적용 

하면， 전산화절차서의 다음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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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복잡도와 추상화 수준이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운전원이 전산화절차서 

를 적절하게 관찰 감독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에 관한 이해와 좋은 심성모형 

(mental modeD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 인식이 어렵거나 loop에서 제 

외된 느낌을 갖게 된다. 한편， 절차서의 각 단계에서 너무 적은 정보를 제시하면 

운전원이 발전소의 상황 파악을 하기 어렵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면 산만해 

져 상황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전산화절차서가 다양한 수준의 상황 인식， 운전원의 오류 탐지 능력， 

절차서 적용 불가시 이를 변경시키는 적응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산화절차서가 운전원 오류의 숫자와 유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라. 절차서 기능의 자동화 수준 

전산화절차서에서 계통이나 설비에 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 

여 절차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어느 수준에서 자동화할 것인지는 운전원 

의 성과， 상황 인식， 업무부하， 오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자동화는 

운전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반면， 자동화를 많이 하면 운전원의 역할이 축소되어 

운전원의 정보탐색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다. Blackman (988)은 절 

차서가 자동으로 선택되었을 때 운전원들이 참여도(involvement)는 감소하여 생 

각을 덜 하고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됨을 관찰하였다. 전산화절차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감시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면 전산화절차서에서 제공하지 않 

는 중요한 정보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형성하고 있던 mental 

model의 부식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산화절차서의 중요한 능력중의 하나는 단계의 논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단계에 서술된 논리적 규칙에 따라 공정 변수의 측정치와 설정치를 비교하여 제 

어행동을 결정한다. 그런데， 각 단계의 결정 규칙이나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 

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절차서와 운전원 모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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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절차서의 단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운전원의 판단을 요하는 단계는 자동화를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마. 열쇠 구멍 (keyhole) 효과 

제한된 크기의 화면을 통해 정보를 보는 경우에는 한번에 소량의 정보만 보여 

주므로 열죄구멍 효과(keyhole effect)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서든지 많은 정보는 감춰져 있어서 열쇠구멍 효과는 성과을 저하시키 

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0 ’Hara. 1997). 열쇠구멍 효과는 열쇠구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듯 발전소에 관한 많은 정보를 작은 화면을 통해 획득하기 어 

려워 여러 번 순항을 하여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면 발전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 

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여 순항 

(navigation)하는 것이 귀찮거나， 발전소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충분한 정보로 서둘러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 

기존 제어실에서는 모든 제어장치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비해， 개량형 제어실에 

서는 운전원이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소프트 제어 화면으로 제한되 

어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 제어장치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순항을 

통해 여러 개의 화면에서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어장치를 찾게 하는 것은 운전원 

의 전반적인 상황 인식을 방해하게 된다. 

열쇠구멍 효과는 특히 다수의 절차서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발생 가능성이 높 

아진다. 운전원이 병렬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산화절차서가 

오히려 업무부하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바. 전산화절차서 작동 불능시 대비책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여 복잡한 절차서를 한참 동안 수행하다가 전산화절차서 

가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원이 서류절차서를 가지고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지의 여 

부가 중요하다. 절차서의 진행 초기에 전환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 

겨지나， 절차를 진행하여 상황이 매우 복잡한 시점에서， 즉 다수의 절차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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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계속 수행 단계와 실행 보류 단계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산화절차서의 

작동이 중지되면 운전원이 서류절차서로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하 

다. 

사. 기타 현안 

운전원의 시선을 끄는 화면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도 주의를 요한다. 운전원이 

자신의 mental model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 

황에서는 시션을 끄는 정보가 운전원의 논리적 사고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 

다. 또한， 운전원이 복수의 절차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절차서간의 전환이 빈번 

하게 발생하는데， 서류절차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각 절차의 진행단계를 잊지 않기 

위해 생각해 낸 여러 가지 묘수들을 전산화절차서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전산화절차서의 표현 양식이 운전원의 업무와 표시장치의 특성에 적합한 지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전산화절차서를 발전과장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RO， TO와 공유할 것인지， 

공유한다면 모두 동일한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할 것인지， 각 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단계만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도 현안이 

다. 

앞에서 살펴본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현안들은 전산화절차서의 효과를 일반화 

하기 어렵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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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차세대 원전의 전산화절차서 평가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연구소에서 차세대 원전의 주제어실에서 사용할 인간-기계 

연계를 설계하고 있는데， 전산화절차서 (CPS: Computerized Procedure System)는 

COPMA-II를 모델로 삼고 보완하여 개발 중에 었다. COPMA-II에서는 분리된 

화면을 통합하고， 추세 (trend)그래프와 공정 mlmlc을 위해 감시시스템과 연결하 

며， 경보 시스템에서 CPS를 호출하는 기능을 추가하며， 소프트제어기와 연결하는 

등 변경을 하였다. 본 절에서는 2000년 8월 현재 상태의 CPS mockup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차세대 원전 전산화절차서의 표시체계와 방식 

Supporting 
CRT CPS Main IPS Mimic 

Supporting CRT CPS Main 

발전과장 

Supporting 
CRT CPS Main IPS Mimic 

IPS Mimic 

<그림 3.4-1: CPS 표시장치의 구조> 

발전과장， RO， TO 모두 동일한 CPS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CPS는 세 대의 표 

시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에 CPS 주 화면， 좌측에 보조 화면， 우측에 

IPS(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ffilmlC 화면으로 구성 된다 (그림 3.4-1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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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RO/TO는 좌측의 보조화면 이 나 우측의 ffilffilC 화면 이 소프트 제 어 장치 와 연 

결되어 있어서 제어행위를 실행할 수 있지만 발전과장의 CPS는 소프트제어 장치 

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제어행위를 실행할 수 없다. 

~Pane Mùti pπx뼈rre display pane 

<그림 3.4-2: 주 화면의 구조> 

중앙에 있는 CPS 주화면은 좌측의 상단에 메뉴 영 역， 중앙에 계속 수행단계 

영역， 하단에 보류단계 영역， 중앙의 상단에 다중절차서 표시 영역， 그 아래에 절 

차서 개요 영역， 우측의 현행 단계 영역으로 구성되어 었다 (그림 3.4-2 참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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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영역은 절차서를 불러오는 Open 단추， 현행 절차서를 닫는 Close 단추， 현재 

화면상의 정보를 저장하는 Log 단추， CPS를 종료하는 Exit 단추를 포함하고 있 

다. 계속 수행단계 영역은 이미 수행된 단계중에 단계진입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 

황이 발생하면 계속 수행단계로 자동동록이 되어 깜박거리면서 (blinking) 보여주 

며， 단계 완료시에는 자동으로 등록이 해제된다. 계속 수행단계는 절차서에 * 표 
시가 되어 있다. 보류단계 영역은 발전과장이 보류한 단계들을 등록하여 보여주다 

가 단계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등록 해제 된다. 다중절차서 표시 영역에서는 발전 

과장이 여러 개의 절차서를 열어 놓을 경우에 절차서를 3개 까지 열린 상태로 유 

지하며 절차서 제목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다. 그 이상의 절차서는 메뉴를 이용한 

다. 절차서 개요 영역에서는 절차를 구성하는 단계의 제목， 단계간의 관계， 단계의 

상태등을 흐름도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각 단계의 실행 여부를 색상으로 구분 

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현재 실행중인 단계는 노란 색으로(그림 3.4-3 참조)， 실행 

완료된 단계는 회색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은 단계는 흰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 

.-- Continuously Applied Step 

CRS current ‘----
-'[>1온| ‘ 9. RCS 감맙 | 

Step Owner 

<그림 3.4-3: 절차서 개요 영역의 현재 설행중인 단계> 

현행 단계 영역에서는 흐름도나 나무(Tree) 구조의 형식으로 설비의 상태와 공 

정변수 값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IPS ffilffilC, 소프 

트 제어， 관련 절차서나 단계， 주의사항 등과 연결을 제공한다. 

<그림 3.4-2>에서 좌측의 보조화면은 수행중인 절차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주 

요 공정 변수들을 감시하거나 세부적인 추가 정보를 보기 위한 화면인데 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하다. 보조화면은 절차서 수행시 전체적으 

로 감시를 요하는 항목， 즉 주요 변수， 기기， 테이블， 그래프， 특정 단계의 진입/종 

결 조건 등을 보여 준다.<그림 3.4-4>는 RO 또는 TO가 보는 보조화면을，<그 

림 3.4-5>는 발전과장이 보는 보조화면으로 RO와 TO가 실행중인 단계를 세부적 

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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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RO/TO의 보조 화면의 예> 

<그림 3.4-5: 발전과장의 보조 화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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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에서 우측의 mlmlC 화면은 실행 중인 현행 단계와 관련되는 공정 

변수들을 보여 주는데， 주 화면에서 기기를 선택하면 우측의 IPS mlmlC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 (그림 3.4-6 참조). CPS는 IPS와 발전소 공정 변수들을 주 

고 받논데， IPS는 발전소 상태변수 값을 CPS에 보내주고， CPS는 선택한 설비를 

소프트제어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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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RO측 IPS의 mImlC 화면의 예> 

개발중인 차세대원전의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설계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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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서 운전의 최종 결정은 운전원이 판단함 

• 절차서에서 벗어난 운전을 하는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보여줌 

• 흐름도 형식과 나무(tree) 구조 채택 

• 세 개의 화면으로 구성: 주화면， 보조 화면， IPS mimic 화면 

• 통합 정도: 보조 화면과 mlmlc 화면은 소프트제어와 연결기능 제공 

. CRS, RO, TO가 동일한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함 

• 계속 수행 단계와 보류 단계를 별도로 주 화면에 표시함 

• 신속한 발전소 상태정보의 갱신 

2. 개량형 제어실의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예비 평가(preliminary eva1uation) 

차세대 원전의 주 제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중인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시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평가를 실시한 과정， 평가 결과， 전산화절차서의 

개선방안을 요약한다. 

가. 평가 과정 

(1) 평가항목 선정 

먼저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즉 평가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CPS를 위한 MMI 

기능 요구서， 이전의 평가에서 확인된 개선 요구사항， 미국 NRC에서 발간한 전산 

화절차서에 관한 검토 지침서 등의 자료원을 검토하였다. 이들 자료원이 제시한 

평가항목들 중에서 당시의 CPS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킨 

후에 정보표시， 순항， 기억， 정보 구성， 타 HMI와의 통합의 다섯 그룹으로 분류하 

였다. 

정보표시는 공정변수 서술， 문자 영역， 검사 표시 (checkmark) , 용어， 단위， 절차 

단계 서술， 절차서 형식， 배치 등에 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며， 순항은 blackhole 

여부， 다른 절차서의 접근에 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기억은 계속 수행 단계 

를 기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통합은 대형 표시화면， 경보시스램， 소프트제어와 

같은 타 HMI 시스템과의 통합성에 관한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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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평가 항목 목록> 

번호 평가 항목 자료원 

1 변수정보 서술의 명확성 기존 지적 

2 글자 크기의 적정성 및 스크롤 여부 기존 지적 

3 수행완료 확인 표시 (checkmark) 적정성 기존 지적 

4 용어 및 단위의 적정성 및 일관성 기존 지적 

5 기 수행 단계로의 복귀 가능 여부 기존 지적 

6 절차서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충분성 기존 지적 

7 추세정보의 적정성(제공 여부， 형태， 내용， 위치) 기존 지적 

8 계속수행 단계의 인식 용이성 기존 지적 

9 열린 창으로의 직접 접근 용이성 기존 지적 

10 참조 절차서로의 접근 용이성 기존 지적 

11 소프E 제어， 경보 시스템， LDP로의 전환 용이성 기능 요건 

12 system mlffilc과 연 계 한 ru1e-based 운전 기능 요건 

13 운전원간 현행 활동 확인 용이성 기능 요건 

14 운전중 운전원간 조정 용이성 기능 요건 

15 절차 단계 서술의 간결성 기능 요건 

16 mlmlc과 연계한 조건 확인， 상황 인식， 제어 피드백 확인 용이성 기능 요건 

17 현행 단계 위치 고정과 자동 스크롤 기능 요건 

18-1 지원화면의 정보량의 충분성 기능 요건 

18-2 지원화면의 정보 내용의 질 기능 요건 

18-3 절차 정보와 절차 단계 정보의 구별성 기능 요건 

19-1 제어조치 내용 선정 및 계획 설정시 지원 여부 전문가 

19-2 표시장치의 내용이 절차서 제공 정보의 확인에 도움 여부 전문가 

19-3 제어조치 결과 확인에 도움 여부 전문가 

19-4 제한된 화면 수로 인한 병렬 진행의 어려움 여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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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에 따라 분류한 평가항목은 <표 3.4-1>과 같다. 

(2) 평가대상 과엽 선정 

앞에서 선정한 평가 항목을 적용할 대상 과업으로는 ’EOP-04’라 불리는 ‘파열 

증기발생기 격리’ 절차서를 선택하였는데， 당시 전산화절차서로 구현된 유일한 절 

차서이었다. ‘EOP-04’는 파열된 증기발생기를 찾아서 격리시키는 절차서로 50개 

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차서를 실행하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3) 절차서 실행 과정 관찰 

비번인 영광 원전의 한 운전팀에게 앞에서 선정한 ‘EOP-04 ’ 절차서를 실행하 

도록 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참가한 운전팀은 발전과장， RO， TO의 3 

인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 

여부와 절차서 수행과정 중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관찰자들이 기록하 

였다. 

(4) 운전원의 주관적 평가 자료 수집 

‘EOP-04 ’ 절차서를 실행한 후에 운전팀원들에게 전산화절차서를 서류절차서와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3.4-1>에 나 

열한 평가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고 운전원간의 의사소통에 관련하 

여 횟수， 용이성， 장단점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5) 발견된 문제점에 관한 해결 방안 

평가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 해결 가 

능한 문제점， 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문제점 다른 HMI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CPS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문제점， 분류가 어려운 문제점으로 분류하였다. 

나. 평가 결과 

절차서를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절차서를 수행한 후에 운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발전과장과 RO, TO간에 의 

사소통의 양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다. 운전팀이 CPS를 처음 접하였기 때문에 

CPS 자체의 새로운 특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느라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줄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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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CPS에 익숙해지더라도 서류절차서에 비해 의사소통 시 

간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영향을 연구해보아야 한다. 

아울러 15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3.4-2>와 같다. 

<표 3.4-2: 문제점 목록> 

번호 l문제점 딘 님rT Er 

l 용어와 약자의 통일성 결여 단기 해결 

2 변수에 대한 그룹 정보의 제공 기능 결핍 단기 해결 

3 소프E 제어의 제어 단추 명칭 오류 타 HMI 

4 기 수행 단계로의 복귀시 표시 결여 단기 해결 

3 EOP 단계 수행에 필요한 변수에 관한 정보 결여 단기 해결 

6 RO와 TO에게의 절차서 제공 필요성 여부 연구 필요 

7 발전과장의 화면에 더 많은 정보 표시 요구 장기 해결 

8 현행 단계 영역에서 더 많은 변수에 관한 정보표시 요구 장기 해결 

9 단추의 위치 불편 단기 해결 

10 계통간 단위의 불일치 단기 해결} 

11 P-T 곡선상에 시간적 변천경로 표시 장기 해결 

12 제어장치의 기능 결핍 타 HMI 

13 발전과장 중심의 절차서 서술 필요성 장기 해결 

14 ESFAS 상황을 화면에 표시 필요성 단기 해결 

15 추세의 범위를 융통성있게 설정할 필요성 장기 해결 

(1) 용어와 단위의 일관성 결여 

<표 3.4-2>의 1, 3, 10번의 지적 사항들은 <표 3.4-1>의 4번 평가항목인 ‘용어 

및 단위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아직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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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개량형 제어실의 HMI를 개발하는 각 개발자가 각자 

원전 용어집을 참조하여 표준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모든 개발자가 공유하는 

원전 약어， 용어， 단위에 관한 database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변수에 대한 그룹 정보의 제공 기능 결핍 

<표 3.4-2>의 2번 지적 사항인데， 아직 CPS의 기능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평가이어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구현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 

된다. 

(3) 기 수행 단계로의 복귀시 표시 결여 

현실적으로 발전과장은 이미 수행한 단계이더라도 발전소 상황이 그 단계의 완 

료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표 3.4-1>의 5번 평가항 

목인 ‘기 수행 단계로의 복귀 가능 여부’의 관점에서는 복귀 경로를 제공하므로 

문제는 아니지만， 기 수행단계로 되돌아 갈 때 발생가능한 상황이 다양하다. 특정 

단계만 다시 수행하고 현행 단계로 되돌아와야 하는 상황도 있고， 기 수행단계로 

되돌아가서 그 이후의 모든 단계를 재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어느 상황 

이든지 발전과장이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표 3.4-2>의 4 

번 지적한 것은 기 수행 단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달라는 것이다. 

(4) 정보 부족 

<표 3.4-1>의 6번 평가항목인 ‘절차서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충분성’과 관련되 

는 문제점으로는 <표 3.4-2>의 5번 ‘EOP 단계 수행에 필요한 변수에 관한 정보 

결여’， 7번 ‘발전과장의 화면에 더 많은 정보 표시 요구’， 8번 ‘현행 단계 영역에서 

더 많은 변수에 관한 정보표시 요구’， 14번 ‘ESFAS 상황을 화면에 표시 필요성’ 

이다. 발전과장， RO, TO 모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CPS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무작정 제공하는 것은 정보량의 증가로 인한 

과부하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요구 정보를 세밀하게 분류하여 항상 제공해야 하 

는 정보는 적절한 화면의 영역에 추가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는 발전과장 

이나 RO/TO가 원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순항 경로를 제공하여 

검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RO와 TO에게의 절차서 제공 필요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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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의 6번 항목으로 실험에 참여한 발전과장이 제기한 문제점으로 현 

재의 CPS 개발 원칙과 상충된다. 서류절차서는 발전과장이 펴놓고 보면서 절차를 

진행하므로 RO나 TO는 발전과장의 지시에 따라 단계를 수행하였다. CPS는 발전 

과장， RO， TO 모두에게 동일한 절차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RO와 TO에게 발전과 

장과 같은 절차서를 보여주는 것이 RO와 TO의 계통 및 설비 제어 업무에 방해 

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절차서를 봄으로써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동시에 절차서에 관한 학습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해 

가 된다면， 프랑스의 N4에서와 같이 RO용 절차서와 TO용 절차서를 따로 만들어 

보여주고 LDP를 통하여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단추의 위치 불편 

<표 3.4-2>의 9번 항목으로 당시의 CPS에서 단추의 위치가 확인 순서의 흐름 

에 따라 순서대로 위치하지 않아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불 

펀함을 지적하고 있다. 인터페이스 설계시 사용자의 업무 순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7) 추세정보 표시 

<표 3.4-2>의 11번 항목 ‘P-T 곡선상에 시간적 변천경로 표시’와 15번 항목 

‘추세의 범위를 융통성있게 설정할 필요성’은 <표 3.4-1>의 7번 평가항목인 ‘추세 

정보의 적정성(제공 여부 형태， 내용 위치)’와 관련이 있다. 과거 운전경로를 

P-T 곡선상에 운전원이 설정하는 범위에 따라 보여주고， 확대/축소 기능을 제공 

하면 운전상 편리하다고 한다. 

(8) 타 시스템과의 통합 미흡 

<표 3.4-2>의 12번 항목 ‘제어장치의 기능 결핍’은 아직 소프트제어 시스템과 

CPS의 통합이 완성되지 않아서 제기된 문제점 이다. 

(9) 발전과장 중심의 절차서 서술 필요성 

<표 3.4-2>의 13번 항목은 사용자 중심 설계의 기본이라 생각된다. 절차서의 

주 사용자인 발전과장의 입장에서 절차서의 내용을 서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0) 운전원의 주관적 평가 

평가에 참여한 발전과장 RO, TO 모두 CPS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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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의 평가항목에 대해 서류절차서와 비교하여 두 항목(4. 19-3)을 제외 

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동등하거나(as-is) 향상되었다(improved)고 평 

가하였다. RO는 4번 항목 ‘용어 및 단위의 적정성 및 일관성’이 서류절차서에 비 

해 열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발전과장은 19-3 항목 ‘제어조치 결과 확인에 도움 

여부’가 서류절차서에 비해 열등하다고 평가하였다. 공통적으로 추세 정보와， 현재 

의 CPS화면이 보여주는 정보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 

면， 단계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더 많은 변수 값을 보기를 원하고， 보조화면에서 

현재 수행중인 절차서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 제한점 및 평가로부터의 교훈 

이 평가는 엄격한 실험 평가는 아니고 예비적 평가로서 두 가지 면에서 제한점 

을 갖는다. 첫째， 운전팀이 CPS를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운전 절차보다는 CPS 

자체에 관심을 갖고 CPS의 작동 방식을 배우느라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운전 성과에 관한 자료는 전혀 수집되지 않았다. 둘째， CPS 자체가 완전 

히 구현된 상태가 아니라서 제공하는 기능 자체가 제한적이며， 구현된 절차서가 

하나 밖에 없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평가여서 절차서간 이동이나 다중 절차서 실 

행에 관련된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지만， 평가 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여전히 미해결된 문제들을 확인 

하고 새로이 제기된 문제들을 찾아낸 점에 의의가 있다.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는 

기존 연구(0’Hara. 1998; Roth. 1999)에서도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현안으로 지적 

되었는데 이를 확인하였고， 발전과장. RO, TO의 절차서를 동일하게 만들 것인지 

에 관한 현안도 제기되었다. 

추가적인 지적사항은 전산화절차서는 흐름도 양식이고 서류절차서는 2단 양식 

으로 되어 있어 전산화절차서의 작동불능시에는 흐름도 양식에서 2단 양식으로 

돌아가서 절차서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미 서류절차서에 익 

숙한 운전원들을 훈련시켜 개량형 제어실에 배치한 경우에는 전산화절차서의 흐 

름도 양식에서 서류절차서의 2단 양식으로 바꾸어 절차서를 수행하는 것이 큰 어 

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음부터 전산화절차서의 흐름도 양식에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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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은 서류절차서의 2단 양식으로 바꾸어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점에 대비하려면， 운전원을 흐름도 양식과 2단 양식에 

모두 익숙하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Westinghouse의 COMPRO는 서류절차서 

의 2단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산화절차서로 만든 것이어서 전산화절차서 

작동 불능시에 어려움 없이 서류절차서로 이행하는 것이 스위스의 Beznau 발전 

소에서 관찰되었다. 

전산화절차서는 일관성이 있고 구조화된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절차서간 이동 

이 쉽고 이동 상태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제시하며， 진행 중인 단계를 표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발전소 공정제어변수를 감시하여 값을 제공하고， 

운전원이 필요에 따라 상세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흐름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절차서의 유지보수를 통해 기술적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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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전산화절차서의 평가 방안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성이 중요한 대규모 복합시스램에서 인간과 기술시스뱀의 

연계는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량형 원전에서는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VDU와 대형화면을 포함한 정보 

표시장치에 표시되는 다량의 다양한 정보가 절차서를 활용하는 운전원의 업무수 

행과 발전소의 성과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운전원은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능，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HMI를 통해 기술시스템을 운전한다. 즉， HMI를 어떻게 만들었느 

냐에 따라 운전원이 기술시스템을 운전하고 제어하는 방식이 결정된다. 물론， 인 

간은 적응력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적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기 

술시스범도 운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실수/ 

오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전원이 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제어하 

는 업무수행 과정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서가 설계되어 구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류절차서가 안고 있던 문제점 중에 전산화절차서를 통해 해결된 문제들도 있 

지만， 전산화절차서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들 문제점들에 대해 

서는 서류절차서의 평가 방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량형 제어실의 

전산화절차서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 제어실의 서류절차서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그 

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산화절 

차서가 안고 있는 단점과 서류절차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과 현안들에 대 

해서도 평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류절차서와 전산화절차서를 전반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은 있으나， 전산화절차 

서의 구체적 특성이 제어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다. 하지만， 전산화절차서의 연계(interface) 특성에 따라 전산화절차서의 

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절에서는 먼저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기존의 평가 

방안들을 검토한 후， 현 시점에서 적용가능한 평가방안으로서 지침 평가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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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1.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평가 연구 

전산화절차서가 운전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고 

여러 현안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이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운전원의 인지부하가 주의용량과 처리 용량을 초과할 가능성 

- 방향 감각을 상실할 가능성 

- 열쇠 효과의 가능성 

- 화면에서의 정보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 운전원이 독립적인 관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산화절차서에 종속적으로 될 

가능성 

- 발전소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휩되거나 공유하지 못할 가능성 

- 심성모형 (mental modeD이 부식될 가능성 

- 절차서에서 벗어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의 절차서 복귀 가능성 

- 절차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의 자동화 수준 

- 의사소통 양과 유형의 변화 

- 팀성과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 전산화절차서 작동 불능시 대비책과 서류절차서로의 전환 가능성 

- 전산화절차서의 표현 양식과 운전원의 업무나 표시장치의 특성에의 적합성 

- 전산화절차서의 공유 여부 

- 전산화절차서 설계상의 오류 

- 절차서내 이동이나 절차서간 이동시 순항으로 인한 시간 낭비과 오류 가능성 

- 복잡한 장애시 다중 절차서의 취급에 미치는 영향 

- 화면의 가독성 저하 

- 잘못된 돋보이기의 부정적 영향 

- 다른 HMI와의 일관성 결여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평가를 시도한 연구들을 실증적 평가 연구과 분석적 평가 

연구로 나누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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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산화절차서 에 관한 실증적 평 가 

전산화절차서나 그 특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 연구는 전산화절차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연구의 외적 

타당성 (external validity)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0’Hara(1997)는 네가지 측면에서 

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스템 표현 타당성은 연구의 테스트 대상이 

현실 상황에서 중요한 시스템 특성을 포함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시스템 모넬 

의 대표성， 인간-기계 연계， 참여 인력， 운전 시나리오 등에 따라 타당성이 결정된 

다. 전산화절차서와 관련시키면 테스트 시나리오가 절차서가 사용되는 복잡한 상 

황을 반영해야 하고 경험을 가진 운전원이 절차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연구를 수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 표현 타당성은 성과지표의 완전성과 대표성을 

의미한다. 전산화절차서의 성과에 대한 영향은 운전원의 기능과 책임의 변화， 운 

전원이 주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변화 운전원이 전산화절차서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의 변화， 인지적 부담의 변화와 같은 인지적 요인， 운전원의 

자격요건과 훈련의 변화 등을 포함하므로 성과지표도 이러한 영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테스트 설계 타당성은 테스트 수행 과정이 시스템과 성과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지를 의미한다. 넷째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관찰된 자료와 성과 척도의 관계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Spurgin(1990)은 대만의 Kuosheng 발전소의 시율레이터에서 운전원들을 참여 

시켜 BWR EOPTS와 흐름도 형식의 서류절차서를 비교하였다. 참여한 운전원들 

은 두가지 절차서에 모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EOPTS는 발전과장이 사용하 

였다.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6개 운전팀이 두 집단으로 나뉘 

어 세반은 서류절차서를， 나머지 세반은 전산화절차서인 EOPTS를 사용하였다. 2 

단계에서는 127~ 운전팀이 참여하여 여섯반씩 나뉘었다. 측정지표는 적절한 반응 

을 보이기까지의 시간과 오류(전산화절차서에서 명시한 행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결과는 전산화절차서가 서류절차서에 비해 시간이 적게 걸리고 변동폭 

도 작았으며， 오류도 적었다. 서류절차서의 경우에는 오류가 절차서 서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전산화절차서의 경우에는 제어반 운전원과의 의사소통상의 

오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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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수가 작다는 점과 참여한 운전원들이 모두 절차서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다. 오류에 관한 측정지표도 전산화절차서에 펀향적이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오 

류를 전산화절차서에 명시된 행위에서 벗어난 정도로 정의해서，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는 집단은 원천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Nelson(1990)은 COPMA와 서류절차서를 비교하였다. 14명의 운전원이 참여하 

였고， 종속변수로는 절차서를 찾아서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오류 갯수， 장애처 

리의 효과를 측정하는 공정 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COPMA 집단 

이 서류절차서 집단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수준에 미달하였다. 

Converse(1994, 1995)는 COPMA를 개선시킨 COPMA-II와 서류절차서를 비교 

하였다. 16명의 운전원이 참여하여 두가지 시나리오 즉 smal1-bre와‘ LOCA와 증 

기발생기 tube 파열에 대해 절차서 개시시간 완료시간 NASA-TLX(Task Load 

Index)로 측정한 주관적 업무부하 오류 갯수(최적의 실행 순서에서 벗어난 경우) 

를 측정하였다. 서류절차서를 사용한 운전원이 절차 개시는 빨랐지만， 완료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류절차서 집단은 LOCA 시나리오에서 

COPMA-II 집단 보다 훨씬 많은 오류를 발생시켰지만 tube 파열 시나리오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업무부담은 차이가 없었다. 한 시나리오에서만 

오류의 차이를 보였는데， Spurgin(1990)의 연구에서와 같이 오류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 

Co11ier(1996)는 Ha1den의 전산화절차서 평가로부터 얻은 교훈을 세가지로 정리 

하고 있다. 첫째， 운전원이 적절한 수준의 제어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전산화절차 

서는 운전원이 절차서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되며， 단계를 건 

너뛰거나 단계들을 대충 훌어볼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연계 계통을 도입하려면 기존의 연계 방식에 비해 우월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셋 

째， 자동화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운전원이 신뢰를 해야한다. 서류절차서와 비교하 

여 COPMA 집단이 느렸던 이유는 운전원들이 COPMA에서 제공한 정보를 재확 

인하느라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Bozec (1990)은 N4 전산화절차서의 초기 버전에 관해 조사하여 개선안을 제시 

했다. 운전원들의 상위 수준 목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서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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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말아야 하고，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전산화절차서가 자동으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운전원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이전 단계를 감시하고 상황 변화 

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은 원한다. 운전원은 전산화절차서에서 제시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우선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Pirus (l997)는 EclF사의 전산화절차서 평가로부터 얻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절차서를 다룰 때는 각 절차서의 관련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하여 절차서간 

에 전환할 때 적절한 위치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 변수의 자동 감시는 운 

전원에게 도움이 되며， 운전원이 절차서의 지정된 경로를 따르지 않을 때에 경로 

를 벗어났음을 알려주어 운전원이 의도적으로 벗어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ffroy (l997)는 프랑스 규제기관에서 실시한 EdF사의 전산화절차서 평가로부 

터의 교훈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째， 운전원은 흐름도를 따라서 각 단계에 ‘예’， 

‘아니오’ 라는 응답을 하게 되는데， ‘경로 감시 기능’이 운전원의 응답을 감시하다 

가 전산화절차서를 벗어나면 밝게 표시를 한다. 이것은 운전원의 국지적 오류를 

발견해주지만， 각 단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전체적인 개관을 잃기 쉽다. 절차 

서를 일련의 페이지 화면으로 보여주어서 지나온 경로를 되돌아보고 결과에 대한 

예상을 어렵게 한다. 둘째， 전산화절차서가 상당히 자세하게 안내를 하더라도 모 

든 단계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 또한 절차서가 일정한 순서 

로 단계들을 제시하더라도 운전원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절차서가 제시한 조 

치에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절차서의 안내가 아주 상세 

할 때 운전원이 절차서에 따르지 않기는 어렵다. 셋째 전산화절차서가 I&C를 통 

해 공정을 감시하더라도 운전원이 정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어느 설 

비를 가동시킬 수 없는데도 전산화절차서가 그 설비를 가동시키라고 한다면， 전산 

화절차서가 틀린 안내를 하는 것이다. 운전원이 절차서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 

운전원과 전산화절차서의 발전소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간격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지적 사항들은 운전원이 전산화절차서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절차서 운전은 발전소 공정 변수， 수행해야할 조치， 운전 

원간의 상호작용이 관여하는 동적인 과정이어서 절차서를 제대로 따르려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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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안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Roth(1998)는 스위스에 소재한 Beznau 원전에서 종래의 MMI를 개량형 MMI 

로 변경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개량형 제어실은 전산화절차서 경
보시스템， 그래 

픽 표시장치를 도입하였다. 시율레이터를 사용하여 훈련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훈 

련후 운전팀 구성원들을 면담하였다. 운전팀 성과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고 전산화 

절차서가 운전팀 개개인의 인지적 기능과 전체 팀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개량형 MMI의 도입은 운전팀의 성과를 향상시켰고
， 업무부하를 

감소시켰으며， 운전팀원 모두 잘 수용하였는데， 연구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산화절차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었
다. 발전과 

장은 절차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공정에 관한 정보들
이 즉시 제공되고 

단계에서 논리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인지적 부하도 감소되었
다고 느꼈다. 

운전원이 전환단계를 놓칠 가능성이 적고 절차서내의 위치， 계속 
수행 단계， 적용 

되는 유의사항， 접어놓은 페이지 둥을 추적할 필요가 없어져서 절
차의 진행이 효 

율적이었다. 

둘째， 전산화절차서는 운전팀의 역할과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변화 

의 정도가 예상보다 컸다. 발전과장은 주로 혼자서 절차서를 다루
었고 RO나 TO 

와 의사소통할 필요가 줄었다. 운전원들은 효과적인 팀워크를 유
지하려면 의사소 

통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RO는 비상절차서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 

였다. RO는 발전과장이 절차서를 진행하는 동안 공정변수 값을 
큰 소리로 읽어 

줄 필요가 없어져서 발전소를 감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주의용량을 가 

지게 되었다. 따라서 발전소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개관을 가질 
수 있었다. RO는 

더 독립적이 되고 책임감도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개
인의 기능이 더 

중요해졌다. 

셋째， 운전원의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절차서를 
구현한 소프트 

웨어의 논리가 정확할 것으로 가정하여 각 하위단계를 원으면서 
재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다른 독립적 정보원(예를 들면， 경보 시스랩
)으로부터 내린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산화절차서를 신뢰했기 때문
에 너무 많은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상세정보는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
지 않을 때만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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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운전원은 가끔 절차서를 사용할 때 틀린 위치에 가 있기는 했지만 곧바 

로 제자리로 되돌아갔다.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보기 

보다 복잡하였다. 운전원들은 전산화절차서의 정보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부분 알 

아차렸는데， 서류절차서에서도 있었던 일이라 참고 넘어갔다. 제기되는 문제는 운 

전원들이 서류절차서로 훈련을 쌓지 않은 경우에 전산화절차서의 정보가 부적절 

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어느 단계가 상위수준의 목표에 부합 

하는 지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전산화절차서를 무턱대고 따르기만 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운전원들이 훈련 초기에는 전산화절차서가 상황 인식을 저해한다고 우 

려를 표명했으나， 훈련을 계속하면서 우려는 사라졌다. 

여섯째， 절차서 진행 초기에 전산화절차서가 작동 불능이 되었을 때， 운전원들 

이 서류절차서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연구중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비교적 간단한 장애 상황이었다. 

나.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분석적 평가 

Enstead(993)는 COPMA와 COPMA-II를 GOMS로 평 가하였 다. COPMA-II는 

절차서 탐색 기능을 강화하고， 단계에서의 지시를 개선하였으며， 절차서 분기에 

대해 명시적인 참조를 제공하였다. 비교 결과， COPMA-II가 더 많은 학습을 필요 

로 했고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으나， 더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Hoecker0994, 1996)는 MIDAS(Man-machine Integrated Design and Analysis 

System)로 COMPRO를 시험적으로 평가해보았다. 전산화절차서의 업무부하에 대 

한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운전원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정보를 찾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산화절차서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Niwa(996)는 직무분석을 통해 서류절차서와 전산화절차서의 주의 요구량을 

주관적으로 비교하였다. 비상절차서를 사용하는 경우의 직무는 어느 절차서를 따 

라야 하는지를 확인， 각 단계를 하나씩 진행， 단계에 명시된 조치를 실행， 완료 단 

계를 표시，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각 직무 수행에 필요 

한 주의 요구량을 <표 3.5-1>과 같이 정리하였다. 요약하면， 전산화절차서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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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것은 아니다. 전산화절차서는
 인지부하， 복잡 

성， 주의 요구량이 높지만 자료 검색이 쉽고 직무 수행 시간이 짧
다. 

<표 3.5-1 주의 요구량> (자료원: Niwa, 1996) 

직무 써류절차서 |전산화절차서 
1 
1 
1 
1 
------( 

1 

」

{페이지(화면) 넘기기 j아주 낮음 낮음/중간 

[단계 완료 표시 |얀주 낮음 낮음/중간 

j추가 정보의 검색 l아주높음 낮음/중간 

!필요한 절차서 접근 1낮음/중간 낮음 

l정보 찾기 1중간 낮음/중간 

2.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평가 방안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평가 방안은 분석 평가와 지침 평가로 크게
 구분된다. 분 

석 평가 방안으로 분산형 GOMS(DGOMS)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서류절차서 

에 대해 DGOMS를 적용한 경험으로 비추어 전산화절차서에도 D
GOMS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현재의 서류절차서는 운전팀 전체에 대해
서만 만들어져 있 

고 운전원 개인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 전산화절차서에
서는 서류절차서 

에 없었던 운전원 개인에 대한 절차서를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렵
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절차서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GOMS 분석을 실시하고， 운전팀에 대한 

절차서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GOMS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DGOMS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GOMS 평가방안은 그룹 성과 측면 

에서 전산화절차서가 운전원의 역할 팀원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DGOMS에 의한 전산화절차서 평가는 아직 시
기적으로 이른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아직 전산화절차서를 개발중이어서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
어서 전산 

화절차서가 안정적된 후에 DGOMS를 적용하는 펀이 바람직하다
 . 

. DGOMS를 적용하려면 평가자가 원전 운전에 관한 업무 지식을 가지고 있거 

나， 전산화절차서에 익숙한 운전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업무
지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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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산화절차서에 익숙한 운전원을 확보해야 하는 

데 전산화절차서는 개발중에 있어 아직 익숙한 운전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 

황이다. 기존 원전에 익숙한 운전원이 처음 시험적으로 전산화절차서를 사용 

하여 운전하는 과정을 관찰했는데 DGOMS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음을 발견 

하였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침서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되어 지침평가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기존 지침들을 정리하였다. 전산화 

절차서에 관한 지침은 아주 제한적이어서 전산화절차서를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표준 지침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서류절차서 

의 지침 중에서 전산화절차서에 적용가능한 지침을 고르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지침 평가는 전산화절차서의 개발 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발된 전산화절차서의 평 

가를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EdF의 전산화절차서 설계 지침 

EdF사의 상위 수준에서의 설계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전산화절차서는 운전원을 loop1..J-1에 남겨두어야 한다. 전산화절차서는 자문역 

할을 하지 않으며，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운전원에게 준다. 

• 전산화절차서 화면은 제어 목적 제어 행위와 연결되어야 한다 . 

• 운전원은 절차서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산화절차서는 운전원의 다양한 수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수준에서 정 

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 수준에서는 상세한 직무를 포함하고， ‘목적 

-직무’ 수준에서는 목적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나. EPRI의 URD(Utility Requirements Document} 

EPRI는 EdF사의 경험에 근거하여 URD를 개발하였는데， 실제적인 원전 운전 

경험은 없고 상세한 지침을 개발하고 전산화절차서를 검증하기 위해 시율레이션 

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74 



• 절차서는 논리도나 흐름도 형식을 가져야 한다 . 

• 절차서는 운전원이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공정변수들을 한 화면에 제공해 

야 한다 . 

• 절차서의 공정 상태와 공정 변수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 운전원은 절차서에서 직접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어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절차서는 운전원의 결정을 확인할 소프트웨어를 가져야 한다. 계속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운전원이 결정한다. 절차서와의 격차는 자동으 

로 기록되어야 한다. 

· 계통이나 설비가 적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서는 

일정한 순서의 단계를 역추적하는 소프트워l 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단계들은 

운전원이 설비를 제어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전산화절차서가 비현실적인 제어실에서는 서류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 

• 서류절차서의 형식과 내용은 전산화절차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산화 

절차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류절차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산화절차서와 서류절차서를 일치시켜야 훈련 부담， 오류 가능성， 오해를 최소 

화할 수 있다. 

다. Niwa(1996) 

전산화는 추가적인 직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절차 수행 업무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상절차서에 관한 전산화시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 형식 - 전산화절차서는 단계， 조건 해설(comment)， 조언과 같은 절차 요소 

들을 구조화해야 한다. 운전원이 절차 단계에 정의된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 

기 쉽게 도식화하는 것이 좋다. 

• 공정 연결 - 공정변수 값들을 절차서내 단계에 통합시키는 것이 절차서 사 

용을 수월하게 한다. 

• 순항 지원 - 절차서는 절차간 이동시나 보조 정보로 이동시에 운전원을 지 

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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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감시 - 완료된 단계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전산화절차서가 어느 단 

계가 완료되었는지를 결정할 기준과 정보를 가졌는지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checkbox를 사용할 수 있다 

• 도우미와 설명 - 운전원이 단게를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할 관한 설명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있다. 운전원의 

행위를 어
 

제
 

를
 

켜
끼
 

그
」
 

들면，도우미는 

있다. 단계의 

예를 

경험이나 입력에 따라 도
 

수
 
’ 하

 
근
 

며
。
 

서
 
E 

상세수준의 융통성을 허용해야 한다. 

• 절 차서 변 형 (adaptation) - 현 재 상황에 

까

T 

맞게 절차서를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 

다. 

라. NRC의 NUREG/CR -6634 

근간이 될 것이 

만들어진 기존의 

개발하여 제시하 

향후의 개량형 원전에서 컴퓨터와 디지털 제어 기술은 HMI의 

므로 NRC에서는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되기 이전에 

요소 지침서를 보완하여 새로운 인적 요소에 대한 지침을 

였다 (i\TRC , 1996). NUREG-0700 Rev. 1은 3권으로 구성 되 어 있는데， 제 1권은 

HMI 평가자가 인증을 주기 위한 평가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다 

있으며， 제2권은 HMI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평가하는 checklist의 

형태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3권은 평가지원 시스템의 사용안내서이다. 

그런데，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산화절차서에 대해서는 

당시에 충분한 기술적 근거자료가 없어서 지침을 만들지 못했다가 최근 ‘전산화절 

차서의 기술적 근거와 인간/인지 공학적 검토 지침 (NUREG/CR -6634)’을 발표하 

였다 (0 ’ Hara, 2000). 단기적으로 전산화절차서는 공정 감시와 논리 

인지적 지원 기능， 단계 완료와 place keeping과 절차간 전환과 같은 

인적 

분석과 같은 

절차 관리 

루고 

확보와 backup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정리하고 유사성 기능， 서류절차서와의 

대한 대한 검토지침과 설계내용에 설계 과정에 전산화절차서의 

검토지침으로 구성된다. 

이 지침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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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절차서의 설계 과정에 대한 검토 지침은 NUREG-0711의 일반적인 설계 

평가 대상으로 인간/인지 

분석， 인력 충원， 인적 신뢰 

인간/인지 공학적 검증을 

과정에 대한 검토 지침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 지침은 

공학 프로그램 관리， 운전 경험 검토， 기능 분석， 직무 

성 분석， HMI 설계， 절차서 개발， 훈련 프로그램 개발，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인간/인지 공학 

전산화절차서의 설계와 검토는 여러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팀에 의 

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전산화절차서의 설계， 유지， 훈련， 평가에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면 절차서에 품질이 

수 있다. 

저하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개발 

미칠 

전산화절차서 설계상의 가정이나 제약조건들이 기록되어야 하고， 안전에의 

영향을 검토하여 전산화절차서의 목표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 전산화절차서 개발 프로그램은 설계 목표， 가정， 운전 경험의 활용， 설계 

석， 요구사항의 설정， 시험과 평가， 설계에 대한 상세 설명， V&V에 관해 철 

저한 문서화를 해야 한다. 

운전 경험 검토를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서류절차서의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가능한 

사용한 운전 경험， 유지보수， 형상 통제 

최소화해야 한다. 서류절차서를 

등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살려 야 한 

다. 

• 전산화절차서를 운영해본 경험과 도입시 다루어야 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야 

한다. 

· 문서나 매뉴얼을 전산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각적 피로와 같은 문제를 다루 

어야 한다. 

기능 분석을 위한 지침은 발전소 절차서를 관리， 감독하는 운전원의 역할에 관 

포함해야 한다. 

상황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류절차서를 

운전원이 어려움 없이 전산화절차서와 서류절 

있도록 두 절차서의 양식이 일관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사용할 수 없는 

있어야 하는데 

한 전반적인 개념을 

전산화절차서를 

backup으로 

모두를 차서 

가지고 

사용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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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절차를 구성하는 단계들의 특성에 따라 전산화절차서가 더 적합한 경 

우도 있고 서류절차서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므로， 절차서 

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운전 업무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운전원은 

절차서 운전의 실시를 감독하고， 안전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달성하지 못 

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전산화절차서는 운전원의 독립 

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백한 표현이 있어 

야 전산화절차서의 설계와 훈련에 반영된다. 설계 문서는 운전원의 역할에 대한 

설계자의 개념과 근거，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범위와 내용， 통합， 기능 할 

당)를 명 백 히 서 술해 야 한다 (Barnes, 1996). 

직무 분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전산화절차서가 운전팀 구성원에게 

미칠 영향(전산화절차서와 서류절차서를 병용함으로써의 영향이나 의사소통에 미 

치는 영향등)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전산화절차서에 부과된 직무는 분석되어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능 분담이 결정되면 운전원의 직무를 계층적으로 상 

세하게 정의하여 취해야 할 조치와 정보요구를 명시해야 한다 셋째， 전산화절차 

서의 작동 불능이나 backup과 관련된 직무는 장애사 요건을 정의하여 부여해야 

한다 전산화절차서에서 backup으로의 전환하는 직무도 언급되어야 한다. 

인력충원은 전산화절차서를 운영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격요건 

을 고려하여 선발되어야 한다. 전산화절차서는 발전소의 다른 시스템과는 달리 상 

당한 부담을 지우고， 전산화절차서에 관련된 직무들이 인적오류를 유발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인적 신뢰성 분석에 관한 지침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산화의 과정이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PRA 모댈의 인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산화절차서 작동 불능시와 서류절차서로의 전환시에 인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HMI 설계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절차 요소가 전산화절차서에서 표현되는 방법과 서류절차서의 사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 발전소의 절차 운전의 일반적인 방향과 일치하는지와 운전원의 입력과 판단 

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절차서의 기능을 주의깊게 분석해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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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화면장치의 수， 연계 관리， 순항 기능， 전산화절차서의 표현 및 운영 융통성 

등이 절차서 사용을 위태롭게 하는지， 직무 요건을 적절히 뒷받침하는지를 

주의깊게 분석해보아야 한다. 

. 절차서 와 구현된 하드웨 어 나 소프트웨 어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평 가되 

어야 한다. 

· 운전원간 협동， 의사소통， 의사결정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 최종설계가 사용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운전원이 프로토타입의 개발과 평가 

에 참여해야 한다. 

절차서의 개발에 관련된 지침은 절차서 범위， 절차서 근거， 기술 정보， 절차서 

유지를 포함한다. 전산화절차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히 정의되어야 하고， 절차서 

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절차서는 기술적으로 정확한 행위를 명시해 

야 하고， 규제기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절차서를 전달하는 매체가 무엇이 

든 내용이 기술적으로나， 규제 측면에서나， 관리 측면에서 근거와 일관성을 가져 

야 한다. 첫째， 절차서의 기술적 근거는 문서화되어야 하는데 자료원과 운전원의 

조치를 정의하는데 사용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근거 자료는 운전 경험으로부터 

의 교훈， 업체의 기술 지침서， 특정 발전소의 기술 지침， 안전 분석과 사고 분석의 

결과， PRA, 엔지니어링 문서， 발전소 설계에 적용된 공학적 표준， 발전 설비와 계 

통의 설계 기준， 발전소 설계와 건설에 적용된 도면과 명세서， 설계 검증이나 품 

질 검사 또는 기능 검사의 결과， 운전상의 안전 한계와 기술 명세， 절차 수행시의 

발전소 계통의 구성， 설정치에 대한 문서， 설비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둘째， 

절차서의 규제 근거도 명시되고 절차서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셋째， 절차서의 관리 근거는 발전소별로 작성되는데， 운영 철학， 사용자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책임과 권한 절차서의 품질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 

운영상의 정책이나 계획 절차서 준수 요건， 단계 완료와 정확성에 대한 독립적 

확인 요건 등을 포함한다. 신규 발전소에 적용할 절차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 

용자나 작업환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리 근거를 반영할 방법이 명 

시되어야 한다. 기술 정보는 세가지를 포함하는데， 첫째， 각 단계에서 감시해야 할 

공정 변수와 지시계가 선택된 이유를 검토하고; 둘째 절차 진입 조건， 단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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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절차 

방안 

절차서 

분석， 주의사항과 주석의 평가， 계산식， 절차 종료 조건의 평가， 상위 

서 목표에 대해 문서화가 되어야 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팀과 운전원이 검토해 

야 하며; 셋째， 절차서는 사용자， 물리적 작업 환경 직무가 수행되는 조직에 맞추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서 유지를 위해서는 절차서를 수정하면서 기술적 오류 

가 끼어들거나 절차서 표현의 일관성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해야 하며， 일시적인 절차 수정에 관한 조항도 만들어져야 한다. 

변경을 다루는 행정적인 절차와 변경되는 전산화절차서의 연계 부분이 분명히 명 

。

E코 

기되어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다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운전원의 역할을 언급할 때 운전원이 전산화절차서를 통제하고 독립적으로 

감독해야 함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필요한 기능， 지식， 능력을 명기해야 • 전산화절차서를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 

훈련， 배치 

이루어져야 한 

주
 
。받아야 하는 

특성， 기능， 제한점을 고려하여 훈련이 

저 
'--' 요건(배치 훈련 

한다.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려면 

훈련)을 명기하고， 설계 

전산화절차서를 무시하고 우선해야 하는 

전산화절차서의 작동 불능시 서류절차 

되돌아갈 수 있는 훈련도 받아야 한 

운전원이 언제 

포함해야 한다. 

전산화절차서로 

다. 

는
 
으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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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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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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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는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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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
 

프
 
결
 

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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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지
 

복구시 전환하고 서로 

다. 

중요성을 프로그램에서는 전산화절차서 사용중에 의사소통과 팀워크의 

강조해야 한다. 

인간/인지 공학적 V&V에 관한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V&V 계획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과정은 전산화절차서가 기술적으로 

훈련 

보증해야 사용가능함을 정확하고 V&V 

한다. 

• 개발 팀이외의 독립적인 팀이 V&V를 실시해야 한다. 

• 전산화절차서 평가는 여러 운전팀과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실시되어야 한다 . 

• 비상절차서는 각각 시율레이터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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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이 전산화절차서의 오류와 결점올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 전산화절차서을 사용한 운전이 서류절차서를 사용한 운전보다 성
과가 뒤지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 전산화절차서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2) 설계에 대한 검토 지침 

지침을 여섯 그룹으로 분류하여 항목별로 지침， 추가 정보， 자료
원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A에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지침을 제시할 수 없는 현안사항들도 상당수 파
악되었다. 제기된 

현안사항들에 관해 해결책이 아직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확인 및 검증 

(V&V)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평가하고 확인 및 검증을 통해 발
견되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요구할 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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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평가지원시스템 설계 

개량형 주제어실의 정보표시평가를 위해 지침서에 의한 평가를 하든지 분석적 

평가를 하든지 원활한 평가를 하려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평가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잇점은 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평가 기초자료의 확보， 평가기술 및 

지식의 축적， 평가자간 지식의 공유 및 전파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인지공학적 지식과 평가 경험을 갖춘 숙련된 평가자라도 상위 수준의 평 

가 기준은 쉽게 기억하지만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의 근거자료를 찾는데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된다. 평가의 근거자료를 들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평가하기도 어 

려우며， 평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잡무와 평가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만만치 않다.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기준과 근 

거를 찾아내어 평가에 반영하기가 수월해져서 평가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다. 

평가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평가자는 지원시스템이 제공 

하는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평가에 투입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 훈련기간을 단축시 

킬 수 있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과 같이 반복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에서는 

평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시켜 평가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평가기술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원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근거 자료의 축적 기능 

- 축적된 자료를 필요시에 손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능 

- 평가모델 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델 편집 및 기존 모델 재활용 기능 

-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기준과 평가자료의 제시 및 설명 기능 

- 평가 결과를 편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 

- 평가 방법론을 학습할 수 있는 자습서 및 도우미 기능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지원시스템을 사용하 

여 평가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평가자료가 축적되어 평가 결과의 정확성이 높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neural network 같은 인공 

지능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적절히 설계하여 실무적 

으로 활용가능한 수준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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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경로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평가자가 적은 인지적 노력으로 평가에 필요 

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평가자가 명시적으로 평가모넬을 작성하거나 지원시스 

템이 평가자를 위해 모델을 생성하거나 모델을 저장하는 모댈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모댈의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평가 결과를 설명할 때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이나 자료에 대한 자료원이나 참 

고 문헌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저장해야 할 정보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질 우려도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의 자료원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신 

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가 평가의 결과물인 평가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지원시스템을 사용하면 

서 추출하거나 분석했던 정보들을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펀집 또는 재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평가자가 지원시스템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평가자 

가 학습할 수 있도록 자습서와 도우미 기능을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다. 

NRC에서는 이미 지원시스템을 구현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개량형 

제어실의 설계와 평가를 위해 KAIST에서 지원시스템의 prototype을 설계하였다. 

두 가지 지원시스템 모두 지침서에 의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 평가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지원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지원시스템 

은 평가 항목， 평가 지침， 지침 근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웹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 평가지원시스템의 구성 

평가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은 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와 평가 실시를 

위한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에서는 절차서를 평가 

하는데 필요한 지금까지의 HMI에 관련된 각 종 연구 결과중에서 절차서 평가에 

적용가능한 사항들을 근거 자료로서 축적하고， 규제기관이나 전력회사에서 활용해 

오던 기존의 지침들을 수집하여 저장함으로써 평가항목을 도출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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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기반 구축 단계 

지침근거 DB 

지침근거 

B 

평가표 생성 

지침근거 

C 

평가표앙식 

DB 

<그림 3.6-1: 평가 기반 구축 단계의 구성> 

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는 평가지침의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평 

가 근거 DB와 기 존의 NUREG/CR -6634와 같은 지 침 이 나 평 가근거 자료를 바탕 

으로 도출한 지침을 저장하는 평가 지침 DB 각 지침별로 평가표를 만들어 저장 

하는 평가표 양식 DB로 구성된다 (그림 3.6-1 참조). 평가 기반이 구축되면 평가 

실시 단계에서 지침 DB와 평가표 양식 DB를 활용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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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실시 단계 

평가 보고서 생성 및 면짙기 

<그림 3.6-2 : 평가 실시 단계의 구성> 

평가 실시를 위한 구조는 평가 지침 DB로부터 평가항목을 생성， 펀집하여 저 

장하는 평가항목 DB, 평가 항목과 평가표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 

을 지원하는 평가 지원 기능과 평가 내용을 저장하는 평가결과 DB,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를 생성하는 평가보고서 생성 및 편집기로 구성된다 (그림 

3.6-2 참조). 

2. 평가지원시스템의 화면 양식 

평가지침의 근거 자료는 원전의 HMI에 관한 연구， 항공기와 같은 타 분야의 

HMI에 관한 연구， HMI 또는 HCI(Human-Computer Interface)에 관한 기초 연구 

자료들을 자료원별로 분류한 후에 지침 근거로 등록하여 저장할 예정이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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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등록화면은 <그림 3.6-3>과 같이 설계하였다. 

지침근거등록 

근거제목 I 근거번호 :XXXXXX 

자료원-저자 

-출판일자 

-자료원명 

자료유형: o 원전HMl실증평가연구 

o 타 Domain HMl 실증 평가 연구 

o HMl기초 연구 

근거내용· 

| 등 록 | | 추l 소 | 

<그림 3.6-3: 지 침 근거 등록 화면> 

기존 지침은 규제기관이나 전력회사가 제시한 서류절차서에 관한 지침과 전산 

화절차서에 관한 지침을 모두 포함한다. 지침에 따라서는 서류절차서와 전산화절 

차서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지침일 수도 있고， 둘중의 하나에만 적용가능한 지침일 

수도 있다. 평가지침 DB에는 서류절차서중 EOP에 관한 지침들을 제시한 

NUREG-0799, NUREG-1358,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 

NUREG/CR -6634, EPRI의 URD(Utility Requirements Document), KEPRI의 

SGB(Standards, Guidelines, and Bases)와 같은 기존 지침과 새로이 도출한 평가 

지침을 모두 저장하고자 한다. 평가자가 지침 근거 DB로부터 도출한 평가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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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그림 3.6-4>와 같이 설계하였다. 

평가지침등록 

지훨 제정기관· 

평가지침 번호 : xxx
평가지칭영 

평가지힐 내역 -

지칭적용범위 : 서
 때
 

차
 절
 

절
 학
 

류
 산
 

서
 
전
 

口
口

추가관련정보: 

지훨근거 

근거번호 근거명 선택 ‘ 
口
~ 

口 1--

口 , 

| 등 록 l | 취 소 | 

<그림 3.6-4 : 평 가지 침 등록 화면> 

등록되는 각 평가지침에 대해서는 지침의 제정기관(규제기관， 전
력회사， 또는 

일반 연구결과)과 지침 적용 범위(서류절차서 전산화절차서 또는
 둘다)， 그리고 

지침의 근거가 되는 기존 연구를 연결시키고 있다. 지침 근거는 복수
 개를 연결시 

킬 수 있다. 

그런데， 각 평가 지침마다 평가를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표 양식은 

지침별로 설계되어야 한다. 한 예로 ‘절차서 제목과 번호’라는 평
가 지침은 ‘제목， 

절차서 번호， 개정 번호， 일자， 승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평가표 

양식은 <그림 3.6-5>와 같이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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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제목과번호 

각 절차서는 제목， 절차서 번호， 개정 번호， 일자， 승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 @ 포함 O 포함하지 않음 
절차서 번호 @ 포함 O 포함하지 않음 
개정 번호 O 포함 @포함하지 않음 

일자 @ 포함 O 포함하지 않음 
스g'2J O 포함 @포함하지 않음 

<그림 3.6-5 : 평가표 양식> 

평가항목생성및편집 

제정기관 : 

서
 

차
 

저
 르 

화
 

l c 전
 

0 
서
 

차
 

절
 

큰
 
” ” 서

 

빡
 δ
 

적용대상 : 

지침 보기 

지침 내역 
평가항목 

지침명 
선정여부 

口

口

口

口

口

l 등 록 | | 취 소 l 
<그림 3.6-6 : 평가항목 생성 및 편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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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항목 생성 및 편집화면은(그림 3.6-6 참조) 평가 지침 

DB에 저장되어 있는 평가지침 중에서 적용 대상에 따라 적용가능한 지침들을 지 

원시스템이 생성해주고， 이들 중에서 평가자가 평가 대상 절차서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화면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 지침의 

형태로 제공되었거나 기존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절차서의 바람직한 특성들을 포 

함하고 있어서 명가 실행시에 평가자가 직접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분류체계 등록 

딴활뭔 
많될뭔: 

달될펀 

xxx 

xxx 

xxx 

르
 
” 분

 
대
 

번호 평가항목 ‘ 
r--

f--

, 

| 등 록 | | 취 소 | 

<그림 3.6-7 : 평가항목 분류체계 등록> 

그런데， 절차서 평가는 운전원의 주관적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항목들 

도 필요하므로， 선호도 평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선호도 평가항목은 평가 

에 참여한 운전원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web 화면 양식으로 설계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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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선택된 평가항목들과 추가된 평가항목들 

을 분류하기 위해 분류체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등록화면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3.6-7 참조). 

지원시스템은 분류체계와 평가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 목록을 생성하여 

평가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3.6-8 참조). 평가 목록의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 

자료를 입력하면 평가 내용은 평가 결과 DB에 저장된다. 평가보고서 생성 및 편 

집기는 DB에 저장된 평가 결과를 읽어 보고서의 양식에 맞추어 평가 결과를 제 

시하고 평가보고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한다. 

평가실시 

평가자 

평가일 

평가대상 

평가황목목록 많관〕 많표] 댄뀔 
대분류 E :x;: 긴 t::1 주 ;:쿠i 소분류 실시여부 선택 ‘ 

완료 디 1--

완료 口 •--
口

口

口 , 

| 확 인 휘 소 | 

<그림 3.6-8 : 평가 실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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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개량형 제어실의 디지털 방식의 정보표시 체계는 크게 시각정보표시 (visua1 

information display), 소프트제어 (soft controD, 전산화절차서， 경보시스템의 네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에는 그 중에서 전산화절차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서류절차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산화 절차서 표시 체계를 조사하여 전산화절차서의 장·단점 

을 파악하였다. (2) 전산화절차서 Mockup의 실험관찰결과 분석하면서 DGOMS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3) 전산화 절차서 평가방안으로 지침평가방식을 채택 

하였다. (4) 지침 평가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지원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 

였다. 

서류절차서 (paper-based procedure)는 정보 표현 방식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 

제점을 안고 있다. 정보를 순차적으로만 제시할 수 있어 각 스랩의 수행과 관련되 

는 모든 정보를 연결시키지는 못하며， 절차를 구성하는 단계 정보의 상세한 수준 

Oevel of de얹iD이 고정되어 있어 융통성이 없으며， 절차서에 기록된 유의사항이 

나 경고문이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데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산화절차서는 기술적 내용은 서류절차서와 동일하더라도 인지적 측면에서 서 

류절차서와는 다른 업무수행 전략(task strategy)을 필요로 한다. 전산화절차서는 

서류절차서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화면 

에 절차서를 보여주므로 몇 가지 단점들을 안고 있으며 서류절차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현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산화절차서의 대표적인 장점은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상세 수준을 운 

전원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절차 수행에 필요한 공정변수 값을 찾 

으러 다닐 필요 없이 전산화절차서에서 제시해주므로 운전원이 업무를 더 신속하 

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공정변수 값을 설정치와 비교하거나 계속 수행중인 단계 

를 전산화절차서에서 기억하여 표시해주므로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력이나 전 

반적인 인지 부하는 감소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전산화절차서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컴퓨터 화면 

91 



은 종이에 비해 가독성 (readability )이 떨어진다는 점과 제한된 화면 크기로 인해 

절차서를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 보여주어야 하면 정보의 순항(navigation)이 필요 

하다는 점， 발전과장이 RO와 TO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었던 업무 수행 

에 관한 feedback 정보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전산화절차서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은 다음과 같다. 그룹 성과 

측면에서 전산화 절차서가 운전원의 역할 팀원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해야 하고， 상황 인식 (situation awareness) , 반응 계획 운전원 오류에 관한 평가 

가 필요하며， 전산화 절차서가 작동 불능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DGOMS 평가방안은 그룹 성과 측면에서 전산화절차서가 운전원의 역할， 팀원，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DGOMS에 의한 전산화 

절차서 평가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아직 전산화 절차서를 개발중이어서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전산화 절차서가 안정적이 되어야 DGOMS를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DGOMS는 전산화 절차서에 익숙한 운전원을 필요로 하는데， 

전산화 절차서에 익숙한 운전원이 아직은 없다. 기존 원전에 익숙한 운전원이 처 

음으로 시험적으로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과정을 관찰했는데 

DGOMS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평가는 당분간 지침에 의한 평가가 바람직하다. NRC에서 

발간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전산화절차서의 개발 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발된 전산 

화절차서의 평가를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산화절차서 지원시스템은 다음의 특성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지원시스템은 

평가 항목， 평가 지침 지침 근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웹 기반 시스랩으로 구 

축하며， 평가 항목은 두 그룹으로 분류한다. 한 그룹은 전산화절차서의 바람직한 

특성으로 구성하고， 다른 그룹은 운전원의 주관적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으로 구성한다. 평가 지침은 지침 근거와 연결(Iink)하여 평가자의 지침 적용을 수 

월하게 하며， 평가 결과를 기록하여 향후 개선 또는 해결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서류절차서에 적용해 본 DGOMS 평가 방안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화절차서의 안전성 평가에 직접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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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평가 대상인 전산화절차서가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관찰 중에 작 

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였다. 따라서， 참여하는 운전원들의 성과를 

측정하지는 못하였고 운전원들의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는 수준에서 

시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셋째， 아직 전산화절차서의 mockup이 여러 절차서를 구현하지 않아서 절차서 

간 변환이나， 전산화절차서와 서류절차서간 변환을 실험할 수 없었다.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각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 운전팀 구성원의 의사소통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연구 방 

안으로는 분산인지 이론을 적용하여 GOMS를 확장해서 정립한 DGOMS 평가 방 

안과 CAM(Communication Assessment Method)을 결합하여 적 용하고자 한다. 

DGOMS는 그룹의 업무 수행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CAM은 그룹 

의 의사소통을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두 방법을 결합하여 적용하면 더욱 

정밀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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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94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당해연도에는 1차연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량형 제어실에
서 사용할 전산 

화 절차서의 특성을 조사하고 운전원 그룹의 업무수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단계에서 개발한 분산형 GOMS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
며， 전산화 절차 

서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립하고， 정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향후 활용될 

평가지원시스템의 시제품에 관한 설계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해외에서 개발하였거나 사용중인 전산화절차서에 대해 방문조
사를 할 수 

는 없었지만 문헌을 통해 조사하여 특징을 파악하였고 국내에서 
개발 중인 전산 

화절차서를 조사하여 표시체계를 정리하였다. 서류 절차서가 안
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전산화 절차서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산화 절차서는 서류절차서의 문제점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화면에 절차서를 보여주므로 몇 가지 단
점을 안고 있으 

며 서류 절차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들 

현안에 대해서는 전산화 절차서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단정
적인 결론을 내 

리기 어려워 주의를 요한다. 

전 단계에서 개발한 DGOMS를 전산화절차서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 

사하였다. DGOMS는 평가자가 운전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연계 방 

식에 익숙한 운전원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데， 전산화 절차 

서는 개발 중에 있어 아직 익숙한 운전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이고， 아직은 전 

산화절차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당해연도에는 DGOMS의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 

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지침에 의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 

로 판단되어 발표된 전산화절차서 평가 지침들올 조사하여 정리하
였다. 규제 기관 

인 NRC에서 발행한 NUREG/CR -6634, 전력회사인 EPRI나 KEPRI의 URD, 기타 

연구에서 제시한 지침들을 조사하였다. 제기된 현안사항들에 대
해서는 해결책이 

아직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확인 및 검증(V&V)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평 

가하고 확인 및 검증을 통해 발견되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도록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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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평가 방안을 지침 평가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지침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구조와 화면을 설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연도에 설정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개 

량형 제어실의 전산화절차서 평가 방안을 지침 평가로 설정하여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평가 방안을 정립하고 평가지원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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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올 확보하기 위한 규제 기술
중의 하나로 개 

량형 제어실에서의 HMI의 평가기술올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특
히 전산화절차서 

에 대한 평가 방안을 조사하는 연구이다. 당해연도의 연구결과는 
전산화절차서의 

평가 방안으로 지침평가방식을 선정하였고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현안 사항들을 

파악하였고， 지침 평가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지원 시스템
의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당해연도의 연구결과를 차기연도의 연구계획에 반영하여 지침에 
의한 평가방법 

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지침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으로는 NRC와 

같은 규제기관의 위탁연구 결과로 제시된 전산화절차서 설계 검토
 지침， EPRI나 

KEPRI와 같은 전력회사에서 개발을 위해 사용한 URD, 이미 활용중인 전산화절 

차서에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존재한다. 물론 서류절차서를 평가하
기 위해 사용되 

었던 지침도 존재한다. 서류절차서 지침 중에서 전산화절차서에 적
용 가능한 지침 

을 추출하고， 이미 존재하는 전산화절차서 지침과 종합하여 개량형 
제어실에 적용 

할 수 있는 전산화 절차서 평가 지침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리된 평가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시범적인 업무를 두 개 정도 
선정하여 운전 

원들이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평가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시스템의 설계결과를 기반으로 시작품을 완성하여 실
증적 평가 시 

에 시험적으로 활용하면서 보완할 계획이다. 지원시스템은 평가
자가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GUI를 가진 객체 지향형으로 만들 예정이며 개발
에 소요되는 시간 

과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발 도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당해연도에 기존의 평가지침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차기 연도에
 그 바탕 위에 

서 연구를 수행할 것이므로 본 연구의 최종결과는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DGOMS를 차세대 원전의 전산화
절차서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하면 실무적으로 적용가치가 있으며 학문적으
로도 기여가 크다. 

다른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개량형 주제어실의 전산화절차서를
 평가하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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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도구를 제공할 것이므로 규제기관에서 개발중인 전산화절차서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방안의 개발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향후 북한이나 중국 등의 국가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외공신력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예를 들면 기술 시스템의 자동화가 진행 

되어 주제어실의 운전원 수를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DGOMS를 적용하여 운 

전원 개인과 그룹의 업무 부담과 인지 부하를 평가해 보고 운전원의 감축을 허용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는， 향후의 차세대 원전에서 발전된 HMI 기술을 

채용하여 전산화절차서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지 사전에 평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에서 현안으로만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학문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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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산화절차서 설계물 평가지침 (NUREG/CR-6634) 

1. 1 절차서 id 

1. 1-1 절차서 제목 및 id번호 

지침내용 
각 절차서는 제목， 절차서 번호， 버전， 발행일자， 조직의 승인에 관 

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추가정보 
절차서 사용자들이 절차서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황의 설정에 도 

움이 된다 
NUREG-0899(1애RC， 1982), Barnes, Desmond, Moore, and 

자료원 
0 ’Hara(1996) 

1. 1-2 상위 수준의 목표 

지침내용 
각 절차서는 절차서 범주(예. 비상절차와 비정상 절차)를 포함하여 

상위 목표와 적용가능성올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가 일련의 단계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고， 안전 목표를 달 

추가정보 성함에 있어 절차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자료원 Bozec et al, 1990; Wieringa, Moore, and Barnes, 1992 

1.2 기본 단계 

1.2-1 간결한 단계 

지침내용 절차서 단계는 간결해야 한다 

추가정보 
오류없이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게 정 

보를 전달해야 한다 
NUREG-0899(1'아‘C， 1982), Barnes, Desmond, Moore, and 

자료원 
0 ’Hara(1996) 

1.2-2 짧은 문장 

지침내용 절차서 단계는 짧은 문장으로 쓰여져야 한다. 

추가정보 1.2-1과 동일 

자료원 1 .2-1과 동일 

109 

( • • →←→-----→→--←「→-- • 



1.2-3 능동적 문장 

지침내용 절차서 단계는 능동적 문장으로 쓰여져야 한다. 

1추가정보 

자료원 

1.2-4 긍정적인 명령문 

지침내용 절차서 단계는 긍정적 명령문으로 쓰여져야 한다. 

추가정보 1 .2-1과 동일 

자료원 1.2-1 과 동일 

1.2-5 간단한 어휘 선택 

지침내용 j짧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추가정보 1 .2-1 과 동일 

자료원 1.2-1 과 동일 

1.2-6 표준 구두점 

지침내용 구두점 기호는 표준 용법을 따라야 한다 

추가정보 1.2-1 과 동일 

자료원 1 1. 2-1 과 동일 

1.2-7 일관된 단어 사용 

지침내용 
단어， 구， 설비 명칭과 번호는 절차서내에서， 절차서간에， 도면에서， 

다른 계통에서， 설비의 레이블에서 일관성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추가정보 1.2-1 과 동일 

자료원 1.2-1 과 동일 

1.2-8 약어와 두어 

지침내용 
약어와 두어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것에 한하여 일관성있게 사용되 

어야 한다 

추가정보 1.2-1 과 동일 

자료원 1.2-1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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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측정의 단위 

지침내용 숫자 정보는 측정 단위를 포함해야 한다. 

추가정보 l.2-1과 동일 

자료원 1 .2-1과 동일 

1.2-10 숫자의 자릿수 

지침내용 숫자는 적 절한 자릿수를 가져 야 한다 

추가정보 l.2-1과 동일 

자료원 l.2-1과 동일 

1.2-11 숫자의 범위 

지침내용 오류 영역보다는 숫자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추가정보 1.2-1 과 동일 

자료원 1 .2-1 과 동일 

1.2-12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 

지침내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추가정보 l.2-1과 통일 

자료원 1.2-1 과 동일 

1.2- l3 숫자 철자 

지침내용 
숫자를 말로 쓰려면 같은 상황에서는 일관성있게 칠자를 사용해야 

한다. 

추가정보 1.2-1 과 동일 

자료원 1.2-1 과 동일 

l.2-14 조건 단계의 표현 

지침내용 
조건 단계는 NUREG-0899의 부록 B의 지침을 준수한 문자 형식으 

로 표현해야 한다. 

추가정보 1.2-1과 동일 

자료원 1.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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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15 단계들의 선행조건들에 대한 명세 

지침내용 j니단한다계 、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명시해야 

절차서에서 선행조건들에 대한 명시는 사용자가 행위를 취하기 전 

에 원을 수 있는 위치에 해야 한다 다른 위치에 명시된 정보는 

추가정보 간과되거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추가 노력을 요하여 주의를 산 

만하게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조건이 암시적이면 사용자 

j들이 조건을 놓치거나 오해할 수 있다 

자료원 1 l. 2-1 과 동일 

l.3 경고， 주의， 주석과 보조정보 

l.3-1 절차단계와 동시에 표시 

지침내용 
한 단계(또는 일련의 단계)에 적용될 경고나 주의는 절차가 화면 

에 나타날 때 동시에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보여주어야 사용자가 단계를 평가할 때 정보를 확실히 읽 

추가정보 게할 수 있다 다른 곳에 제공되는 정보는 간과되거나， 검색을 필 

요로 하는데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시간이 걸린다 

j 자료원 j1 2-1 과 동일 

1.3-2 행위단계 앞에 위치 

지침내용 
경고， 주의， 주석은 적용될 조치단계 앞에서 읽힐 수 있도록 위치 

해야 한다 

1사용자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확실히 읽도록 해야 한다 다른 곳 

j추가정보에 제공되는 정보는 간과되거나， 검색을 필요로 하는데 주의를 산 

만하게 하거나 시간이 걸린다 

자료원 11 .2-1 과 동일 

l.3-3 행위 참조 

지침내용 
경고， 주의， 주석은 암시된 행위 단계나 실제 행위 단계를 포함해 

서는 안된다 

추가정보 행위는 절차 단계내에서만 명시되어야 한다 

자료원 1.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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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다른 절차요소로부터 구별 

지침내용 
경고， 주의， 주석은 독특하게 표현되어 서로 쉽게 구분되고， 다른 

요소와 쉽게 구별되어야 한다. 

추가정보 

자료원 l.2-1 과 동일 

1.3-5 보조 정보 

한 절차단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조 정보(테이블과 그림)는 단 

지침내용 계와 동시에 화면에 보여주거나 쉽게 볼 수 있는 표시장치에 보여 

주어야 한다 

추가정보 

자료원 l. 2-1과 동일 

l.4 목록 

1.4-1 목록의 적절한 적용 

지침내용 
세 개 이상의 관련 항목(예: 해위， 조건， 컴포넌트， 기준， 시스템)은 

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추가정보 1.2-1과 동일 

자료원 1.2-1과 동일 

l.4-2 다른 절차요소로부터의 구별 

지침내용 
다른 절차 요소와 구별되도록 목록의 항목을 차별화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추가정보 1.2-1 과 동일 

자료원 1.2-1 과 동일 

1.4-3 선후관계의 확인 

지침내용 목록에 포함된 항목들간의 선후관계 존재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추가정보 
어떤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가 사용자에게 명백 

해야 한다 

자료원 1.2-1과 동일 

113 



1.4-4 목록의 개요 

지침내용 개요에서 는 각 목록을 소개해야 한다. 

추가정보|개요의 예는 “다음의 모든 검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하라” 
이다. 

자료원 l.2-1 과 동일 

1.4-5 사용자의 주의 확보 

[지침내용 
목록의 각 항목이 사용자의 주의를 받도록 확보하는 방법이 일관 

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전자 점검표가 제공되어 운전원이 주의를 기울인 항목 

을 체크 표시하도록 한다. 운전원이 모든 항목을 체크하기 전에 

추가정보 j진행한다면 전산화절차서 는 체크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 경고를 
발할 수 있다 

자료원 l.2-1 과 동일 

l.5 절차의 구성 

l.5-1 계층적인， 논리적인 구성 

]지침내용 절차서는 계층적， 논리적，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추가정보 절차서간의 관계를 사용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자료원 l.2-1 과 동일 

l.5-2 절차 단계의 구성 

지침내용 각 절차서는 관련된 단계들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추가정보 

자료원 l.2-1과 동일 

l.6 형식과 화면 배치 

1.6-1 절차서의 구성형식 

지침내용 절차서 형식은 절차서의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 

추가정보 
절차서의 구성을 나타내는 형식화 방법은 절차서의 구성부분을 식 

별하기 위해 제목이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료원 l.2-1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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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2 절차서의 형식 

지침내용 절차서를 표시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절차서가 서술 형식이든 흐름도 형식이든 절차서간에 일관성을 유 

추가정보 지하는 형식이 여러 절차서를 사용하거나 절차서간 이동을 수월하 

게 한다 
절차서를 표현하는 형식중 어느 형식이 우월하다고 지정하기에는 

연구가 충분치 않다 전산화절차서가 서류절차서와 일관성을 유지 

자료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형식이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절차서내 

또는 절차서간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으며， 운전원들로 하여금 

정보를 찾아가는 부담올 덜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는 

절차서 사용을 신속하게 하며 오류를 감소시킨다 

l.6-3 절차의 분할 

지침내용 절차서를 분할하는데 일관성 있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분할은 한 절차서를 화면상에 보여주도록 구성하는 방법을 말한 

추가정보 
다. 예를 들면， 여러 페이지로 나누어져 사용자가 한 페이지씩 순 

항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면， 사용자가 스크롤하면서 연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서류절차서와는 달리 전산화절차서는 하나 이상의 화면의 제한된 

자료원 
공간에 보여준다. 따라서， 형식에 관계 없이 설계자는 절차서를 연 

속적으로 스크를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보여줄 것인지， 여러 페이지 

로 나누어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6-4 화면의 구성 

지침내용 각 화면은 정보와 HSI feature을 일관성있게 위치시켜야 한다 

절차단계， 제어， 순항 보조와 같은 정보와 feature를 일관성 있는 

추가정보 위치에 둘 때， 예상에 따라 정보 탐색을 하므로 찾는데 걸리는 시 

간과 부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용자 성과가 향상된다 

자료원 1.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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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절차정보 

지침내용 절차서의 제목과 번호는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추가정보 
전체 절차에 대한 배경을 설정해주어 단계 해독을 도와준다. 여러 

절차서가 한번에 open될 때 중요하다. 
전산화절차서에 관한 우려는 절차서가 사용되는 배경， 즉， 상위 수 

자료원준의 안전 목표나 발전소 상태에 관한 인식의 상실이다 id 정보는 

특히 여러 절차서가 사용중일 때， 각 단계가 해석되는 방법에 관 

1한 초점을 유지시킨다 
1.6-6 상위수준의 목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표시 

지침내용 상위수준에서 절차서 목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절차서단계를 해독하는 전반적인 배경을 설정해준다 주요 안전기 

1추가정보 
능의 상태와 같은 상위 수준의 목표 상태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특히 하나 이상의 절차서를 동시에 열었을 때 사용자의 상태 

인식을 도와준다. 
절차서가 사용되는 상황 인식에 대한 손실은 전산화절차서의 우려 

사항 이다 상위수준의 목표에 대한 인식은 개별 단계를 해석하고 

자료원 어느 절차서가 적절한 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Roth and 

0’Hara(1998) 는 전산화절차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운전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critical safety function의 상태임을 관찰했다. 

2. 절차서의 기능 

2.1 절차의 감독 및 통제 

2.1-1 절차경로의 사용자 통제 

지침내용 사용자가 후속 단계들의 순서를 통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절차서는 명시적으로 정의된 단계들이 순서대로 수행되 l 

도록 하지만， 일부는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가변적이다 전산화절 

추가정보|차서는 어느 것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원은 절차 
서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점검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자료원 
운전원을 loop내에 두어 통제권과 최종 권한을 가져야 한다(EPRl， 

1993; Di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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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절차 진행속도의 사용자 통제 

지침내용 절차 단계들을 진행하는 속도는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운전원은 절차서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상황 인식을 유지해야 한 

추가정보 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를 진행하는 속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 

다. 

자료원 
운전원은 통제권을 보유하고 최종 권한을 가져야 한다 (EPRI, 

1993; Dien, 1991) 

2.1-3 절차 단계 분석의 이해가능성 

전산화절차서가 절차단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절차 단계 

지침내용 를 분석하는 방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추가정보 
사용자는 전산화절차서의 충고와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원 
시스템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절차 분석의 

적정성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1-4 전산화절차서 정보의 사용자 확인 

지침내용 
사용자는 시스템이 발전소 상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정보 

이 확인은 공점변수， 설비 상태， 단계 논리의 분석， 주의사항의수 평 

가를 포함한다. 전산화절차서에 의한 분석은 사용자가 검토할 

있도록 접근가능해야 한다. 

자료원 
시스템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절차 정보의 

적정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1-5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사용자의 우선권 

지침내용 
사용자는 전산화절차서의 정보 계산， 평가에 우선할 수 있어야 한 

다. 

추가정보 

운전원은 전산화절차서가 제안한 조치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어야 

자료원 
한다 운전원에게는 접근가능한 정보가 전산화절차서에는 제공되 

지 않는 경우에나， 절차서가 너무 까다롭거나， 절차서가 구 정보를 

사용할 때 필요하다 (Bozec,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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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절차의 모니터링과 평가 

2.2-1 절차의 자동 확인 

지침내용 j절차서의 진입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전산화절차서는 운전원에게 
I^I {J l1i* I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추가정보 I사다용자가 현 발전소 상황에 적합한 절차서를 결정하도록 도와준 

자료원 운전원 신뢰성에 유익하다 (0πis， 1996) 

2.2-2 공정 변수와 설비 상태의 자동 모니터링 

지침내용 l냐’E절E차서는 공정 변수 값과 설비상태에 관한 유효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한다 

추가정보(니실제 값과 상태의 원천으로 무슨 구체적인 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전원에게 명백해야 한다. 

|변수 값을 획득하는 것과 같은 인지적 기능의 지원은 주의용량이 

나 작업기억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키고， 운전원이 상위 수준의 목 

자료원 표를 평가하는데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서류절차서의 문제를 해결 

J할 수도 있다 이 기능은 운전원의 신뢰성에 유익하다 (0πlS 
1996; Pirus, 1997; Niwa, 1996; EPRI, 1993) 

j 2 2-3 빈 번 한 모니 터 링 

지침내용 j절차서는 자주 절차서에서 정의한 변수들을 모니터해야 한다 

추가정보 
초당 2회와 같이 잦은 모니터링은 상태변화를 사용자에게 즉시 알 

려준다 

자료원 공정변수와 상태의 끊임없는 갱신 (EPRI, 1993) 

2.2-4 절차서 참조 값의 자동 계산 

지침내용절다차서 사용에 펼요한 subcooling margin 같은 계산을 수행해야 한 

j추가정보 
자료원 계산 수행 능력은 전산화절차서의 중요한 특징이다 (Roth, 1998; 

IBam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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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단계 논리의 분석 

1각 절차단계의 논리를 평가하여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 
지침내용 14. 

단계는 보통 논리적 관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일련의 조건들이 

존재하면 조치가 수행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적 관계는 제대로 명 

추가정보|시되었는지 주의깊게 확인되어야 한다 단계를 해결하는데 사용된 

논리가 너무 간단할 때나 운전원이 단계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모 

든 사항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자료원 | 

실제 공정 변수 값과 설정치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인지적 기능의 

지원은 주의용량과 작업기억 요구를 절감하여 운전원이 상위 수준 

의 목표를 평가하는데 집중하도록 해준다. 이 기능은 전산화절차 

서의 주요 장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전원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 

도록 도와주며， 단계의 일부인 논리 문장올 정확히 해독하게 한다 

(Spurgin, 1990). 운전원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0πiκ 1996; 

Moieni, 1993) 강력한 기능이지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일부 

단계는 운전원의 국지적 지식(예-당시 설비의 가용성과 상태)에 의 

존한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의도적으로 비교적 추상적이어야 한 

다 전산화가 상세성을 높이지만 돗하지 않게 절차서의 배경(문맥) 

과 운전원의 해석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논리를 충분히 명시하 

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0’Hara, 1996; Roth, 1998). 더욱이 전산 

화절차서는 운전원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운전원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 

22-6 현행 단계가 아닌 단계 논리의 연속적인 분석 

1계속 수행 단계， 시간 종속 단계， 공정 종속 단계들은 전산화 절차 

지침내용)서가 감시하다가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경보를 발해 

야 한다. 

논리를 대충 명시하지 않도록 분석이 주의 깊게 이루어져 확인되 

추가정보|어야 한다 경보가 뜨면서 사용자의 현재 화면을 지우면 안된다 

대신， 보조 화면이나 경보로 표시해야 한다. 
2.2-5 참조 운전원은 공정 상태가 변했을 때， 절차서가 이전 단계 

자료원 l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이전 단계를 자 

동으로 감시하다가 상태 변화를 알려주기를 바란다 (Bozec, 19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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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논리 분석의 코딩 

• l단계 논리가 단계의 위반을 가리킬 때 그 단계를 눈에 뜨이게 코 
지침내용 1 

↑드화 되어야 한다 

추가정보 1 

~}li .!f:!하로다중 절차서를 다루는 경우에 각 절차서의 관련 정보를 밝게 표시 
자료원 면 다루기가 수월해진다 운전원이 한 절차서에서 다른 절차서 

전환할 때， 밝게 표시된 정보는 적절한 위치로 인도해준다. 

2.2-8 주의사항의 분석 

주의사항에 명시된 조건은 전산화절차서가 자동으로 감시하고， 사 
지침내용 

용자는 주의사항이 적용될 때 경보를 받아야 한다 

주의사항을 평가하여 적용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용 

자가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읽게 되고， 간과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추가정보 

주의사항의 조건은 논리가 부족하게 명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여 설정되어야 한다. 
주의사항 조건을 감시하고 참조값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인지기능 

자료원 
의 지원은 주의 용량과 작업기억 요구량을 감소시켜 운전원이 상 

위수준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운전원에게 적용되는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간과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j 224 코드화 적용가능한 주의사항 

지침내용 
절차서는 주의사항이 유효할 때 가리키는 코드화를 사용해야 한 

다 

추가정보 
색상과 같은 코딩 기법은 중요한 정보를 돋보이게 하는데 사용된 

다 

자료원 

2 .2-10 절차분석의 사용자 승인 

지침내용 
사용자는 절차 단계나 종료 또는 전환 제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숭 

인해야 한다. 
예로， 운전원은 ‘retum’키를 누 E 거나 스크린의 button을 놀러 단계 

추가정보 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러한 확인은 사용자가 절차서 상황 

의 인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료원 
운전원을 loop내에 남겨두어야 통제권과 최종 권한를 가질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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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사용자 입력 요구사항의 확인 

지침내용 
절차서는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올 때， 사용자에게 분 

명히 적시에 지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 변수 값이나 설비 상태， 사용자의 판단이 관여하는 논리 단 

추가정보 계의 분석， 절차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조건의 평가를 사용자 

에게 의존한다 
전산화절차서는 I&C를 통해 시스템을 감시하는 동안 운전원은 일 

자료원 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산화절차서가 부정확 

한 평가나 안내를 하게 된다(Jeffroy， 1997). 

2.2-12 조정가능한 상세 수준 

지침내용 사용자는 절차서의 상세수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절차서의 사용에 관한 관행은 경영자가 명시하지만 제공되는 상세 

수준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단계 조건이 

충족될 때는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추가정보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개별 평가 전부를 보고 

싶을 수도 있다. 절차서 정보의 해석에 영향올 미치지 않도록 조 

심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자는 언제 어떻게 상세수준을 변경 

시킬 수 있는지 훈련받아야 한다. 
전산화절차서에 정의된 직무， 설비， 계통， 공정의 친숙도에 따라 

운전원이 상세수준을 조정할 수 있을 때 지침은 더 효과적으로 활 

자료원 
용된다. 서류절차서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여러 연구에서 전산화절 

차서의 장점으로 꼽는다 (Dien, 1991) 특히 숙련된 운전원에게 너 

무 자세한 정보 제공은 피하여야 한다 (Bozec, 1990; Roth , 1998;, 

Niwa, 1996). 

2.2-13 상황에 따른 안내 

지침내용 절차지침은 가능하면 상황에 맞게 민감해야 한다 

추가정보 
예를 들면， 펌프가 이미 작동중이면 펌프를 기동하는 조치를 취하 

라는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COSS의 일반적인 문제는 정보가 상황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즉'1 

현 상황을 전혀 참조하지 않은 지침을 주고 있다 (Dien, 1995). 전 

자료원 
산화절차서에서는 현 상황에 맞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Niwa, 

1996) 현 상황에 부적절한 정보는 제거하여 산만하게 하거나 귀중 

한 시간의 낭비를 막고， 운전원에게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도록 할l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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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상위 목표의 상태 평 가 

지침내용 
C디tical safety function 같은 상위수준의 안전 목표의 상태를 지속적 

으로 평가하여 제시하고 문제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추가정보 

변수 값을 설정치와 비교하는 인지 기능의 지원은 주의 용량과 작 

업기억의 요구량을 감소시켜 운전원이 상위수준의 목표를 달성하 

자료원 는데 집중할 수 있다. 가능한 문제 상황을 운전원에게 알림으로써 

간과되지 않도록 한다. 안전 목표 상태를 인지하는 것은 운전원이 

절차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Roth, 1998). 

2.2-15 절차 종료를 위한 조건의 평가 

지침내용 
절차서를 전환하거나 종료해야 할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지속적으 

로 자동 평가해야 한다 

주가、정」보 1사용중인 절차서가 더 이상 상황에 맞지 않는 시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료원 
절차서가 더 이상 상황에 맞지 않는 시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 

어 적절한 절차서를 확인하는 행위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돕는다. 

2.3 사용자의 행위를 모니터링 

2.3-1 사용자를 모니터링 

지침내용 절차서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모니터하고 기록한다 

전산화절차서가 적정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면， 절차서에서 요구 

추가정보 한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입력 정보와 후속 조치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서를 실행시키는 것과 관련된 운전원의 행위에 관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Blackman, 1988) 운전원이 단계를 평가하기 위해 

자료원 전산화절차서가 분석에 사용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전산화 

절차서가 사용자의 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진 정도에 따라 이 직무 

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22 



2.3-2 절차에서 벗어남을 사용자에게 경고 

지침내용 
사용자의 입력이 틀리거나， 행위가 전산화절차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보를 발해야 한다. 
경보는 조언의 수준이고 사용자의 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 

추가정보 기능은 훈련시에 알려주어야 사용자가 전산화절차서의 제안을 거 

스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EPRI는 운전원의 결정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을 제 

안한다 운전원이 통제권을 갖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최 

종 권한을 갖지만， 불일치는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EPRI, 

1993) 의도 없이 절차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운전원에게 알리는 

것은 운전원이 오류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운전원의 신뢰 

자료원 성 을 향상시 키 고 (Orvis, 1996; Moieni, 1993), 국지 적 오류를 포착l 
한다 (J effroy, 1997) 운전원에게 경보를 발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 

인지를 확인시킬 수 있다 (Pirus, 1997). 하지만， 운전원이 절차서로 

부터 벗어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운전원이 전 1 

산화절차서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절차서를 따르지 않기 

가 어려울 수도 있다 (Jef잠oy， 1997) 

2.4 계획 및 실행 

2.4-1 조치상태의 표시 

지침내용 절차서 는 절차 관련 조치의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추가정보 

자료원 이 는 운전원의 신뢰 성 을 향상시 킨다 (0πis， 1996) 

2.4-2 절차의 타이밍 

지침내용 
상태 갱신율， 화면， 변경， 순항 기능과 같은 전산화절차서의 타이 

밍은 직무의 요구에 일치해야 한다 

추가정보 

전산화절차서 반응의 타이밍은 운전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자료원 발전과장이 ADS 시작을 두 번 요청했는데 첫 번 요청이 보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었다 (Spurg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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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의 관리 및 지원 

3.1 경로 모니터링 

3.1-1 단계 상태의 모니터 링 

지침내용 단계의 완료 여부를 지시해주어야 한다. 

추가정보전산화절차서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정보를 가졌 

|는지에 따라 자동이나 수동이 가능하다 
Icheckbox를 사용해 각 단계의 완료여부를 추적한다. 완료시간을 기 

자료원 
록하여 사후 분석 에 활용 가능하다 (Niwa, 1996) 

3.1-2 사용자에게 절차단계의 미완료를 경고 

「지침내용 단계의 미완료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추가정보 알려주는 수준이어야지 운전원의 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자료원 
단계가 완전히 완료되었는지를 모니터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운전원에 게 알려 야 한다 (Orvis, 1996; Moieni, 1993) 

3.1-3 현재 위치를 코딩 

1지침내용 현행 단계를 가리켜야 한다 

추가정보 j 

자동 place keeping은 특히 여러 절차서를 사용할 때 운전원의 신 
자료원 

뢰성을 향상시키는 전산화절차서의 기능이다(0πis" 1996) 

I 3.1-4 자동 경로 모니터링 

지침내용 절차서가 지나온 경로가 지정되어 사용자에게 활용가능해야 한다 

추가정보 
이력이 유지되고 요청에 따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단계 완료 

시점을 기록하여 사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Niwa" 1996) 
완료된 단계를 추적할 수 있다 전산화절차서가 이를 결정할 수 

자료원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정보를 가졌는지에 따라 자동이나 수동이 가 

능하다 (Niwa" 1996). 

3.1-5 다수의 사용중인 절차의 표시 

지침내용 
다수의 절차서나 단계가 동시에 수행 중일 때 운전원에게 알려주 

어야 한다 현재 활성화된 절차서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정보 
활성화된 절차서의 목록에 사용중인 절차서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료원 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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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순항 

3.2-1 유연한 순항 

지침내용 
사용자가 단계간， 동일 절차서의 다른 부분， 다른 절차서로 자유로 

이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정보 
사용자에게 고정된 순서로 절차서에 접근하거나 보조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절차내， 절차간， 관련 보조정보로의 이동은 시간이 걸리고 오류를 

발생시키기 쉽다 (0’Hara, 1996). 전산화절차서는 지나치게 구조화 

해서 운전원의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단계를 건너뛰거나 신속 

자료원 하게 훌어볼 수 있게 융통성을 제공해야 한다 (Collier, 1996). 절차 

서의 불충분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Dien, 1991) 절차간， 보조정보 

로의 이동이 수월해야 한다 (Niwa, 1996) 융통성은 운전원의 신뢰 

성 을 향상시 킨 다 (0πis， 1996) 

3.2-2 정보에의 병렬 접근을 지원 

지침내용 한번에 하나 이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정보 

운전원이 필요한 정보를 병렬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 업무부담 

자료원 
이 증가한다 (Hoecker, 1994; Hoecker, 1996). 다수 절차서 에 의 동시 

접근을 허용하면 전산화절차서는 서류절차서에 비해 운전원의 성 

과를 향상시 킨다 (Wilhelmsen, 1992) 

3.2-3 연 관된 정 보에 대 해 순항 연 결(navigation link) 

지침내용 
참조된 정보， 노트， 유의사항， 경고， 참고자료， 의사소통 및 도우미 

로의 연결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정보 
하이퍼링크 같은 기법은 절처서내외의 관련 정보로의 순항을 수월 

하게 한다. 

자료원 
참조정보로의 왕래는 시간을 요하며， 산만해지거나 오류 발생 가 

능성이 있다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3.2-4 비상 조치에의 접근 

지침내용 사용자는 적절한 비상조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정보 

l 자료원 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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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움말 

3.3-1 설명 기능 

지침내용 사용자에게 전산화절차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절차서의 선택， 단계 논리 분석， 절차 경로 따라가는 방법 동에 관 

한 조언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 사용자가 조 
추가정보 

언의 근거를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계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coss는 충분히 설명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추론 근거를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고， 운전원에게 질의하고 계통 성능을 확인하는 의 

사소통 기능도 적절하지 않다 어떤 공정 변수를 분석하고 어떤 

자료원 
순서로 추론이 이루어져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 

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추론과정을 보여주면 운전원의 추론과 다 

를 수 있다. 설계자의 이론적 추론이지 운전원의 실무적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Dien, 1995; lAEA, 1994;Malin, 1991; Roth, 1987). 

단계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Niwa, 1996). 

3.3-2 도움말 기능 

l지침내용 J절차서에 명시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도움말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정보 j 

운전원이 단계를 실행하는 것을 도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느 

자료원 제어 행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Niwa, 1996) 

3.3-3 주석 달기 

지침내용 
사용자가 전산화절차서에서 주석을 달고 해설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정보 

절차서 는 모든 가능한 상황과 조치를 포함할 수는 없어서 격차가 

l 자흔원 존재한다. 운전원이 빠진 것을 DB에 기록하여 나중에 절차서를 개선할 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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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BP 하드웨어 

4-1 화면 표시장치의 갯수 

전산화절차서의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의 갯수는 유의사항과 참조 

지침내용 자료를 포함하여 단계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기에 

충분해야 한다 

추가정보 

자료원 
화면은 열쇠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인터페 

이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5. 전산화절차서의 백업 

5-1 서류절차서의 가용성 

지침내용 
전산화절차서의 작동 불능시에 서류절차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추가정보 

자료원 
전산화절차서가 잘못 작동하거나 작동 불능시에 서류절차서는 안 

전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5-2 서류절차서와 전산화절차서의 일관성 

지침내용 
서류절차서와 전산화절차서의 내용과 형식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 

다 
서류절차서와 전산화절차서간의 매끄러운 전환은 형식의 일관성 

추가정보 
정도에 의존한다. 절차서의 훈련도 수월하게 한다. 

서류절차서와 전산화절차서의 내용과 형식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 

다. EPRI는 일관성이 훈련 부담， 오류 가능성， 오해를 줄일 수 있 
자료원 

다고 말한다 서류절차서가 백엽으로 사용되면 특히 중요하다 

(1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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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류절차서로의 전환시 지원 

서류절차서로의 전환시에 현재 열린 절차서， 절차서내의 위치， 완 

지침내용 료 단계와 미완료 단계 구분， 현재 감시중 이던 단계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산화절차서의 작동불능시 운전원이 이를 기억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안전하고 수월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추가정보 들면， 매 1분마다 자동으로 상황을 인쇄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 
J록 하면 서류절차서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전산화절차서의 작동불능시 여러 절차를 진행중에 있을 수도 있 

다. 각각에 대해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계속 수행단계를 감시하며， 

일부 단계는 background로 실행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지원 기 

자료원 J능은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운전원의 인지부담을 줄여준다. 운전 
원이 모두 기억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환을 지원할 수단이 제 

j 공되어야 한다 
1 6 다른 mfI 구성요소와의 통합 

6-1 다른 f fMI 구성요소와의 일관성 

l지침내용전산화절차서의 상세 설계는 다른 HMI 구성요소와 일관성이 있어 

l 야 한다 
형식과 기능(레이블， 두어， 대화창， 색상， 입력장치)이 다른 HMI 구 

추가정보 성요소와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외부에서 개발된 시 A템을 도입할 

때는 특히 중요하다 
일관성 결여는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관성 결여는 운 

자료원전원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오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일관성 결 

여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성과의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Niw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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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at the advanced MCR as a part of regulation technology for the safety of KNGR. The 

second purpose is to design a prototype of a support system for the evaluation. 

We have selected the guideline method for the e、raluation ， since currently there is not any 

better altemative. Several guidelines have been published for the design of CBPs. The 

guidelines include both guidance for CBP design process review and guidancc for CBP 

design product review. Although CBPs have many advantages over PBPs(paper-based 

procedures) , they have some drawbacks since CBPs show the information on display 

screens instead of papers , and generate some new issues that have not been raised with 

PBPs. For the new issues, we need to be cautious because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effects of CBPs and there is no conclusive answer yet. 

A support system i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CBPs , since it is not easy to carry 

out an evaluation task even though an evaluator has firm background on cognitive 

engineering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s. The support system is going to have 

web-style interface and databases of evaluation items , guidelines for each evaluation item, 

and technical bases from which a guideline is derived. Evaluation items include those for 

desirable feature of CBPs and those for a subjective evaluation by the operating crew. The 

support system wi l1 facilitate the task of evaluators by linking evaluation items with 

technical basis and by providing features for recording and tracing the evaluation result 

and efforts for resolving the issues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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