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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 인 요소 개선 장 리기  개발

II. 연구기간: 2006년 11월 - 2009년 7월

III. 연구목 : 고리 1호기의 인간기계연계, 차서, 작업환경, 인간신뢰도 

등의 인 요소를 리하기 한 인 요소 리체계  하나인 인 행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장 리기 을 개발

IV. 연구내용

   - 개별 인 요소지침서 개발

   - 인 행  향상 교육 로그램 개발

   - 인 요소 평가기법개발

   - 고리1호기 차서 개발

   - 훈련 로그램 개발

   - 인 요소 V&V

V. 활용계획

   -  인 오류 분석 결과를 시스템의 설계 개선, 교육, 훈련에 반 함.

   -  인 행 ,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 오류의 기본 

개념을 이해

VI. 심어: 인간기계연계, 차서, 작업환경, 인간신뢰도, 인 행

 향상, 장 리기 , 인 오류



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Field Management Standard for 

Improving Human Factors

II. Project Period: 2006. 11 - 2009. 07 

III. Objective of Project

This project is to develop guidelines of the field management 
standard for improving human factors such as man-machine 
system interface, work procedure guideline, work environment, 
and human reliability in nuclear power plant.

IV. Content of Project

   - Development of human factor guideline

   -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human activities.

   -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ique of human factors

   -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Kori 1 nuclear power plant

   - Job function analysis

   -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 Development of human factor V&V

V. Proposal for Application 

  - Improvement of system design, education, and training can be done 

by human error analysis

  - The basic concept of human errors which may be happened in 

human activities and work environment can be understood

VI. Keyword 

human factor, man-machine system interface, work procedure 
guideline, work environment, human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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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본 연구는 고리 1호기의 인간기계연계(Man-machine interface), 차서, 작업

환경, 인간신뢰도 등의 인 요소를 리하기 한 인 요소 리체계  하나인 

인 행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장 리기 을 개발한다. 즉 인 오류에 의한 

원자력발 소 사고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시스템의 설계 개선

이나 교육  훈련에 반 함으로써 유사오류의 재발을 방지한다. 한 다양한 교

육 기자재 개발을 통해 인간공학 기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인 행 , 작업환경 

 개인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인 오류에 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인 오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무에서 작업자의 인간공학  합성 분석  개선, 인

오류에 의한 사고분석  작업환경 개선을 비롯한 인간공학  리규정 제정  

지속 인 리를 한 인력양성을 기반으로 근무, 자격, 교육훈련, 인 정보요건 

 업무량에 한 인 요소 련 지침, 체크리스트  업무 차를 개발하고, 

련 지원도구(S/W)를 제공하며, 인간공학 자격시험을 한 문제은행, 교육훈련 컨

텐츠(contents)의 제공과, 차서 개선   HFE V&V, 훈련 로그램 개발등의 

역할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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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연구개발 수행내용은 크게 6가지 세부과제 형태로 나 어져 진행되었다. 이

에서 개별 인 요소 지침서 개발, 인 행  향상 교육 로그램 개발, 인 요소 

평가 기법 개발은 개별과제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고리 1호기 차서 개발, 훈

련 로그램 개발, 인 요소 V&V는 자문형태로 수행되었다. 자문형태로 수행된 

후자의 3개 세부 개발과제는 원자력연구원측의 요구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자

문하여 자문보고서를 제출하 기에 자의 3개 세부 개발과제에 해서만 상세

한 수행내용  결과를 제시한다. 

제 1  개별인 요소 지침서 수행내용  결과

  개별인 요소 지침서 개발을 해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들의 지침서가 개발되

었다.

1. 근무 리 지침서 개발 

  근무 리 지침서 개발은 고리1발 소 근무 종사자의 근무 리의 기 , 방법  

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 인 근무 리를 실시하여 직장의 질서와 근면하고 건

실한 사풍을 확립함을 목 으로 한다. 그 용범 는 고리1발 소 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공통 으로 용되며, 안 성 련 업무(방호, 경비, 경호)

를 직 으로 수행하는 력업체 직원의 업무도 포함한다. 구체 인 작성내용은 

<첨부 1>과 같다.

        

2. 교 근무 지침서 개발 

  교 근무 지침서 개발은 고리1발 소 근무 종사자에 한 교 근무 리의 기

, 방법  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 인 교 근무 리를 실시하여 근무 종사

자의 신체  안   정신  안정을 도모하고, 발 소의 생산성 향상  근무 종

사자 노동비용 감소 등을 동시에 이룩하는 데 그 개발의 목 이 있다. 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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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리1발 소 운  업무  교 근무를 수행하는 근무 종사자에게 공통 으

로 용한다. 구체 인 작성내용은 <첨부 2>와 같다.

    

3. 직무 스트 스 리 지침서 개발

  직무 스트 스 리 지침서 개발은 고리1발 소 근무 종사자의 직무 스트 스 

경감을 한 체계  리기 , 방법  차를 규정함으로써 근무 종사자의 결

근, 직, 산업재해, 직무불만족  직무수행 하 등을 방하는데 그 목 이 있

다. 용범 는 고리1발 소 운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 종사자에게 공통 으로 

용한다. 구체 인 작성내용은 <첨부 7>과 같다.

   

4. 원 종사자의 자격유지 지침서 개발 

  자격유지 지침서 개발은 고리1발 소 근무 종사자의 문성 확보를 한 정

한 자격 리 제도를 확립하고, 그 리와 운 을 효율화함으로서 자격보유 인력

의 선발․유지․발 에 기여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용범 는 고리1발 소 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공통 으로 용하며, 안 성 련 업무를 직

으로 수행하는 력업체 직원의 업무도 포함한다. 구체 인 작성내용은 <첨부 

9>와 같다.

    

5. SAT(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로그램 지침서 개발 

  SAT 로그램은 고리1발 소 근무 종사자의 자질  직무능력 향상을 한 

제반 교육훈련사항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제반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여 교육훈련 미비로 인한 사고 방과 근로

자 안 문제를 사 에 방하기 한 목 으로 개발되었다. 그 용범 는 고리1

발 소 자체 교육  소내교육의 내용에 국한하며, 원자력교육원에서 자체 으로 

실시하는 SAT 로그램은 제외한다. 구체 인 작성내용은 <첨부 10>과 같다.

     

6. 건강진단 지침서 개발 

  지정병원, 약병원 제도 운 , 건강검진의 종류와 시기, 배치  건강검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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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기, 정기건강검진 상자  차, 특수건강검진 상자  차, 임시건

강검진 상자  차, 건강검진계획 수립, 건강검진 결과조치  보고, 근로

지  제한, 근로 지  제한, 진료비용의 지 제한과 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개발하 다. 개발된 지침서에는 붙임으로 지침서 수행에 필요한 각종 양식과 건

강검진 항목의 이해를 돕기 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한 건강검진 지침

서는 <첨부 3>과 같다. 

   

7. 작업환경평가 지침서 개발 

  주제어실, 사무실, 장 작업장으로 구분하여 리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 다. 주제어실 작업환경 리지침에는 온도, 습도, 환기  통풍, 조명, 색

채, 비상조명, 소음, 오염물질 리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사무실 작업환경 

리지침에는 오염물질 리, 환기기 , 사무실 공기 리 상태평가, 시료채취  분

석방법, 측정지 , 측정결과의 평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  등의 항목이 포

함되어 있다. 장 작업장 작업환경 리지침에는 상, 환경측정자의 자격, 측정

방법, 입자상 물질의 리지침, 가스상 물질의 리지침, 소음, 측정 치  지

, 시간  횟수, 고열, 탁 리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개발하 다. 개발한 지

침서는 <첨부 4>와 같다.

8. 정신건강  약물검진 지침서 개발

   발 부 운 요원만을 상으로 한 지침서이다. 정신건강  약물검진 시기, 

검진기 , 정신건강 검진 차, 약물검진 차, 검진하여야 할 내용, 진료비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개발하 다. 붙임으로 정신질환의심군으로 명된 자에 한 

리 흐름도, 약물검진 양성 반응자에 한 조치,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우출 척도) 검사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ides - 

Depression Scale)검사지,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검사지를 

제공하여 지침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 다. 개발한 지침서는 <첨

부 5>와 같다.

 

9. 근골격계질환 리지침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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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요인조사의 종류, 유해 요인조사 방식, 유해 요인조사 방법, 유해요인의 개

선, 의학  리, 방 리 로그램의 평가, 문서의 기록과 보존, 상별 근골격

계 질환 방 교육 로그램 내용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개발하 다. 붙임으로 

근골격계 질환 조사 각종 서식과 증상 조사표를 포함시켜 업무에 참조할 수 있

도록 하 다. 개발한 지침서는 <첨부6>과 같다.

  

10. 안 표지  제작원칙 지침서 개발 

  안 표지  제작, 안 ․보건 표지의 크기, 안 ․보건표지의 색채․색도기  

 용도, 안 ․보건표지 의 종류와 형태, 안 ․보건표지 의 설치에 한 내

용을 포함하여 개발하 다. 이 가운데 안 표지  제작에 한 지침으로는 제작

에 한 일반  주의사항, 안 ․보건표지 의 기하학  형태와 안 색, 안 ․

보건표지 의 이아웃, 종류  형태에 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발하 다. 개발

한 지침서는 <첨부 8>과 같다.

  

제2  인 행  향상 교육 로그램 수행내용  결과 

   인 행  향상 교육 로그램 개발에 포함된 세부 내용은 인 행  향상을 

한 인 요소 측면의 제이론과 응용에 한 내용 그리고 인간공학 기사 자격의 

획득과 유지에 필요한 기존 문제은행들이다. 구체 인 개발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첨부화일 내용-

 ■ 인 요소측면의 제 이론과 응용 내용 

     첨부11. 인간-기계시스템

     첨부12. 인간공학

     첨부13. 인간실수

     첨부14. 원 을 비롯한 타 분야에서 인간실수에 의한 사고사례모음

     첨부15. 원자력발 소 인 사고사례(운   정비경험 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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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6. 사고유발원인 악설문지

     첨부17. 인간실수방지를 한 제 기법 모음.hwp

     첨부18. 정비실수방지를 한 체크리스트.hwp 

     첨부19. 인간공학심화교육을 한 시나리오 용

     첨부20. 정신  특성과 정보표시장치의 설계  

     첨부21. 작업심리와 작업조직

     첨부22. 리자를 한 변화 리 리더십

     첨부23. 리더십의 자질 진단 설문지

     첨부24. 제조직의 평가  개선 검용 설문지

     첨부25. 직무스트 스

     첨부26. 원  직무스트 스 평가 설문지 

     첨부27. 작업피로와 작업환경

     첨부28. 시스템의 제어와 조종장치의 설계

     첨부29. 인체 측정과 작업 공간 설계

 ■ 2005-2008년도 인간공학 기사 필기문제은행

     첨부30. 2005년 인간공학기사 문제  해설

     첨부31. 2006년 인간공학기사 문제  해설

     첨부32. 2007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해설

     첨부33. 2007년 인간공학기사

     첨부34. 2008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해설

     첨부35. 2008년 인간공학기사

제3  인 요소 평가 기법  수행내용  결과  

  인간에게 요구되는 정확도, 순서, 시간 한계 내에서 한 행 를 수행 여부 

 목 한 행 를 수행하는데 발생되는 실패의 요인을 악하기 한 인 요소 

평가 기법 개발을 하고자 한다. 

  인 요소 평가 기법 개발의 세부 개발 항목으로서 다음의 개발 항목을 포함하

고 있다. 작업자들의 안 의식 실태  험유발요소 등을 악하기 한 체크리

스크 기반 평가 기법, 운 원의 경험 기반의 평가 기법을 수행한다. 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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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평가 기법을 바탕으로 원자력발 소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의 

지침이 되고 있는 차서의 평가  운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보요건의 만족여

부를 평가함과 동시에 작업 수행 시에 운 원이 경험하며 요구되어지는 업무량

이 작업의 안 성에 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는지에 한 평가를 한다.

1. 평가기법 개발을 한 기존의 표 에 한 고찰

  인 요소에 한 평가는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는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

며, 기본 인 틀을 갖추는 과정뿐만 아니라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연구와 

노력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재 추진된 사항은 인 요소 평가 련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의 표 들을 

바탕으로 원 과의 련성 여부를 제어 작업을 심으로 요도를 우선 으로 

평가하 으며, 련성 여부에 따라 1은 낮음, 2는 보통, 그리고 3은 요로 표

하여 그 요도를 분류하 다. 

  표 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각 기 에 한 약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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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기관명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IAA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ICHE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ANS American Nuclear  Society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S Australian  Standard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BS British  Standard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EN=European Normalisation)
CENELEC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DIN Deutsches  Institut  fü
DoD Department  of  Defense
EIA 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
EN European Norm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Institute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HFES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SNA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ISA Instrumentation,  Systems,  and  Automation  Society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TC  1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for  Standards  in  Information 

Technology
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PREN Preliminary  Release  of  European Norm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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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IEA(International Ergonomics Associat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Ergonomic 

Standards

  제품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만약 인간공학이 설계 단계에 연결이 된다면 경제

, 사회  목표는 결합할 수 있다. 50년 이상의 인간공학 연구와 경험은 물리

이고 조직 인 작업 환경들을 설계하기 한 많은 인간공학  기 을 가져왔다. 

그  174개의 국제 ISO와 유럽 CEN 표 들을 다룬다. 이러한 표 은 설계 단

계에서 그것들의 용 가능성 알아보아야 한다. 사용 가능한 표 들은 인간공학

을 설계 단계에 연결하기 한 일반 인 권고뿐만 아니라, 인력 물자 취 , 정신

 부하, 직무 설계,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소음, 열, 신체 측정, 그리고 기타 주

제에 한 세부 요건들을 포함한다. 표 들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ISO Technical Committee 159로부터 출 된 표 들

ISO TC 159에서 비 인 ISO 표 들

CEN TC 122로부터 출 된 표 들

CEN TC 122에서 비 인 표 들

체 표 에 한 인간공학 주제별 색인

<표 3>, <표 4>에서 제시한 부분의 유럽 표 들은 <표 1>, <표 2>의 ISO 

표 들에 복 으로 표 하고 있다.

  이러한 표 은 설계 단계의 다른 측면들에 이용할 수 있다( 를 들어, 인간과 

기계들 사이에서의 시스템 기능들의 할당, 업무 조직의 설계, 작업 직무들과 업

무들, 작업 환경 설계, 작업 장비,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설계 그리고 작업공간

과 작업자의 설계). 많은 IOS와 CEN 표 들의 사실에 해 제품 시스템의 설계

를 필요로 하는 공학자와 리자들에게 제공되고, 인간 복지와 체 시스템 수행

도를 최 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 에 하여  원 과 련하여 요도에 따라 1 : 낮음, 2 : 보통, 3 : 

요로 분류하 다. 그러나, 원 의 제 인 직무 형태의 구분과 이해가 완 하

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표 들의 요도를 결정하는 것이 하지 못함에 따라, 

우선 으로 요도의 평가기 으로 원  제어 작업 심을 상으로 고려하 고 

직무분석과 연계하여 구체 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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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Title Importance
ISO  6385:2004 Ergonomic  principles  in  the  design  of work  systems  2

ISO  7243:1989
Hot  environments 
Estimation  of  the  heat  stress  on  working  man,  based 
on  the WBGT‐index  (wet  bulb  globe  temperature) 

1

ISO  7250:1996 Basic  human  body  measurements  for  technological 
design  2

ISO  7726:1998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Instruments  for measuring  physical  quantities  1

ISO  7730:1994
Moderate  thermal  environments 
Determination  of  the  PMV  and  PPD  indices  and 
specification  of  the  conditions  for  thermal  comfort 

1

ISO  7731:2003 Danger  signals  for  work  places 
Auditory  danger  signals  3

ISO  7933:1989
Hot  environments 
Analytical  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rmal 
stress  using  calculation  of  required  sweat  rate 

1

ISO  8996:1990 Ergonomics 
Determination  of metabolic  heat  production  1

ISO  9241‐1:1997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  General  introduction 

1

ISO  9241‐2:1992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2:  Guidance  on  task  requirements 

2

ISO  9241‐3:1992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3:  Visual  display  requirements 

1

ISO  9241‐4: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4:  Keyboard  requirements 

1

ISO  9241‐5: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5: Workstation  layout  and  postural  requirements 

1

ISO  9241‐6:1999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6:  Guidance  on  the  work  environment 

1

ISO  9241‐7: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7:  Requirements  for  display with  reflections 

1

ISO  9241‐8:1997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8:  Requirements  for  displayed  colours 

1

ISO  9241‐9:2000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9:  Requirements  for  non‐keyboard  input  devices 

1

ISO  9241‐10:1996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0:  Dialogue  principles 

3

<표 1>  ISO  Technical  Committee  159로부터 출판된 표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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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241‐11: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1:  Guidance  on  usability 

3

ISO  9241‐12: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2:  Presentation  of  information 

3

ISO  9241‐13: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3:  User  guidance 

2

ISO  9241‐14:1997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4: Menu  dialogues 

2

ISO  9241‐15:1997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5:  Command  dialogues 

2

ISO  9241‐16:1999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6:  Direct manipulation  dialogues 

2

ISO  9241‐17: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7:  Form  filling  dialogues 

2

ISO  9355‐1:1999

Ergonomic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Part  1:  Human  interactions  with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3

ISO  9355‐2:1999
Ergonomic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Part  2:  Displays 

3

ISO  9886:2000 Evaluation  of  thermal  strain  by  physiological 
measurements  1

ISO  9920:1995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Estimation  of  the  thermal  insulation  and  evaporative 
resistance  of  a  clothing  ensemble 

1

ISO  9921:2003 Ergonomics 
Assessment  of  speech  communication  2

ISO  10075:1991 Ergonomic  principles  related  to mental work‐load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3

ISO  10075‐2:1996 Ergonomic  principles  related  to mental workload 
Part  2:  Design  principles  3

ISO  10551:1995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Assessment  of  the  influence  of  the  thermal 
environment  using  subjective  judgement  scales 

3

ISO  11064‐1:2000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Part  1:  Principles  for  the  design  of  control  centres  3

ISO  11064‐2:2000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Part  2:  Principles  for  the  arrangement  of  control  suites  3

ISO  11064‐3:1999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Part  3:  Control  room  layout  3

ISO/TR  11079:1993 Evaluation  of  cold  environments 
Determination  of  requisite  clothing  insulation  (IREC)  1

ISO  11226:2000 Ergonomic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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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static working  postures 

ISO  11228‐1:2003
Ergonomics 
Manual  Handling 
Part  1:  Lifting  and  carrying 

1

ISO  11399:1995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1

ISO  11428:1996
Ergonomics 
Visual  danger  signals 
General  requirements,  design  and  testing 

3

ISO  11429:1996
Ergonomics 
System  of  auditory  and  visual  danger  and  information 
signals 

3

ISO  12894:200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Medical  supervision  of  individuals  exposed  to  extreme 
hot  or  cold  environments 

1

ISO  13406‐1:1999
Ergonomic  requirements  for  work  with  visual  displays 
based  on  flat  panels 
Part  1:  Introduction 

2

ISO  13406‐2:2001
Ergonomic  requirements  for  work  with  visual  displays 
based  on  flat  panels 
Part  2:  Ergonomic  requirements  for  flat  panel  displays 

2

ISO  13407:1999 Human‐centered  design  processes  for  interactive 
systems  3

ISO  13731:200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Vocabulary  and  symbols  1

ISO/TS  13732‐2:200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human  responses  to 
contact  with  surfaces 
Part  2:  Human  contact  with  surfaces  at  moderate 
temperature 

1

ISO  14738:2002
Safety  of Machinery 
Anthropometric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workstations  at machinery 

2

ISO  14915‐1:2003 Software  ergonomics  for multimedia  user  interfaces 
Part  1:  Design  principles  and  framework  1

ISO  14915‐2:2003 Software  ergonomics  for multimedia  user  interfaces 
Part  2: Multimedia  navigation  and  control  1

ISO  14915‐3:2003 Software  ergonomics  for multimedia  user  interfaces 
Part  3: Media  selection  and  combination  1

ISO  15534‐1:2000

Ergonomic  design  for  the  safety  of machinery 
Part  1: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dimensions 
required  for  openings  for  whole‐body  access  into 
machinery 

2

ISO  15534‐2:2000
Ergonomic  design  for  the  safety  of machinery 
Part  2: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dimensions 
required  for  access  openings 

2

ISO  15534‐3:2000 Ergonomic  design  for  the  safety  of machinery 
Part  3:  Anthropometric  data  2

ISO  15535:2003 General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anthropometric 
databas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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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S  16071:2003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Guidance  on  accessibility  for  human‐computer 
interfaces 

3

ISO/TR  16982:2002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Usability methods  supporting  human‐centered  design  3

ISO/TR  18529:2000
Ergonomics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Human‐centered  lifecycle  process  descriptions 

1

ISO/TR  19358:2002
Ergonomics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tests  for  speech 
technology 

2

Standard Title Importance

ISO/DIS  7730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Analytical  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rmal 
comfort  using  calculation  of  the  PMV  and  PPD  indices 
and  local  thermal  comfort 

1

ISO/FDIS  7933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Analytical  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heat 
stress  using  calculation  of  the  predicted  heat  strain 

1

ISO/FDIS  8996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Determination  of metabolic  heat  rate  1

ISO/CD  9241‐10 Ergonomics  of  human  system  interaction 
Part  10:  Dialogue  principles  3

ISO/9920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Estimation  of  the  thermal  insulation  and  evaporative 
resistance  of  a  clothing  ensemble 

1

ISO/CD  10075‐3
Ergonomic  principles  related  to mental workload 
Part  3: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mental 
workload 

3

ISO/CD  11064‐4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Part  4:  Layout  and  dimensions  of  workstations  3

ISO/CD  11064‐6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Part  6:  Environmental  requirements  2

ISO/CD  11064‐7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Part  7: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control  centres  3

ISO/CD  11079

Evaluation  of  the  thermal  environment 
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cold  stress  when 
using  required  clothing  insulation  (IREQ)  and  local 
cooling  effects 

1

ISO/CD  11228‐2
Ergonomics 
Manual  handling 
Part  2:  Pushing  and  pulling 

1

ISO/CD  11228‐3
Ergonomics 
Manual  handling 
Part  3: Handling  of  low  loads  at  high  frequency 

1

ISO/DIS  13732‐3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Touching  of  cold  surfaces 
Part  3:  Ergonomics  data  and  guidance  for  application 

1

<표 2>.  ISO  TC  159에서 준비 중인 ISO 표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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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CD  14505‐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Thermal 
environment  in  vehicles 
Part  1:  Principles  and  method  for  assessment  for 
thermal  stress 

1

ISO/CD  14505‐2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Thermal 
environment  in  vehicles 
Part  2:  Determination  of  equivalent  temperature 

1

ISO/CD  14505‐3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Thermal 
environment  in  vehicles 
Part  3:  Evaluation  of  thermal  comfort  using  human 
subjects 

1

ISO/FDIS  15265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Risk  assessment  strategy  for  the  prevention  of  stress 
or  discomfort  in  thermal working  conditions 

1

ISO/DIS  15536‐1
Ergonomics 
Computer manikins  and  body  template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1

ISO/DIS  15536‐2
Ergonomics 
Computer manikins  and  body  templates 
Part  2:  Structures  and  Dimensions 

1

ISO/DIS  15537
Principles  for  selecting  and  using  test  persons  for 
testing  anthropometric  aspects  of  industrial  products 
and  designs 

2

ISO/CD  15743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Working  practices  in  cold:  strategy  for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1

ISO/CD  20282‐1 Ease  of  operations  of  everyday  products 
Part  1:  Context  of  use  and  user  characteristics  3

ISO/CD  20282‐2 Ease  of  operations  of  everyday  products 
Part  2:  Test method  3

ISO/PRF  TS  20646 Ergonomic  procedures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muscular  loads  1

ISO/CD  20685 3D  scanning  methodologies  for  internationally 
compatible  anthropometric  databases  1

Standard Title Importance

EN  457:1992
Safety  of machinery 
Auditory  danger  signals 
General  requirements,  design  and  testing  (ISO 

2

<표 3>  CEN  TC  122로부터 출판된 표준들

 

여기서, CD = draft 표 으로 등록된 Committee Draft

DIS = 표 으로 등록된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 공식 인 승인에 의해 등록된 최종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TR = Technical Report

TS = Technical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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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1:1986 modified) 

EN  547‐1:1996

Safety  of machinery 
Human  body measurements 
Part  1: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dimensions 
required  for  openings  for  whole  body  access  into 
machinery 

2

EN  547‐2:1996

Safety  of machinery 
Human  body measurements 
Part  2: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dimensions 
required  for  access  openings 

2

EN  547‐3:1996
Safety  of machinery 
Human  body measurements 
Part  3:  Anthropometric  data 

1

EN  563:1994

Safety  of machinery 
Temperature  of  touchable  surfaces 
Ergonomics  data  to  establish  temperature  limit  values 
for  hot  surfaces 

1

EN  614‐1:1995
Safety  of machinery 
Ergonomic  design  principles 
Part  1:  Terminology  and  general  principles 

3

EN  614‐2:2000

Safety  of machinery 
Ergonomic  design  principles 
Part  2:  Interactions  between  the  design  of  machinery 
and  work  tasks 

3

EN  842:1996
Safety  of machinery 
Visual  danger  signals 
General  design  requirements,  design  and  testing 

3

EN  894‐1:1997

Safety  of machinery 
Ergonomics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Part  1:  General  principles  for  human  interactions  with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2

EN  894‐2:1997

Safety  of machinery 
Ergonomics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Part  2:  Displays 

2

EN  894‐3:2000

Safety  of machinery 
Ergonomics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Part  3:  Control  actuators 

2

EN  981:1997
Safety  of machinery 
System  of  auditory  and  visual  danger  and  information 
signals 

3

EN  1005‐1:2001
Safety  of machinery 
Human  physical  performance 
Part  1:  Terms  and  definitions 

1~2

EN  1005‐2

Safety  of machinery 
Human  physical  performance 
Part  2:  Manual  handling  of  machinery  and  component 
parts  of machinery 

1~2

EN  1005‐3:2002 Safety  of machinery 
Human  physical  performanc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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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Recommended  force  limits  for  machinery 
operation 

EN  ISO  7250:1997 Basic  human  body  measurements  for  technological 
design  (ISO  7250:1996)  2

EN  ISO  7726:200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Instruments  for  measuring  physical  quantities  (ISO 
7726:1998) 

1

EN  ISO  7730:1995

Moderate  thermal  environments 
Determination  of  the  PMV  and  PPE  indices  and 
specification  of  the  conditions  for  thermal  comfort  (ISO 
7730:  1994) 

1

EN  ISO  9241‐1:1997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  General  introduction  (ISO  9241‐1:1997) 

1

EN  ISO  9241‐2:1993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2:  Guidance  on  task  requirements  (ISO 
9241‐2:1992) 

1

EN  ISO  9241‐3 
:1993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3:  Visual  display  requirements  (ISO  9241‐3:1992) 

1

EN  ISO  9241‐4: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4:  Keyboard  requirements  (ISO  9241‐4:1998) 

1

EN  ISO  9241‐5:1999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5:  Workstation  layout  and  postural  requirements 
(ISO  9241‐5:1998) 

1

EN  ISO  9241‐6:1999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6:  Guidance  on  the  work  environment  (ISO 
9241‐6:1999) 

1

EN  ISO  9241‐7: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7:  Requirements  for  display  with  reflections  (ISO 
9241‐7:1998) 

1

EN  ISO  9241‐8:1997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8:  Requirements  for  displayed  colours  (ISO 
9241‐8:1997) 

1

EN  ISO  9241‐9:2000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9:  Requirements  for  non‐keyboard  input  devices 
(ISO  9241‐9:2000) 

1

EN  ISO 
9241‐10:1996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0:  Dialogue  principles  (ISO  9241‐10:1996) 

2

EN  ISO 
9241‐11: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1:  Guidance  on  usability  (ISO  9241‐11:1998) 

3

EN  ISO 
9241‐12: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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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2:  Presentation  of  information  (ISO  9241‐12:1998) 

EN  ISO 
9241‐13: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3:  User  guidance  (ISO  9241‐13:1998) 

2

EN  ISO 
9241‐14:1999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4: Menu  dialogues  (ISO  9241‐14:1995) 

2

EN  ISO 
9241‐15:1997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5:  Command  dialogues  (ISO  9241‐15:1997) 

2

EN  ISO 
9241‐16:1999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6:  Direct  manipulation  dialogues  (ISO 
9241‐16:1999) 

2

EN  ISO 
9241‐17:1998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17:  Form  filling  dialogues  (ISO  9241‐17:1998) 

2

EN  ISO  9886:2001 Evaluation  of  thermal  strain  by  physiological 
measurements  (ISO  9886:1992)  1

EN  ISO  9920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Estimation  of  the  thermal  insulation  and  evaporative 
resistance  of  a  clothing  ensemble  (ISO  9920:1995) 

1

EN  ISO  9921:2003 Ergonomics 
Assessment  of  speech  communication  (ISO  9921:2003)  2

EN  ISO 
10075‐1:2000

Ergonomic  principles  related  to mental work‐load 
Part  1: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ISO  10075:1991)  3

EN  ISO 
10075‐2:2000

Ergonomic  principles  related  to mental workload 
Part  2:  Design  principles  (ISO  10075‐2:1996)  3

EN  ISO  10551:200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Assessment  of  the  influence  of  the  thermal 
environment  using  subjective  judgement  scales  (ISO 
10551:1995) 

1

EN  ISO 
11064‐1:2000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Part  1:  Principles  for  the  design  of  control  centres 
(ISO  11064‐1:2000) 

3

EN  ISO 
11064‐2:2000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Part  2:  Principles  for  the  arrangement  of  control  suites 
(ISO  11064‐2:2000) 

3

EN  ISO 
11064‐3:1999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Part  3:  Control  room  layout  (ISO  11064‐3:1999)  3

ENV  ISO  11079:1998
Evaluation  of  cold  environments 
Determination  of  required  clothing  insulation  (IREC) 
(ISO/TR  11079:1993) 

1

EN  ISO  11399:2000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ISO  11399:1995) 

1

EN  12515:1997

Hot  environments 
Analytical  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rmal 
stress  using  calculation  of  required  sweat  rate  (ISO 
7933:1989 modified) 

1

EN  ISO  12894:200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Medical  supervision  of  individuals  exposed  to  extre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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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or  cold  environments  (ISO  12894:2001) 

EN  13202:2000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Temperatures  of  touchable  hot  surfaces 
Guidance  for  establishing  surface  temperature  limit 
values  in  production  standards  with  the  aid  of  EN 
563 

1

EN  ISO 
13406‐1:1999

Ergonomic  requirements  for  work  with  visual  display 
based  on  flat  panels 
Part  1:  Introduction  (ISO  13406‐1:1999) 

2

EN  ISO 
13406‐2:2001

Ergonomic  requirements  for  work  with  visual  displays 
based  on  flat  panels 
Part  2:  Ergonomic  requirements  for  flat  panel  displays 
(ISO  13406‐2:2001) 

2

EN  ISO  13407:1999 Human‐centered  design  processes  for  interactive 
systems  (ISO  13407:1999)  3

EN  ISO  13731:200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Vocabulary  and  symbols  (ISO  13731:2001)  1

EN  13861:2002
Safety  of machinery 
Guidance  for  the  application  of  ergonomics  standards 
in  the  design  of machinery 

2

EN  ISO  14738:2002
Safety  of machinery 
Anthropometric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workstations  at machinery  (ISO  14738:2002) 

2

EN  ISO 
14915‐1:2002

Software  ergonomics  for multimedia  user  interfaces 
Part  1:  Design  principles  and  framework  (ISO 
14915‐1:2002) 

1

EN  ISO 
14915‐2:2003

Software  ergonomics  for multimedia  user  interfaces 
Part  2:  Multimedia  control  and  navigation  (ISO 
14915‐2:2003) 

1

EN  ISO 
14915‐3:2002

Software  ergonomics  for multimedia  user  interfaces 
Part  3:  Media  selection  and  combination  (ISO 
14915‐3:2002) 

1

EN  ISO  15535:2003 General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n 
anthropometric  database  (ISO  15535:2003)  1

ENV  26385:1990 Ergonomic  principles  of  the  design  of  work  systems 
(ISO  6385:  1981)  2

EN  ISO  27243:1993

Hot  environments 
Estimation  of  the  heat  stress  on  working  man,  based 
on  the WBGT‐index  (wet  bulb  globe  temperature)  (ISO 
7243:  1989) 

1

EN  28996:1993
Ergonomics 
Determination  of  metabolic  heat  production  (ISO 
8996:1990) 

1

EN  ISO  27243:1993

Hot  environments 
Estimation  of  the  heat  stress  on  working  man,  based 
on  the WBGT‐index  (wet  bulb  globe  temperature)  (ISO 
7243:  1989) 

1

 

여기서, ENV = Preliminary Europea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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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Title Importance

prEN  614‐1rev

Safety  of machinery 
Ergonomic  design  principles 
Part  1:  Terminology  and  general  principles.  Under 
Approval 

2

prEN  894‐4

safety  of machinery 
Ergonomics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Part  4:  Location  and  arrangement  of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Under  Development 

2

prEN  1005‐4

Safety  of machinery 
Human  physical  performance 
Part  4:  Evaluation  of  working  postures  and 
movements  in  relation  to machinery.  Under  Approval 

1

prEN  1005‐5

Safety  of machinery 
Human  physical  performance 
Part  5:  Risk  assessment  for  repetitive  handling  at  high 
frequency.  Under  Approval 

1

prEN  ISO  6385  rev Ergonomic  principles  in  the  design  of  work  systems 
(ISO/FDIS  6385:2003).  Ratified  3

prEN  ISO  7730  rev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analytical  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rmal 
comfort  using  calculation  of  the  PMV  and  PPD  indices 
and  local  thermal  comfort  (ISO/DIS  7730:2003).  Under 
Approval 

1

prEN  ISO  7933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Analytical  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heat 
stress  using  calculation  of  the  predicted  heat  strain 
(ISO/DIS  7933:2003).  Under  Approval 

1

prEN  ISO  8996  rev
Ergonomics 
Determination  of  metabolic  heat  production  (ISO/DIS 
8996:2003).  Under  Approval 

1

prEN  ISO  9886  rev
Ergonomics 
Evaluation  of  thermal  strain  by  physiological 
measurements  (ISO  FDIS  9886:  2003).  Under  Approval 

1

prEN  ISO  9920  rev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Estimation  of  the  thermal  insulation  and  evaporative 
resistance  of  a  clothing  ensemble.  Under  Development 

1

prEN  ISO  10075‐3
Ergonomic  principles  related  to mental workload 
Part  3: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mental 
workload  (ISO/DIS  10075‐3:2002).  Under  Approval 

3

prEN  ISO  11064‐4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ers 
Part  4:  Layout  and  dimensions  of  workstations 
(ISO/DIS  11064‐4:2002).  Under  Development 

3

prEN  ISO  11064‐6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ers 
Part  6:  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control  centers 
(ISO/DIS  11064‐6:2003).  Under  Approval 

2

prEN  ISO  11079
Evaluation  of  cold  environments 
Determination  of  required  clothing  insulation  (IREQ) 
(will  replace  ENV  ISO  11079:1998).  Under 

1

<표 4>  CEN  TC  122에서 준비 중인 표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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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rEN  ISO  13732‐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human  responses  to 
contact  with  surfaces 
Part  1:  Hot  surfaces  (ISO/DIS  13732‐1:2003).  Under 
Approval 

1

prEN  ISO  13732‐3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Touching  of  cold  surfaces 
Part  3:  Ergonomics  data  and  guidance  for  application 
(ISO/DIS  13732‐3:2002).  Under  Approval 

1

prEN  13921‐1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rgonomic  principle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design  and  the 
specification.  Under  Approval 

1

prEN  13921‐3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rgonomic  principles 
Part  3: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Under  Approval 

1

prEN  13921‐4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rgonomic  principles 
Part  4:  Thermal  characteristics.  Under  Approval 

1

prEN  13921‐6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rgonomic  principles 
Part  6:  Sensory  factors.  Under  Approval 

1

prEN  14386
Safety  of machinery 
Ergonomic  design  principles  for  the  operability  of 
mobile machinery.  Under  Approval 

2

prEN  ISO  14505‐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Thermal 
environment  in  vehicles 
Part  1:  Principles  and  method  for  assessment  for 
thermal  stress.  Under  Development 

1

prEN  ISO  14505‐2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Thermal 
environment  in  vehicles 
Part  2:  Determination  of  equivalent  temperature.  Under 
Development 

1

prEN  ISO  15536‐1

Ergonomics 
Computer manekins  and  body  template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DIS  15536‐1:2002). 
Under  Approval 

1

prEN  ISO  15537
Principles  for  selecting  and  using  test  persons  for 
testing  anthropometric  aspects  of  industrial  products 
and  designs  (ISO/DIS  15537:2002).  Under  Approval. 

1

prEN  ISO  20685
3D  scanning  methodologies  for  internationally 
compatible  anthropometric  databases.  Under 
Development 

1

prEN  ISO  23973 Software  ergonomics  for  World  Wide  Web  user 
interfaces.  Under  Development  1

EN  ISO  27243:1993

Hot  environments 
Estimation  of  the  heat  stress  on  working  man,  based 
on  the WBGT‐index  (wet  bulb  globe  temperature)  (ISO 
7243:  19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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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Standards 
1.  General  design 
principles

ISO  6385,  ISO  13407,  EN  614‐1,  EN  614‐2,  prEN  ISO  6385,  EN 
ISO  13407,  ENV  26385 

2.  Safety  of 
machinery

ISO  14738,  ISO  15534‐1,  ISO  15534‐2,  ISO  15534‐3,  EN  457,  EN 
547‐1,  EN  547‐2,  EN  547‐3,  EN  563,  EN  574,  EN  614‐1,  EN  641‐2, 
EN  842,  EN  894‐1,  EN  894‐2,  EN  894‐3,  prEN  894‐4,  EN  981,  EN 
1005‐1,  EN  1005‐2,  EN  1005‐3,  prEN  1005‐4,  prEN  1005‐5,  EN 
13861,  prEN  14386,  EN  ISO  14738 

3.  Physical 
environment

Noise/speech:
ISO  9921,  ISO/TR  19358,  EN  ISO  9921
Climate:
ISO  7243,  ISO  7726,  ISO  7730,  ISO  7933,  ISO  8996,  ISO  9241‐6, 
ISO  9886,  ISO  9920,  ISO  10551,  ISO/TR  11079,  ISO  11399,  ISO 
12894,  ISO  13731,  ISO/TS  13732‐2,  ISO/DIS  13732‐3,  ISO/CD 
14505‐1,  ISO/CD  14505‐2,  ISO/CD  14505‐3,  ISO/FDIS  15265,  ISO/CD 
15743,  EN  563,  EN  ISO  7726,  EN  ISO  7730,  prEN  ISO  7933,  prEN 
ISO  8996,  EN  ISO  9241‐6,  EN  ISO  9886,  EN  ISO  9920,  EN  ISO 
10551,  ENV  ISO  11079,  EN  ISO  11399,  EN  12515,  EN  ISO  12894, 
EN  13202,  EN  ISO  13731,  prEN  ISO  13732‐1,  prEN  ISO  13732‐3, 
prEN  ISO  14505‐1,  prEN  ISO  14505‐2,  EN  ISO  27243,  EN  28996 

4.  Physical  work 
load

ISO  11226,  ISO  11228‐1,  ISO/CD  11228‐2,  ISO/CD  11228‐3,  ISO/PRF 
TS  20646,  EN  1005‐1,  EN  1005‐2,  EN  1005‐3,  prEN  1005‐4,  prEN 
1005‐5 

5. Mental work  load ISO  9241‐2,  ISO  10075,  ISO  10075‐2,  ISO/CD  10075‐3,  EN  614‐2, 
EN  9241‐2,  EN  ISO  10075‐1,  EN  ISO  10075‐2,  prEN  ISO  10075‐3 

6.  Workplace  and 
equipment  design

General:
ISO  9241‐5,  ISO  9241‐6,  ISO  11064‐1,  ISO  11064‐2,  ISO  11064‐3, 
ISO/CD  11064‐4,  ISO/CD  11064‐6,  ISO/CD  11064‐7,  ISO/CD  20282‐1, 
ISO/CD  20282‐2,  EN  ISO  9241‐5,  EN  ISO  9241‐6,  EN  ISO  11064‐1, 
EN  ISO  11064‐2,  EN  ISO  11064‐3,  prEN  ISO  11064‐4,  prEN  ISO 
11064‐6,  prEN  14386 
Anthropometry:
ISO  7250,  ISO  14738,  ISO  15534‐1,  ISO  15534‐2,  ISO  15534‐3,  ISO 
15535,  ISO/DIS  15536‐1,  ISO/DIS  15536‐2,  ISO/DIS  15537,  ISO/CD 
20685,  EN  547‐1,  EN  547‐2,  EN  547‐3,  EN  ISO  7250,  EN  ISO 
14738,  EN  ISO  15535,  prEN  ISO  15536‐1,  prEN  ISO  15537,  prEN 
ISO  20685 

<표 5> 표 1~4까지의 표준에 대한 인간공학 주제에 따라 구조화한 색인

여기서, Under development = 조사 단계에 아직 못 미친 active work item

Under approval = 조사의 시작과 공식 인 의결의 사이 단계에 있는 

active work item

Ratified = 비 (ratification)과 공표(publication) 사이 단계에 있는 work 

item 

rev = 개정된 표  



- 22 -

7.  Visual 
information,  VDTs 
and  software

General:
ISO  9241‐1,  ISO  9241‐2,  ISO  9241‐3,  ISO  9241‐4,  ISO  9241‐5,  ISO 
9241‐6,  ISO  9241‐7,  ISO  9241‐8,  ISO  9241‐9,  ISO  13406‐1,  ISO 
13406‐2,  ISO/TS  16071,  EN  ISO  9241‐1,  EN  ISO  9241‐2,  EN  ISO 
9241‐3,  EN  ISO  9241‐4,  EN  ISO  9241‐5,  EN  ISO  9241‐6,  EN  ISO 
9241‐7,  EN  ISO  9241‐8,  EN  ISO  9241‐9,  EN  ISO  13406‐1,  EN  ISO 
13406‐2 
Software:
ISO  9241‐10,  ISO  9241‐11,  ISO  9241‐12,  ISO  9241‐13,  ISO  9241‐14, 
ISO  9241‐15,  ISO  9241‐16,  ISO  9241‐17,  ISO  13407,  ISO  14915‐1, 
ISO  14915‐2,  ISO  14915‐3,  ISO/TR  16982,  ISO/TR  18529,  EN  ISO 
9241‐10,  EN  ISO  9241‐11,  EN  ISO  9241‐12,  EN  ISO  9241‐13,  EN 
ISO  9241‐14,  EN  ISO  9241‐15,  EN  ISO  9241‐16,  EN  ISO  9241‐17, 
EN  ISO  13407,  EN  ISO  14915‐1,  EN  ISO  14915‐2,  EN  ISO  14915‐3, 
prEN  ISO  23973 

8.  Displays  and 
controls

ISO  7731,  ISO  9241‐4,  ISO  9355‐1,  ISO  9355‐2,  ISO  11428,  ISO 
11429,  EN  ISO  9241‐4 

9.  Personal 
p r o t e c t i o n 
equipment

prEN  13921‐1,  prEN  13921‐3,  prEN  13921‐4,  prEN  13921‐6 

 

Ergonomics  ‐  Basic Human  Body 

Measurements  for  Technological  Design

JIS  Z8500

2002
1

Human  Body  Dimensions;  Values

DIN 

33402‐2

1986

1

Human  Physical  Dimensions
SAE  J833

1989
1

Occupational  Biomechanics

ACGIH 

0822

1999

1

Body  size 

information
Anthropometry  of  U.S. Military  Personnel

DoD

DOD‐HD

BK‐743A

1

Climate  at Workplaces  and  in Working  DIN  1

 

  1.2 DOD에서 분류하고 있는 Ergonomic Standards

Anthropometry & Biomechanics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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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Basic  Principles  for  Determining 

Climates

33403‐1

1984

Controls/Displays

Basic  and  Safety  Principles  for Man‐Machine 

Interfaces, Marking  and  Identification  ‐  Coding 

Principles  for  Indication  Devices  and  Actuators

IEC 

60073

2002

3

Identification  & 

Coding
Colors  for  Color  Identification  and  Coding

EIA  359

1988
3

Pipes Scheme  for  the  Identification  of  Piping  Systems   

ASME 

A13.1

1996

1

Safety/Warnings

Radiation  Symbol

ANSI 

N2.1

1989

3

Safety  Color  Code

ANSI/N

EMA 

Z535.1

1998

3

Environmental  and  Facility  Safety  Signs

ANSI/N

EMA 

Z535.2

1998

3

Specification  of

Chromaticity  Space
CIE  1931

1931
2

Uniform  Chromaticity  Scale  (UCS) 
CIE  1976

1976
2

Telecommunication

Human  Factors;  European  Standardization 

Situation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ETSI 

ETR  068

1998

1

Human  Factors;  Generic  User  Control 

Procedures  for  Telecommunication  Terminals 

and  Services

ETSI 

ETR  170

1995 

1

Color and Marking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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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Factors;  Guide  for  Usability  Evaluations 

of  Telecommunications  Systems  and  Services

ETSI 

ETR  095

1993

1

Human  Factors;  Human  Factors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s  Applications

ETSI 

ETR  039

1992

1

Human  Factors;  User  Instructions  for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Design  Guidelines

ETSI 

ETR  167

1995

1

Control  Arrangement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  Part  2: 

Principles  for  the  Arrangement  of  Control 

Suites

ISO 

11064‐2

2000

3

General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  Part  1: 

Principles  for  the  Design  of  Control  Centres

ISO 

11064‐1

2000

3

Human  Engineering  for  Control  Centers

ISA  RP 

60.3

1985

3

Layout/Dimensions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  ‐  Part  3: 

Control  Room  Layout

ISO 

11064‐3

1999

3

Nuclear  Power  Plants

Nuclear  Power  Plants  ‐  Control  Rooms  ‐ 

Operator  Control 

BS  7517

1995
3

Nuclear  Power  Plants  ‐  Control  Rooms  ‐ 

Operator  Controls

IEC 

61227

1993

3

Design  for  Control  Rooms  of Nuclear  Power 

Plants

IEC 

60964

1989

3

Actuators
Ergonomic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  Part  1: 

ISO 

9355‐1

1999

3

Control Rooms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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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Interactions with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Man‐Machine  Interface  (MMI)  ‐  Actuating 

Principles 

IEC 

60447

1993

2

Man‐Machine  Interface  (MMI)  ‐  Actuating 

Principles

CENELE

C  EN 

60447

1993

2

Industrial  Equipment
Operator  Controls  on  Industrial  Equipment, 

Standard

SAE 

J297

1994

2

Movement,  Direction
Geometrical  Orientation  and  Directions  of 

Movements

ISO  1503

1977
1

Numerical  Controls
Operator  Interface  Functions  of Numerical 

Controls

EIA‐441

1979
3

Design  of

Ergonomic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  Part  1: 

Human  Interactions with  Displays  and  Control 

Actuators

ISO 

9355‐1

1999

3

Design  of

Ergonomic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Signals  and  Control  Actuators  ‐  Part  2: 

Displays

ISO 

9355‐2

1999

3

Panels
Photometric  Guidelines    for  Instrument  Panel 

Displays  that  Accommodate  Older  Drivers

SAE 

J2217

1991

1

Factory/Office Work Ergonomics  in  Computerized  Offices

ACGIH 

9331

1992

1

Controls & Displays

Displays

Ergonomics/Huma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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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Ergonomics  in  the Workplace

ACGIH 

99‐036

1998

2

General

The  Advanced  Ergonomics Manual

ACGIH 

9539

1994

2

Applied  Ergonomics  Handbook

ACGIH 

9272

1992

2

An  Ergonomics  Guidebook  for  Computer 

Users

ACGIH 

9703CB

1991

1

Ergonomics:  A  Practical  Guide

ACGIH 

9417

1993

2

Ergonomics  for  Beginners:  A  Quick  Reference 

Guide

ACGIH 

9403

2001 

1

Definitions  of  Human  Factors  Terms

DoD

MIL‐HDB

K‐1908B

2

Human  Engineering

DoD

MIL‐STD‐

1472F

2

Human  Engineering  Design  Guidelines

DoD

MIL‐HDB

K‐759C

2

Human  Factors  for  Designers  of  Systems,  Part 

19:    Human  Engineering  Domain

00‐25 

(Part 

19)/Issue 

1

3

Human  Engineering  ‐  Principles  and  Practices

EIA 

HEB1

2002

2

Human  Factors  Design  Standard

FAA

HF‐STD‐0

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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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and 

Process

Human  Factors  for  Designers  of  Systems,  Part 

15:    Principles  and  Process

British 

Defence 

Standard

00‐25(Part 

15)/Issue 

1

3

Human  engineering 

program
Human  Engineering  Program  Plan

FAA‐HF‐

001
2

Hand  Tools Ergonomics  and  Safety  in  Hand  Tool  Design

ACGIH 

99‐049

1999

1

Offices Guideline  on  Office  Ergonomics
CSA‐Z412

2000
1

Ergonomic  Design  for  People  at Work, 

Volumes  1  and  2

ACGIH 

4790

1983

1

The  Ergonomics  of Workspaces  and Machines: 

A  Design Manual 

ACGIH 

9548

1995

2

Work  Design:  Industrial  Ergonomics

ACGIH 

9145

1999

1

Ergonomic  Principles  in  the  Design  of Work 

Systems

ISO  6385

1981
2

Offices
Guide  to  Ergonomics  Principles  in  the  Design 

and  Selection  of  Office  Furniture

BS  3044

1990
1

Human  Error  Reduction  and  Safety 

Management

ACGIH 

9658

1996

3

Guidelines  for  Preventing Human  Error  in 

Process  Safety

AICHE 

G15

1994

3

Furniture

Huma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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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gineer’s  View  of Human  Error

AICHE 

U64

2001

3

A Manager’s  Guide  to  Reducing Human  Errors: 

Improving  Human  Performance  in  the  Process

API  770

2001
3

Interaction Man‐Machine  Interaction

ITU‐T 

Recomm

endation 

Z.323

1988

3

Optical  Characters
Information  Systems  ‐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ANSI 

X3.99

1983

3

Requirements
Safety Management  Requirements  for  Defence 

Systems,  Part  1:    Requirements

00‐56 

(Part 

1)/Issue 

2

3

Guidance
Safety Management  Requirements  for  Defence 

Systems,  Part  2:    Guidance

00‐56 

(Part 

2)/Issue 

2

3

Indoor Work Lighting  of  Indoor Work  Places

ISO/CIE 

8995

2002

1

Industrial Practice  for  Industrial  Lighting

IESNA 

RP7

2001

1

Office Office  Lighting

IESNA 

RP1

1993

1

Terminology
Nomenclature  and  Definitions  for  Illuminating 

Engineering

IESNA 

RP16
1

Information Systems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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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VDU Workstations

Artificial  Lighting  of  Interiors;  Lighting  of 

Rooms  with  VDU Workstations  or  VDU 

Assisted Workplaces 

DIN 

5035‐7

1988

1

Guidelines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

NRC

NUREG‐

0700 

(Rev  2)

3

Program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NRC

NUREG‐

0711 

(Rev  1)

3

Application

Guide  for  the  Application  of Human  Factors 

Engineering  to  Systems,  Equipment,    and 

Facilitie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ANSI/IE

EE 

STD1023

1988

3

Measurements

Guide  to Human  Performance Measurements

AIAA 

G‐035

2000

3

Evaluation  of Human Work,  A  Practical 

Ergonomics Methodology

ACGIH 

9651

1995

3

Perception  and 

Human  Performance

Handbook  of  Perception  and  Human 

Performance

Vol  I  – Sensory  Processes  and  Perception

Vol  II  – Cognitive  Processes  and  Performance

DoD

DI‐HFAC

‐81399

2

Perception  and 

Human  Performance

Engineering  Data  Compendium: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DoD

DI‐HFAC

‐81399

3

Nuclear Power

Performance, Human

Reliability,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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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Incorporating  Human  Action 

Reliability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1082

1997

3

Danger  Signals, 

Audio  and  Visual

Ergonomics  ‐  System  of  Auditory  and  Visual 

Danger  and  Information  Signals

ISO  11429

1996
3

Danger  Signals, 

Visual

Ergonomics  ‐  Visual  Danger  Signals  ‐  General 

Requirements,  Design  and  Testing

ISO  11428

1996
3

Electromagnetic 

Fields

Standard  for  Safety  Levels with  Respect  to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3  KHz  to  300  GHz

IEEE  STD 

C95.1

1999

2

Fire
Code  for  Safety  to  Life  from  Fire  in  Buildings 

and  Structures   

NFPA 

101

2000

1

Fire  Protec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CFR

29  CFR 

1910

2

Floors, Walls,  Stairs, 

Rails

Safety  Requirements  for Workplace  Floor  and 

Wall  Openings,  Stairs,  and  Railing  Systems

ANSI 

A1264.1

1995

1

Footwear Protective  Footwear

CAN/CSA 

Z195

2002

2

Headwear Industrial  Protective Headwear

CAN/CSA 

Z94.1

1998

2

Hearing 

Conservation

Determination  of  Occupational Noise  Exposure 

and  Estimation  of Noise‐Induced Hearing 

Impairment

ANSI 

S3.44

1996

2

Measurement  of  Occupational Noise  Exposure

ANSI 

S12.19

1996

1

Noise Noise  Limits

DoD

MIL‐STD‐

1474D

1

Safety/Health/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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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Radiation  Symbol   

ANSI 

N2.1

1989

2

Respirators Selection,  Care,  and  Use  of  Respirators

CAN/CSA 

Z94.4

1997

1

Signs,  Labels Safety  Colours  and  Safety  Signs 
ISO  3864

1984
2

Safety  Colours  and  Safety  Signs  –Part  1:   
Design  Principles  for  Safety  Signs  in 

Workplaces  and  Public  Areas

ISO 

3864‐1

2002

2

Tags
Safety  Tags  and  Barricade  Tapes  (for 

Temporary  Hazards)

ANSI 

Z535.5

2002

1

Thermal Hazards

Safety  of Machinery  ‐  Temperatures  of 

Touchable  Surfaces  ‐  Ergonomics  Data  to 

Establish  Temperature  Limit  Values  for Hot 

Surfaces

BS  EN 

563 

1994

1

Safety  of Machinery  ‐  Temperatures  of 

Touchable  Surfaces,  Ergonomics  Data  to 

Establish  Temperature  Limit  Values  for Hot 

Surfaces

CEN  EN 

563

1994

1

Safety  of Machinery  ‐  Temperatures  of 

Touchable  Surfaces  ‐  Ergonomics  Data  to 

Establish  Temperature  Limit  Values  for Hot 

Surfaces

DIN  EN 

563

2000

1

Medical  Information  on  Human  Reaction  to 

Skin  Contact  with Hot  Surfaces

BS  PD 

6504

1983

1

TLVs  and  BEIs
Threshold  Limit  Value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ACGIH 

0100DOC

2001

1

Vibration/Shock

Guide  to  Safety  Aspects  of  Experiments  in 

Which  People  are  Exposed  to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BS  7085

1989
1

Occupational Health 

and  Environment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9  CFR 

19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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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Hazardous Material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9  CFR 

1910
1

Environmental 

Control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9  CFR 

1910
1

Materials Handling 

and  Storag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9  CFR 

1910
1

Hand‐Held 

Equip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9  CFR 

1910
1

Conducting  system 

safety
Standard  Practice  for  System  Safety

DoD

MIL‐STD‐

882D

2

Health Hazard 

Assessment

Human  Factors  for  Designers  of  Systems,  Part 

20:    Health  Hazard  Assessment  Domain

00‐25 

(Part 

20)/Issue 

1

2

System  Safety
Human  Factors  for  Designers  of  Systems,  Part 

21:    System  Safety  Domain

00‐25 

(Part 

21)/Issue 

1

2

Computers

Methods  for  the Measurement  and  Designation 

of  Noise  Emitted  by  Computer  and  Business 

Equipment

ANSI 

S12.10

1985

2

Damage  Risk

Acoustics  ‐  Determination  of  Occupational 

Noise  Exposure  and  Estimation  of 

Noise‐Induced  Hearing  Impairment

ISO 

1999

1990

2

Environmental 

Sound

Quantities  and  Procedures  for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Sound,  Part  1

ANSI 

S12.9

1988

1

Quantities  and  Procedures  for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Sound,  Part  2: 

Measurement  of  Long‐Term, Wide‐Area  Sound

ANSI 

S12.9/Pa

rt  2

1992

1

Sound/Noise/Bioacou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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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ies  and  Procedures  for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Sound,  Part  3: 

Short‐Term Measurements  with  an  Observer 

Present

ANSI 

12.9/Par

t  3

1993

1

Intelligibility

Ergonomic  Assessment  of  Speech 

Communication  ‐  Part  1:  Speech  Interference 

Level  and  Communication  Distances  for 

Persons  with Normal Hearing  Capacity  in 

Direct  Communication  (SIL Method)

ISO 

9921‐1

1996

2

Rating  Noise  with  Respect  to  Speech 

Interference

ANSI 

S3.14

1977

2

Machinery

Measurement  of  Occupational Noise  Exposure

ANSI 

S12.19

1996

1

Guidelines  for  the  Specification  of  Noise  of 

New Machinery

ANSI 

S12.16

1992

1

Statistical Methods  for  Determining  and 

Verifying  Stated Noise  Emission  Values  of 

Machinery  and  Equipment

ANSI 

S12.3

1985

1

Preferred  Frequencies
Preferred  Frequencies,  Frequency  Levels,  and 

Band Numbers  for  Acoustical Measurements   

ANSI 

S1.6

1984

1

Sound  Level Meters Specification  for  Sound  Level Meters

ANSI 

S1.4

1983

1

Static
Human  Physical  Strength; Maximum  Static 

Action  Forces  (Isodynes)

DIN 

33411‐4

1987

1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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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s/Displays
Symbols  for  Operator  Controls  and  Other 

Displays

CAN/CS

A 

M6405‐1

2000

3

Displays
Human  Interface  Design Methodology  for 

Integrated  Display  Symbology

ANSI/S

AE 

ARP 

4155

10/01/19

90

3

Equipment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Equipment  ‐ 

Index  and  Synopsis

ISO 

7000

1989

3

General  Criteria Criteria  for  Safety  Symbols

ANSI/N

EMA 

Z535.3

1998

3

Radiation Warning Radiation  Symbol 

ANSI 

N2.1

1989

3

Air 

Condit/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on  of Machinery 

Control  Rooms  on  Board  Ships  ‐  Design 

Conditions  and  Basis  of  Calculations

ISO  8862

1987
1

Cold  Environments

Evaluation  of  Cold  Environments  ‐ 

Determination  of  Requisite  Clothing  Insulation 

(IREC)

ISO/TR 

11079

1993

1

Cold  or  Hot 

Environments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Medical  Supervision  of 

Individuals  Exposed  to  Extreme  Hot  or  Cold 

Environments

ISO12894

2001
1

Definitions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 

Vocabulary  and  Symbols

ISO 

13731
1

Symbols

Therm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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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General

Ergonomics  ‐  Determination  of Metabolic Heat 

Production

BS  EN 

28996

01/01/199

4

1

Ergonomics  ‐  Determination  of Metabolic Heat 

Production

CEN  EN 

28996

1993

1

Ergonomics  ‐  Determination  of Metabolic Heat 

Production

DIN  EN 

28996

1993

1

Ergonomics  ‐  Determination  of Metabolic Heat 

Production

ISO  8996

1990
1

Hot  Environments

Hot  environments  ‐  Estimation  of  the Heat 

Stress  on Working Man,  Based  on  the 

WBGT‐Index 

ISO  7243

1989
1

Instruments/Methods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 

Instruments  for Measuring  Physical  Quantities

ISO  7726

1998
1

Metabolic  Heat 

Production

Ergonomics  ‐  Determination  of Metabolic Heat 

Production

ISO  8996

1990 1

Moderate 

Environments

Moderate  Thermal  Environments  ‐ 

Determination  of  the  PMV  and  PPD  Indices 

and  Specification  of  the  Conditions  for  Thermal 

Comfort

ISO  7730

1994
1

Standards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ISO 

11399

1995

1

Subjective  Judgment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 

Assessment  of  the  Influence  of  the  Thermal 

Environment  using  Subjective  Judgment  Scales

ISO 

10551

1995

1

Terminology  & 

Symbols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 

Vocabulary  and  Symbols

ISO 

13731

2001

1

Thermal  Strain
Evaluation  of  Thermal  Strain  by  Physiological 

Measurements

ISO  9886

19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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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s,  Safety 

Guide  to  Safety  Aspects  of  Experiments  in 

which  People  Are  Exposed  to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BS  7085

1989
1

Hand

Guide  for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Vibration  Transmitted  to 

the Hand

ANSI 

S3.34

1986 

1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Vibration  Transmitted  to  the Hand

BS  4842

1984
1

Mechanical  Vibration  ‐  Guidelines  for  the 

Measurement  and  the  Assessment  of  Human 

Exposure  to  Hand‐Transmitted  Vibration

CEN 

ENV 

25349

1993

1

Mechanical  Vibr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Hand‐Transmitted  Vibration,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 

5349‐1

2001

1

As  above,  Part  2:    Practical  Guidance  for 

Measurement  at  the Workplace

ISO 

5349‐2

2001

1

Method  of Measurement  and  Description  of 

Hand‐Transmitted  Vibration  Level

JIS 

B4900

1986

1

Hand‐Arm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 Hand‐Arm 

Vibration  ‐ Method  for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he  Vibration  Transmissibility  of 

Gloves  at  the  Palm  of  the Hand

ISO 

10819

1996

CEN 

PREN 

30819

1

Head Test  Device Head  Contact  Duration  Analysis

SAE 

J2052

1997

1

Terminology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Affecting Man 

‐  Vocabulary

ANSI 

S3.32

1982

1

Vibration/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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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 Human 

Exposure  ‐  Vocabulary

ISO  5805

1997
1

Whole  Body

Guide  to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Body Mechanical 

Vibration  and  Repeated  Shock

BS  6841

1987
1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Body 

Vibration 

ANSI 

S3.18

2002

1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Body 

Vibration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 

2631‐1

1997

1

As  above  ‐  Part  2:  Continuous  and 

Shock‐Induced  Vibration  in  Buildings  (1  ‐  80 

Hz)

ISO 

2631‐2

1989

1

Measurement  of Whole  Body  Vibration  of  the 

Seated  Operator  of  Off‐Highway Work 

Machines

SAE 

J1013

1992

1

Testing  of Mobile Machinery  in  Order  to 

Determine  the Whole‐Body  Vibration  Emission 

Value  ‐  General 

EN  1032

1996
1

Human  Engineering  Issues  for  Enhanced  Vision 

Systems

SAE 

ARD 

50019

1995

2

Colors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8: 

Requirement  for  Displayed  Colours

ISO 

9241‐8

1997

1

Command  Dialogues As  above  ‐  Part  15:  Command  Dialogues

ISO 

9241‐15

1997

2

Dialogue  Principles As  above  ‐  Part  10:  Dialogue  Principles ISO  2

Vision Systems

Visual Display Ter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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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10

1996

Direct Manipulation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16: 

Direct Manipulation  Dialogues

ISO 

9241‐16

1999

1

Display,  Visual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3: 

Visual  Display  Requirements

BS  EN 

29241‐3

1993

1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3: 

Visual  Display  Requirements

ISO 

9241‐3

1992

1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3: 

Visual  Display  Requirements

JTC1 

9241‐3

2000

1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7: 

Requirements  for  Displays with  Reflections

ISO 

9241‐7

1998

1

Environment

Ergonomics  of  Design  and  Use  of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in  Offices,  Part  6: 

Guidance  on  the Work  Environment

BS  EN 

ISO 

9241‐6

2000

1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6: 

Guidance  on  the Work  Environment

ISO 

9241‐6

1999

1

Flat  Panel 

Technology

Ergonomic  Requirements  for Work with  Visual 

Displays  Based  on  Flat  Panels  ‐  Part  1: 

Introduction

ISO 

13406‐1

1999

2

As  above  ‐  Part  2:  Ergonomic  Requirements  for 

Flat  Panel  Displays

ISO 

13406‐2

2001

2

Form‐Filling

Ergonomics  of  Design  and  Use  of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17:  Form 

Filling  Dialogues

ISO 

9241‐17

1998

2

General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2: 

Guidelines  on  Task  Requirements

CEN  EN 

29241‐2

1993

2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IS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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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2: 

Guidance  on  Task  Requirements

9241‐2

1992

Accommodating  User Needs  in  Computer 

Program  Development

ANSI/A

NS  10.5

1994

1

Information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12: 

Presentation  of  Information

ISO 

9241‐12

1998

3

Interactive  Systems
Human‐Centered  Design  Processes  for 

Interactive  Systems

ISO 

13407

1999

3

Keyboards

Ergonomics  of  Design  and  Use  of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in  Offices,  Part  4: 

Keyboards

BS  EN 

ISO   

9241‐4

1998

1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4 

Keyboard  Requirements

ISO 

9241‐4

1998

1

As  above  ‐  Part  9:  Requirements  for 

Non‐Keyboard  Input  Devices

ISO 

9241‐9

2000

1

Keyboard  Arrangement  for    Alphanumeric 

Machines 

ANSI 

X3.154

1987

2

Office Machines  and  Supplies  ‐  Alphanumeric 

Machines  ‐  Alternative  Keyboard  Arrangement

ANSI 

X3.207

1991

2

Menu  Dialogues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14: 

Menu  Dialogues

ISO 

9241‐14

1997

2

Public  Terminals

Human  Factors  Aspects  of  Public  Terminals: 

Generic  Operating  Procedures

ITU‐T 

Recomm

endation 

E.134

1993

1

Minimum  User‐Terminal  Interface  for  a Human 

User  Entering  Address  Information  into  an 

ITU‐T 

Reco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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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N  Terminal

endation 

E.331

1991

Safet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EC 

60950‐1

2001

2

Tasks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2: 

Guidance  on  Task  Requirements

BS  EN 

29241‐2

1993

1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2: 

Guidance  on  Task  Requirements

ISO 

9241‐2

1992

1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2: 

Guidance  on  Task  Requirements

JTC1 

9241‐2

1992

1

Usability  and  Testing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  Part  11: 

Guidance  on  Usability

ISO 

9241‐11

1998

2

User  Guidance As  above  ‐  Part  13:  User  Guidance

ISO 

9241‐13

1998

1

Work  Stations  and 

Workplaces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  (VDTs)  ‐Part  5: 

Workplace  Layout  and  Postural  Requirements

ISO 

9241‐5

1998

1

Design  Principles
Ergonomic  Principles  Related  to Mental 

Workload  ‐  Part  2:  Design  Principles

ISO 

10075‐2

1996

3

Terminology
Ergonomic  Principles  Related  to Mental 

Workload  ‐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ISO 

10075

1991

3

Office Guideline  on  Office  Ergonomics
CSA 

Z412
1

Workload, Mental

Work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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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Process  and 

Procedures

Human  Engineering  Program  Process  and 

Procedures

DoD

MIL‐HD

BK‐46855

A

2

Operator

Human  Engineering  Design  Approach 

Document  ‐  Operator

DoD

DI‐HFA

C‐80746B

2

Human  Engineering  Design  Approach 

Document  ‐  Operator

FAA‐HF‐

002
2

Maintainer

Human  Engineering  Design  Approach 

Document  ‐ Maintainer

DoD

DI‐HFA

C‐80747B

2

Human  Engineering  Design  Approach 

Document  ‐ Maintainer

FAA‐HF‐

003
2

Critical  Task  Analysis

Critical  Task  Analysis  Report

DoD

DI‐HFA

C‐81399

2

Critical  Task  Analysis  Report
FAA‐HF‐

004
2

Simulation

Human  Engineering  Simulation  Concept

DoD

DI‐HFA

C‐80742B

1

Human  Engineering  Simulation  Concept
FAA‐HF‐

005
1

Manpower
Human  Factors  for  Designers  of  Systems,  Part 

16:    Introduction  and Manpower  Domain

British 

Defence 

Standard

00‐25(Par

t 

16)/Issue 

1

2

Personnel
Human  Factors  for  Designers  of  Systems,  Part 

17:    Personnel  Domain

British 

Defence 
2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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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metry 

and  Biomechanics

Manual Handling  ‐  Part  1:  Lifting  and  Carrying

ISO/CD 

11228‐1

Still  in 

draft; 

not 

available

Manual Handling  ‐  Part  2:  Pushing  and  Pulling

ISO/CD 

11228‐2

Still  in 

draft; 

not 

available

1

Manual Handling  ‐  Part  3: Handling,  at  High 

Repetition,  of  Low  Loads

ISO/CD 

11228‐3

Still  in 

draft; 

1

Standard

00‐25(Par

t 

17)/Issue 

1

Training
Human  Factors  for  Designers  of  Systems,  Part 

18:    Training  Domain

British 

Defence 

Standard

00‐25(Par

t 

18)/Issue 

1

2

  1.3 DOD에서 분류하고 있는 Ergonomic Standards(Draf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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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vailable

Computer 

Workstations

Human  Factors  Engineering  of  Computer 

Workstations

HFES 

100

Issued 

March 

2002  as 

a  Draft 

Standard 

for  Trial 

Use  for 

a  period 

not  to 

exceed 

36 

months

2

Control  Rooms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ers  ‐  Part  5: 

Display  s  and  Controls

ISO/WD 

11064‐5

Still  in 

draft 

form; 

not 

available

3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ers  ‐  Part  6: 

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Control  Centers

ISO/CD 

11064‐6

Still  in 

draft 

form; 

available

3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ers  ‐  Part  7:  ISO/W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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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Control  Centers

11064‐7

Still  in 

draft 

form; 

available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ers  ‐  Part  7: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Control  Centers

ISO/WD 

11064‐7

Still  in 

draft 

form; 

available

3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ers  ‐  Part  4: 

Workstation  Layout  and  Dimensions

ISO/WD 

11064‐4

Still  in 

draft 

form; 

not 

available

3

Controls
Ergonomic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Signals 

and  Control  Actuators  ‐  Part  3:  Control  Actuators

ISO/CD 

9355‐3

Still  in 

draft 

form; 

not 

available

3

Nuclear  Power

Guide  for  the  Application  of  Human  Factors 

Engineering  in  the  Design  of  Computer‐Based 

Monitoring  and  Control  Display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P1289

Still  in 

draft 

form

3

IEEE  Guide  to  Evaluation  of Man‐Machine  IEEE‐St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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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Control  Rooms  and  Other  Peripheries. 

845

Still  in 

draft 

form

Performance, 

Human
Manager’s  Guide  to  Reducing  Human  Errors

CMA 

022006

Still  in 

draft 

form

3

 

 1.4 기존 표 의 검토 결과

  앞에서와 같이 IEA와 DOD를 심으로 인 요소에 련된 기존의 표 을 검

토한 결과로서 <표 1>과 같이 보통 이상의 요도를 가지는 표   안들의 

개수는 80개에 이르고 있다. 주로 요도 1로 채택된 항목들의 범주들은 신체역

학, 인체계측  작업환경과 련되어 있으며, 요도 2와 3으로 채택된 항목들

은 설비  제품과 련된 인지과정, 정보 달, 설계원칙 등의 항목들이 채택되

었다.

 

표
요도

ISO Std. ISO Draft CEN Std. CEN Draft 합계

1 26 17 32 21 96

2 17 2 19 4 42

3 17 6 12 3 38

합계 60 25 63 28 176

표 6. 표 에 따른 요도 평가 결과

그러나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 은 첫째 ISO, CEN, DOD 등 기타 표

들의 복성과 차별성을 먼  악하고 이를 제로 한 요도의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기존의 표 들을 활용하기 하여 요도 평가 기법의 

합리화가 요구되며, 셋째 재 원 의 제 인 직무 형태의 범주와 구분이 선행

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표 들의 요도를 결정함에 따라 용성이 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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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될 있을 뿐만 아니라 락되는 표 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으로 

추후 직무분석 하에서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도에 

따라 평가 기법 개발 범 를 선택함에 있어 체크리스트, 지식-경험 기반, 모의실

험 등의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법의 특성과 형식에 따라 

어떠한 항목들을 선별 으로 채택할 것인가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바탕으로 체계 인 인  요소 평가 기법을 개발하기 

해서는 직무, 표 , 기법간의 상호 계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도 하

나의 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  요소 평가를 한 기본 인 큰 틀의 

( : 안 , 설계, 로세스, 교육 등)들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  : 로세스

의 합리화, 로세스의 단순화 등)  와 계층 인 측정지표(  : 지연율의 감소, 

오류율의 감소 등)  성과지표(  : 직무만족, 교육평가결과 등)를 개발하여 이

를 하나의 기법으로 용하는 것도  다른 하나의 안이라고 단된다. 

2. 인  요소 평가 기법의 개발 

  2.1 체크리스트 기반 평가 기법

  원  운 원의 안 의식 실태  험유발요소 등을 악하기 한 방법으로

서 체크리스트 기반의 평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체크 리스트 평가는 체크리

스트 개발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원  환경에 합한 체

크리스트 개발을 해서는 우선 운 원의 유해요인에 한 요소 추출  이들 

요소들 간의 구조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 게 도출한 요소들은 안 성, 험도 

련 원칙에 한 조사를 근거로 서로간의 비교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수 

있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원 을 상으로 한 평가를 통해 직무 간 발생되는 

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2.2 운 경험 기반 평가 기법

  운 경험 기반 평가에서는 선행 발 소  계통에 련된 인간공학 안  

아차사례, 원   원자력 산업계에서 인식된 인간공학 안, 그리고 발 소 운

요원과의 면담결과에 한 운 경험이 검토되어야 한다. 운 경험검토를 통해 

도출된 운 경험 안은 인간공학 안 추 체계를 이용하여 문서화되고 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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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러한 운 경험 기반 평가는 재의 설계와 이  설계에서 발생하는 

인간공학 환경과 련된 문제 들과 안들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운 경험 기반 평가는 선행 발 소와 시스템, 산업계에 인식된 인간공학 안

들, 인간공학 련 기술들, 발 소 운 원에 의해 제기되는 안들, 요한 험 

련 행 들에 해 평가를 하게 된다. 선행 발 소와 시스템에 한 평가는 선

행 발 소 혹은 해당 발 소와 유사한 발 소와 련된 인간공학 안들의 정보

를 알 수 있다. 산업계에 인식된 인간공학 안에 한 평가는 TMI 사고나 

NRC의 사고고장 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험 요인을 악할 수 있

다. 인간공학 련 기술들에 한 평가의 경우는 새로운 설계나 진보된 설비를 

도입하기 에 운 원들에게 발생되는 인간공학  문제 과 안을 악할 수 

있다. 발 소 운 원에 의해 제기되는 안에 한 평가는 발 소의 운   인

간공학  설계와 련된 경험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한 험 련 행

들에 해 평가의 경우는 설계 과정  주의가 요구되는 행동들에서 발생되는 

오류의 발생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3 모의제어반 기반 평가 기법

  

  원 의 모의제어반(Simualator)은 원자로조종 면허시험 뿐만 아니라 운 원들

의 기교육  보수교육의 필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운 원 이외의 가타 

종사자에 하여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의제어반을 통한 교육  훈련은 

운 원의 수행도 향상 방안  인 오류 발생요인을 악을 할 수 있는 좋은 도

구이다. 이에 한 평가는 실제 발생 가능한 험 요인  오류 가능성을 악함

으로써 이러한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모의제어반을 이용한 운 원 평가는 효율 인 교육훈련 로그램의 확립과 내

실 있는 운 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효과를 증진하고 사고 응 능력을 배양함으

로써 원 운 의 안 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 모의제어반 

기반 평가를 해서는 모의제어반 실험을 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모의제어반

의 경우 원 의 비상운 과 같은 상황을 조성함으로서 실제 환경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조건을 반 할 수 있어 이 이 있지만 무엇보다 요한 것은 실제 운  

환경 유사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실험 평가를 한 기본 인 요인

임과 동시에 평가에 한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모의제어반 기반 평가는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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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 의한 직무분석, 운  변수의 추이  운  수행도 찰에 따른 수행시간 

분석, 운 원의 생리 데이터 분석, 수행과정 상에서 부여되는 주  업무량 등 

그 측정 방법은 다양하지만 실험 목 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들은 차서의 가용성, 성 평가와 검증, 비정상, 비상 운 상황에서의 운

원 반응분석 등이 가능하다.

  2.4 정보요건 분석  업무량 평가 방법

  정보요건은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작업과 련된 정보 요구

사항을 의미한다. 정보 요건이 많고 음에 따라 업무량을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업무량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의 

양을 의미한다. 본 평가에서는 운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보요건의 만족여부를 평

가함과 동시에 작업 수행 시에 운 원이 경험하며 요구되어지는 업무량이 작업

의 안 성에 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는지에 한 평가를 한다.

  정보요건은 운  지침이 되고 있는 차서를 통한 정보와 각종 계기  설비 

등에 의한 인터페이스 정보들, 그 외의 환경 , 개인  요인 등과 같이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다. 정보요건 분석에서는 이러한 정보요건에 한 체계 인 구분과 

정보요건  업무량에 향을 미치는 요건들에 해 구분을 짓는다. 한 업무량 

평가에 있어서는 객 , 주  업무량 평가를 통해 작업 수행 간 업무의 편  

 업무에 따른 스트 스, 개선이 필요한 업무 도출 등이 가능해진다.

  2.5 차서 평가 기법

  인 요소 평가 기법을 바탕으로 원자력발 소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

업의 지침이 되고 있는 차서를 상으로 평가한다. 비상운 차서, 발 소운

일반 차서(종합운 차서)의 안 성 련 차서에 해서는 체 차서를 

단계별로 상세히 평가하고, 기타 다른 차서들은 분야  유형별로 구분하여 안

성 련 정도에 따라 인 요소에 하여 선별 으로 평가한다. 한 각 분야별 

차서 에서 발 소에서 안 성 련도가 높고, 해당 분야 차서들을 표 할 

수 있는 차서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차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첫째, 차서의 구

성  형식이 직무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혼동을 으로써 인 오류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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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서 차서 구성  형식의 타당성에 해 평가

를 한다. 이러한 구성  형식의 타당성은 인간공학  측면에서 차서의 명확성

에 우선 인 향을 주는 요소로, 세부요소의 문제에 비하여 운 의 안 성에 큰 

향을  수 있다. 

  둘째, 인 요소 측면에서 체 차서의 공통 인 구성요소와 그 특성을 평가

함으로서 차서 세부 요소의 인간공학  합성에 한 평가를 하게 된다. 합

성 평가를 해서는 기술기 에 근거한 검토 항목을 도출하여 검표에 의한 평

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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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제1  개별 인 요소 지침서 개발목표의 달성도

1. 개발과제별 목표 달성도 

   가. 근무 리 지침서 개발

 표 기행 운 -01 (발 소 운 조직에 한 책임  권한), 표 기행 운 -02 

(발 소 원자력안 원회 운 ), 표 기행 운 -01 (운 기록 리), 본사사규 - 

노무 0100 (취업규칙), 본사사규 - 총무 0800 (비상근무규정), 본사사규 - 노무 

0111 (당직근무요령), 한수원사규 - 인사 0100 (인사 리규정), 한수원사규 - 인

사 0400 (해외 견자  해외사무소 리규정), 한수원사규 - 노무 0111 (당직근

무요령), 한수원사규 - 총무 0800 (비상근무규정), KRN 1 FSAR 13.0-13.1, ANS 

3-2, 5.2.1.7 인 요인 고려, ANS 3-2, 5.2.12 비상 차서, DREAMS User's 

e-Handbook를 참조하여 근무 리 지침서 개발을 완료하 다. 추후 장 용평가

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정이다.

   나. 교 근무 리 지침서 개발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주기  안 성평가의 세부사항) 9항(인 요소에 

한 사항), 표 기행 운 -01 (발 소 운 조직에 한 책임  권한), 표 기행 

운 -03 (운 원 교 근무), 3,4호기 기행-0019(Rev. 2) (운 원 업무요령), 

3,4호기 기행-0022(Rev.2) (운 원의 근  시간외 근무), 울진1,2호기 기행

-12(Rev.5) (운 원의 근  시간외근무), ANSI/ANS 3.2 발 소 운 원의 인

요인고려, DREAMS User's e-Handbook를 참조하여 교 근무 리 지침서 개

발을 완료하 다. 추후 장 용평가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정이다.

   다. 직무스트 스 리 지침서 개발

  원자력법 시행령 제299조 (건강진단), 산업안 보건법(‘02.12.30) 제5조 제1항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03.7.12) 제259조, 한국산업안 공단, 직무스트 스 

요인  측정지침 (KOSHA CODE H-42-2006)을 참조하여 직무스트 스 리 지

침서 개발을완료하 다. 추후 장 용평가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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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 종사자의 자격유지 지침서 개발

  원자력법 시행령 제283조 (응시자격),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0조 (응시신청),

원자력발 소 표 기술행정 차서, 표 기행 교육-02 (시스템엔지니어 교육훈련 

 자격인증), 표 기행 운 -05 (시험요원 자격 리), 표 기행 운 -06 (발 소 

직원 자격 리),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인사0104 (발 소 운 원 자격 리요령), 

ANSI/ANS 3.1-1993 (Selection,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ANSI/ANS 3.2 (운  행정 리  품질보증요건), 

FSAR 13장 13.1 (Organizational Structure of Applicant), DREAMS User's 

e-Handbook을 참조하여 원 종사자의 자격유지 지침서를 개발을 완료하 다. 추

후 장 용평가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정이다.

   마. SAT 로그램 지침서 개발

  원자력법 제88조(피복 리), 제91조(면허 등), 제105조(교육훈련), 원자력법 시

행규칙 제100조(응시신청), 제104조(교육  훈련), 제105조(교육  훈련시간 

등), 제106조(보수교육의 신청), 원자력법 시행령 제295조(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295조2항(원자력통제교육 상자), 제296조(보수교육), 사규 인사0500 

교육훈련 - 제 2장(사내교육), 제3장( 탁교육), 제5조(교육훈련계획수립 등), 제 

7조(교육활용 등), 발 소 표 기행 교육-01(발 소직원 교육훈련), 원자력

발 소 최종안 성분석보고서(FSAR) 제13장 2 (교육)  제16장 6 (행정 조치

사항), 고리1호기 운 차서-비상(이상)운 차서 교육훈련 계획서, 고리1호기 

운 차서-발 소 력업체 직원 교육훈련 지침, DREAMS User's 

e-Handbook를 참조하여 SAT 로그램 지침서 개발을 완료하 다. 추후 장

용평가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정이다.

   바. 건강진단 지침서 개발

  원자력법, 령, 시행규칙  원자력법 제97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원자력법 시

행령 제299조(건강진단),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15조(건강진단), 노동부고시 제

2005-49 제40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등) 5항, 노동부 규 제520호(근로자

건강진단 리규정),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 보건법 제43

조(건강진단),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시행세칙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복리후생 리 제7조(건강진단), 한국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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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규 시행세칙 제2조(건강진단의 결과조치),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시행세

칙 제25조(건강 리비),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안 보건 리규정 제30조(건강진

단),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안 보건 리규정 제31조(건강진단 결과조치), 한국수

력원자력 사규 안 보건 리규정 제32조(건강진단의 수검의무),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 소 표  기술행정 차서 방사선-11을 참고하여 지침 개발을 완료하

다. 추후 장 용평가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정이다.

   사. 작업환경평가  리 지침서 개발

  NUREG-0700 Rev.2,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 보건법 제

24조 보건상의 조치, 산업안 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상작업장 등,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2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3 작업환경측정방법,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4 작업환경측정 횟수,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정측정기

의 인력·시설  장비기 과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리 

0600 안 보건 리규정, 노동부고시  노동부고시 2005-49 작업환경측정  정

도 리규정을 참고하여 지침서 개발을 완료하 다. 추후 장 용평가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정이다.

   아. 정신건강  약물검진 지침서 개발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자력법 제97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원자력법 

시행령 제299조 건강진단,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9조 건강진단,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 보건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산업안 보건법 제

45조 질병자의 근로 지․제한,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116조 질병자의 근로

지, 과학기술부령  과학기술부령 제92호 원자로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 제 

55조 자격  훈련,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노무 0900 복

리후생 리규정을 참고하여 지침서 개발을 완료하 다. 추후 장 용평가를 통

하여 수정 보완할 정이다.

   자. 근골격계 리 지침서 개발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 보건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산업안

보건법 제27조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의 표 ,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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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 리 행기 과 노동부령 제266호,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방, KOSHA CODE 

H-30-200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KOSHA CODE H-31-2003 사

업장 근골격계질환 방․ 리 로그램을 참고하여 지침서 개발을 완료하 다. 

추후 장 용평가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정이다.

   차. 안 표지  제작원칙 지침서 개발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 보건법 제12조 안 표식의 부착 등, 산

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안 ․보건표지의 종류․형태  용도 등,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안 ․보건표지의 설치 등,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안 ․보건표지의 제작,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안 ․보건표지

의 재료 등,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경고표지의 부착의 규정과 한국

수력원자력 사규 리0600 안 보건 리규정 제26조 안 ․보건표지, 한국수력원

자력 표 기행 공용12 산업안 리지침 제12장 안 표지, KS규격  KS S 

ISO 3864-1 그래픽심볼 안 색  안 표지, KS S ISO 3864-2 그래픽심볼 안

색  안 표지, KS S ISO 3864-3 그래픽심볼 안 색  안 표지에 한 규

격을 참고하여 지침서 개발을 완료하 다. 장 용 편의성을 한 표지  작성 

샘 을 장 용 평가시에 의를 거쳐 제작할 정이다.

제 2  인 행  향상 교육 로그램 개발목표의 달성도

  인  오류에 의한 원자력 발 소의 사고  유사 인 오류의 방과 재발방지 

목표 달성을 하여 첫째, 인  행  향상을 한 컨텐츠 제공 둘째, 인간공학 

자격시험을 한 문제은행 제공 등 두 단계로 구성된 인 행  향상 교육 로그

램을 개발하 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한 근방법으로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공학 련 문헌, guideline, 기술 표 , 항공분야, 철도분야, 화력․수력․ 

LNG발 소 분야, 화학분야와 같은 공정산업과 랜트산업 등 타 산업에서 용

되고 있는 인 요소측면 안 리 교육 로그램을 활용하여 인간공학의 기본 

개념  학제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하 다. 인간의 제 특성과 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공학에 한 기 지식의 학습 향상’이라는 일차 인 목  

달성을 해 다음과 같이 교과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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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기계시스템

. 인간공학

. 인간실수            

. 정신  특성과 정보표시장치의 설계

. 작업심리와 작업조직

. 직무스트 스

. 작업피로와 작업환경

. 시스템의 제어와 조종장치의 설계

. 인체 측정과 작업 공간 설계

 그리고 각 교과내용에 한 학습효과를 높이고 당해 사업장의 문제 을 분석․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삽화를 활용한 개념기술, 개념 기술 

후 문제풀이 는 과제제시, 인 요소의 올바른 용(성공)  잘못된 용(실패)

사례의 제시  그 원인의 발견 방법 ․조사 검표의 기술  실습을 교육내용

으로 담았다. 

 한편,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에서 수행되었던 인간요소의 기본 개념에 한 지

식습득을 심화시키고 검증하는 교육과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재 시행

되고 있는 인간공학기사의 문제 주로 구성되는 문제은행을 제공하 다. 다음과 

같이 최근 4년간 실시되었던 인간공학기사 필기문제와 해설내용을 포함시켰다.  

 . 2005년 인간공학기사 문제  해설

 . 2006년 인간공학기사 문제  해설

 . 2007년 인간공학기사 문제  해설

 . 2008년 인간공학기사 문제  해설

제3  인 요소 평가기법 개발목표의 달성도

  제시한 인 요소 평가 기법은 원 의 안 과 련된 체 HFMP의 요한 한 

부분으로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정확도, 순서, 시간 한계 내에서 한 행 를 

수행 여부  목 한 행 를 수행하는데 발생되는 실패의 요인을 악하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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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기여도

제1  개별 인 요소 지침서의 활용계획  기여도

   1. 근무 리 지침서 개발

  근무 리 지침서는 고리1발 소 근무 종사자의 근무 리의 기 , 방법  차

를 규정함으로써 효율 인 근무 리를 실시하여 직장의 질서와 근면하고 건실한 

사풍을 확립함을 목 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추후 퇴직  신규인원의 투입 등

으로 인한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이러한 지침서는 유용한 도구로서 사

용돨 수 있으며, 한  안 성 련 업무(방호, 경비, 경호)를 직 으로 수행하

는 력업체 직원에 한 근무 리도 이를 통해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라 단된다. 나아가  개발된 지침의 일부내용만 변경하면 일반기업 등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효율 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2. 교 근무 리 지침서 개발

  교 근무 리 지침서는 고리1발 소 근무 종사자에 한 교 근무 리의 기 , 

방법  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 인 교 근무 리를 실시하여 근무 종사자의 

신체  안   정신  안정을 도모하고, 발 소의 생산성 향상  근무 종사자 

노동비용 감소 등을 동시에 이룩하기 해 개발되었다. 

  원자력발 소와 같은 분야는 교 근무가 특히 요하다. 따라서 개발된 교 근

무 리 지침서는 효율 인 교 근무 리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제공된 교 근무 리 지원도구 S/W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교 근무

리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한 로그램으로 그 효율성이 우수할 것으로 단

된다. 나아가 일반기업들에서도 이러한 지원도구 S/W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3. 직무스트 스 리 지침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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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스트 스 리 지침서는 고리1발 소 근무 종사자의 직무 스트 스 경감

을 한 체계  리기 , 방법  차를 규정함으로써 근무 종사자의 결근, 

직, 산업재해, 직무불만족  직무수행 하 등을 방하는데 그 목 으로 개발

되었다. 이를 해 원 에서 사용가능한 checklist 형태의 직무스트 스 검사도

구, 방교육을 한 슬라이드 형태의 도구등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근무 에 발

생할 수 있는 직무스트 스를 사 에 방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4. 원 종사자의 자격유지 지침서 개발

  원 종사자의 자격유지 지침서는 고리1발 소 근무 종사자의 문성 확보를 

한 정한 자격 리 제도를 확립하고, 그 리와 운 을 효율화함으로서 자격

보유 인력의 선발․유지․발 에 기여하기 해 개발되었다. 이를 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도구들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지원도구들은 자격검사, 유지, 평가, 

취소, 갱신등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한 일반 공서, 지자체등에서 자격

에 한 다양한 평가를 시행할 때도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5. SAT 로그램 지침서 개발

  SAT 로그램 지침서는 고리1발 소 근무 종사자의 자질  직무능력 향상을 

한 제반 교육훈련사항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행  평가 등 제반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여 교육훈련 미비로 인한 사고 방과 

근로자 안 문제를 사 에 방하기 해 개발되었다. SAT 로그램은 원자력교

육원에서 시행하는 로그램이 아니라 고리1발 소 자체 로그램 형태로 개발

되었기 때문에 해당부서별 세부 인 상황을 잘 반 할 수 있으며, 문성을 부여

하여 부서별 맞춤형 교육 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6. 건강진단 지침서 개발

  이 지침서는 원자력법, 령,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리본부 1발 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 과 건강

을 도모하고 증진시킴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임시직, 비상근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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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원, 일용직을 제외한 고리 제1발 소 운  종사자를 상으로 하여 건강진

단 업무 반을 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진단 업무와 련하여 법 , 

리 , 공학  요건  용사항을 리하고 건강진단의 범 , 시기  방법에 

한 계획의 수립, 건강검진에 한 홍보와 교육, 부상, 질병  이로 인한 사망 

는 결근에 한 통계작성, 건강 리에 한 기록의 작성비치, 기타 건강검진에 

한 사항을 리하기 한 제반 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복잡계 시

스템을 리하는 유사한 곳에서도 본 결과를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7. 작업환경평가  리 지침서 개발

  본 지침서는 고리1호기 운  활동으로 인하여 종사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소를 악하여 리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하고 쾌 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며 운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한 작업환경의 평가  

리를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주제어실과 산업안 보건법의 

용을 받는 일반 사무실  사업장에 부속된 사무실을 그 용 상으로 하여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리하기 한 제반 차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

인 작업환경 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정신건강  약물검진 지침서 개발

  본 지침서에는 고리 1호기 운  종사자를 상으로 한 정신건강  약물검진 

리 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업무와 련하여 법 , 리 , 의학  

요건  용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 원의 정신건강과 발 소 시스템의 안 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검증된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으로 운 원의 정신

건강상태를 스스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운 원의 정신건강 유지

를 통해 발 소의 안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근골격계 리 지침서 개발

  이 지침서는 고리1호기 운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방을 한 공학  리, 

의학  리, 교육  리에 한 지침을 제시하며, 유해요인 조사와 개선, 의학

리, 교육에 의한 리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로그램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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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해요인 조사결과 유해성이 인정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고리1호기 운 종사

자를 상으로 하며 유해요인 개선과 교육에 의한 리 내용은 임시직, 탁직

원, 일용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 로그램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에서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의 식별방법,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과 징후의 조기 보고의 요성과 보고방법, 방 리 로그램의 수립  운  

방법,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 조사  평가 방법,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

소에 한 조치, 방 리 로그램  개선 책의 효과에 한 평가 방법, 인

요소 리부서의 유해요인 개선 책, 방 리 로그램에서의 역할, 기타 근골격

계질환 방 리를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운 원들의 근골

격계 질환의 험인식과 안 의식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0. 안 표지  제작원칙 지침서 개발

   본 지침은 고리본부 1발 소내의 유해 는 험한 시설  장소에 한 경

고  비상시 조치를 안내하고, 종사자의 안 의식을 고취하기 한 안 ․보건 

표지 의 제작․설치․유지․보수 등에 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하고 있

다. 고리본부 1발 소 내 모든 시설과 장소, 고리본부 1발 소 내 모든 인도와 

도로에 필요한 안 표지  보건표지의 제작과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2  인 행  향상 교육 로그램의 활용계획  기여

도

   설비 성능의 최 화를 통해 발 소 안 운 을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

도 불구하고  설계, 운 , 시험, 정비, 검 등 인간이 여하는 발 소의 모든 

업무분야에서 인간에 의한 실수발생의 가능성은 존재하여 왔었다. 한 인간 실

수에 의한 안 사고 발생 후 실수 빈발자의 지 이나 추출과 같은 처벌이 사고 

요인을 제거하기 보다 안 을 하는 불합리한 용인으로 작용하기도 하 다. 

따라서 지 까지 고집해왔었던 사고 후 책 수립 심의 안 리 행에서 탈피

하여 인간을 배려한 인간 심  근방식으로 안 사고의 방  책이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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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목 하에 개발되고 제공된 교육 로그램은 인  요소 업무에 여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는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 햠양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

고 종사자 스스로 자발 이고 정 인 안  문화 정착화를 꾀할 수 있다. 인간

요소측면에서 잠재  사고요인을 차단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발 소의 경제  손

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발 소에 한 정  이미지를 창출하여 외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 3  인 요소 평가 기법의 활용계획  기여도

  제시한 인 요소 평가 기법은 체 원 의 안 성을 추구하기 한 인 요인 

리에 하여 다음과 같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 작업자들의 안 의식 실태  

험유발요소 등을 악하기 한 체크리스크 기반 평가 기법, 운 원의 경험 기

반의 평가 기법을 수행한다. 이러한 인 요소 평가 기법을 바탕으로 원자력발

소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의 지침이 되고 있는 차서의 평가  운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보요건의 만족여부를 평가함과 동시에 작업 수행 시에 

운 원이 경험하며 요구되어지는 업무량이 작업의 안 성에 하게 유지되어

지고 있는지에 한 평가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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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

활용대상 소요예상시간

기업이나조직에서리더역할을

수행하는임직원

본학습의소요예상시간은

총 30 ~ 40 분임

목적

리더로서 업무 효율을 증진 시키기 위해, 

자신의리더십 IQ를진단하는것임

• 리더십 IQ에대한정의

• 리더십 IQ 진단평가지작성법이해

• 리더십 IQ 진단평가지작성

• 자신의리더십 IQ 파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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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의진행절차
리더십 IQ 진단은이해, 준비, 진단, 파악의 4단계로진행되며예상소요시간은총 30~40분임

리더십 IQ의
정의에대해

이해함

리더십 IQ에
대한이해

리더십 IQ에
대한이해

리더십 IQ 
진단준비

리더십 IQ 
진단준비

리더십 IQ 진단
평가지작성법을

이해함

목적목적

리더십 IQ 진단리더십 IQ 진단 자신의리더십
IQ 파악

자신의리더십
IQ 파악

자신의리더십

IQ를파악함
리더십 IQ 진단
평가지를작성함

예상
소요시간

예상
소요시간

2 분 5 분 20~30 분 5 분



자, 지금부터시작하겠습니다.

다음장은리더십 IQ 의정의에관한설명입니다.

반드시 1분이상읽으시고충분히이해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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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의정의
리더십 IQ란 성공의 길로다른 사람을인도해가기 위해 리더가 ‘이성의능력’을사용하게 끔 해 주는 지식과 기술을
말함

• 리더십 IQ란효과적인행동과사고의노선으로다른사람들을인도하고안내해가기

위해리더가이성의능력 (경험을통해배우고, 기타의방법으로지식을획득하고, 

새로운상황에성공적으로 대처할수있는능력)을사용할수있는정도를뜻한다.

-웹스터뉴월드사전-

• 리더십 IQ란효과적인행동과사고의노선으로다른사람들을인도하고안내해가기

위해리더가이성의능력 (경험을통해배우고, 기타의방법으로지식을획득하고, 

새로운상황에성공적으로 대처할수있는능력)을사용할수있는정도를뜻한다.

-웹스터뉴월드사전-

리더십 IQ 란?리더십 IQ 란?



출력용슬라이드 3장을출력

다음장은리더십 IQ 진단평가용답안지입니다.

진단에앞서출력용슬라이드 3장을꼭출력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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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용답안지
리더십 IQ 진단평가지를보며아래의칸에자신의답을적어야함

상황을읽으시고

A,B,C 중하나를기록하여주십시오

Q 12

Q 1

Q 2

Q 3

Q 4

Q 5

Q 6

Q 7

Q 8

Q 9

Q 10

Q 11

설문항목 (질문)

출력용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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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용답안지
리더십 IQ 진단평가지를보며아래의칸에자신의답을적어야함

상황을읽으시고

A,B,C 중하나를기록하여주십시오

Q 24

Q 13

Q 14

Q 15

Q 16

Q 17

Q 18

Q 19

Q 20

Q 21

Q 22

Q 23

설문항목 (질문)

출력용슬라이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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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용답안지
리더십 IQ 진단평가지를보며아래의칸에자신의답을적어야함

상황을읽으시고

A,B,C 중하나를기록하여주십시오

Q 36

Q 25

Q 26

Q 27

Q 28

Q 29

Q 30

Q 31

Q 32

Q 33

Q 34

Q 35

설문항목 (질문)

출력용슬라이드 3



출력용슬라이드 3장과필기도구를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리더십 IQ 진단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리더십 IQ 진단평가지는특정시나리오에대해

가능한 3가지(A, B, C) 해결책을제시해주고있습니다.

반드시상황을 2~3분정도자세히읽으시고

자신의선택안을답안지에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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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은중소컴퓨터회사의대표이사다. 그런데매니저가운데함명인김과장을해고시키기로결정하였다. 

김과장은고객들에게불손하다는인상을주었으며, 부하직원들로부터존경받지못한다. 무엇보다도지난 10

개월동안그가책임지고있는부서의실적이계속나빠지고있다. 여러번김과장을이해시키고그의행동을

고쳐보려고했으나별효과가없었다. 어떤평가도카운슬링도실패로끝났으므로그를해고하기로했다. 당

신은그를해고하는인터뷰를위해그를사무실로불렀다. 그리고 다음과같이말한다.

당신은중소컴퓨터회사의대표이사다. 그런데매니저가운데함명인김과장을해고시키기로결정하였다. 

김과장은고객들에게불손하다는인상을주었으며, 부하직원들로부터존경받지못한다. 무엇보다도지난 10

개월동안그가책임지고있는부서의실적이계속나빠지고있다. 여러번김과장을이해시키고그의행동을

고쳐보려고했으나별효과가없었다. 어떤평가도카운슬링도실패로끝났으므로그를해고하기로했다. 당

신은그를해고하는인터뷰를위해그를사무실로불렀다. 그리고 다음과같이말한다.

Q1

A: 김과장, 자네를우리회사에서내보내는문제를상의해봐야겠네. 지난몇달동안자네의실적을두고여러번상의해봤지만,

별로개선된게없네. 따라서자네와인연을끊는것이우리모두를위해좋을것같네. 퇴근하는길에인사부에들러서류절차를

끝내고마지막급료를타가게.

B: 김과장, 자네를우리회사에서내보내는문제를상의하기위해불렀네. 지난몇달동안자네의실적을두고여러번상의해

봤지만, 별로개선된게없네. 상황이그렇게밖에될수없는지어떤진나도모르겠네. 우리는가능하다고생각하는목표에

합의했는데, 그목표가적절한시간에달성되지못했네.

C: 김과장, 지난몇달동안난자네에게상당히공평했다고생각하네. 난자네가스스로를개선해우리팀원이될수있도록여러

모로도와주었지만, 자넨내말을듣지않았어. 그래서이건심각한문제라고생각하기시작했네. 우리의고객은자네를

불손하다고생각하고있으며, 자네팀원들가운데자네를따르는사람은아무도없어. 그래서난자네가우리회사의매니저로

어울리지않는다고생각하게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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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은최근에큰제약회사의판매부서장으로승진했다. 그런데지난 20년동안그회사의최고판매사원인

무대리가힘든시기를보내고있는것같다. 그의판매실적이떨어지고, 그자신은예전처럼일에열성이없어

보인다. 당신은그사람을업무에 재개입시켜성과를높일수있게도와줄방법을찾을필요가있다고생각한

다. 그래서그사람을점심식사에초대하고, 몇마디정중한인사말을나눈뒤에다음과같이말한다. 

당신은최근에큰제약회사의판매부서장으로승진했다. 그런데지난 20년동안그회사의최고판매사원인

무대리가힘든시기를보내고있는것같다. 그의판매실적이떨어지고, 그자신은예전처럼일에열성이없어

보인다. 당신은그사람을업무에 재개입시켜성과를높일수있게도와줄방법을찾을필요가있다고생각한

다. 그래서그사람을점심식사에초대하고, 몇마디정중한인사말을나눈뒤에다음과같이말한다. 

Q2

A: 무대리, 당신은지금까지아주뛰어난실적을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최근당신의판매실적부진은우리를더욱놀라게

합니다. 그문제는잠시접어두고근본적인문제, 예를들자면당신자신에관한이야기부터해도괜찮겠습니까? 당신의입장은

어떻습니까? 일이나고객이나회사와의관계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  

B: 무대리, 당신은지금까지아주뛰어난실적을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최근당신의판매실적부진은우리를더욱놀라게

합니다. 괜찮으시다면이번달에당신이접촉한고객을사례별로하나하나검토해보면서, 무엇이잘못되었는지알아보고

싶군요.

C: 무대리, 당신은지금까지아주뛰어난실적을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최근당신의판매실적부진은우리를더욱놀라게

합니다. 지금까지실적이너무좋았기때문에, 당신에게솔직히말씀드릴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전누군가의실적이급격히

떨어지는걸보면걱정이됩니다. 아마당신은다른자리로옮길때가되지않았나싶군요. 난우리부서의전체적인실적에

해를입히지않고, 당신이정당한자리를찾도록도와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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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은식당주인으로새로운매니저를구하고있다. 당신이인터뷰할여자는 20년동안여러종류의식당을

경영해왔다. 그녀를인터뷰하기위해앉았을떄, 제일처음다음과같은말을한다. (그녀가이력서를내고, 

몇마디인사를나눈뒤에)

당신은식당주인으로새로운매니저를구하고있다. 당신이인터뷰할여자는 20년동안여러종류의식당을

경영해왔다. 그녀를인터뷰하기위해앉았을떄, 제일처음다음과같은말을한다. (그녀가이력서를내고, 

몇마디인사를나눈뒤에)

Q3

A: (같이이력서를보면서) 지금까지해오신업무를하나하나설명해주시는게어떻겠습니까?

B: (이력서는잠시치워두고) 첫직장에서의경험을이야기해주시죠.

C: (자격을검토해보기전에) 당신이지원한자리에대해질문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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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의직원가운데한명인윤대리가당신을찾아와서동료인박대리에관해불평한다. 불평을다한뒤에, 

그는그말을아무에게도하지말고아무조치도취하지말라고부탁한다. 당신의반응은? 

당신의직원가운데한명인윤대리가당신을찾아와서동료인박대리에관해불평한다. 불평을다한뒤에, 

그는그말을아무에게도하지말고아무조치도취하지말라고부탁한다. 당신의반응은? 

Q4

A: 윤대리, 자네와박대리사이에문제가있으면, 그것은결국대고객서비스에영향을줄수있네. 그런데나에게아무조치도

취하지말라고하니나를곤란하게만드는군. 미안하지만두사람을따로만나이문제를조사해봐야겠네.

B: 윤대리, 자네가그렇게원한다면그렇게하지. 난아무조치도취하지않겠네. 하지만그와동시에박대리에대해서도아무

말을듣지않은걸로하겠네. 소문을근거로박대리의평판을더럽히고싶지않네.

C: 윤대리, 자네와박대리사이에이런문제가있다면, 미안하지만두사람과한자리에만나이야기를해봐야겠네. 우리팀에서

일하는두사람이서로등을돌리고일을하게놔둘순없지. 어른답게함께앉아문제를해결해보도록하세.



질문 5~8은다음의시나리오를이용한다.

당신은큰가구회사의제작부에새로만들어진 5인구조개편팀의팀장으로

임명됐다. 당신은 6개월안에구체적인성과를달성해야한다. 그일은불가능

하지는않지만, 신속하고결단력있는행동을필요로한다. 당신의팀에 4명의

팀원이할당됐고, 그들의태도는열성에서적의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당신의상사는필요하면팀원을교체할수도있다고말했지만, 프로젝트

리더로서당신의첫임무는팀원들과이야기를나누고그들에게동기를부여

하여팀의목표를달성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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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이처음이야기를나누는손대리는이프로젝트에깊은관심을보이며빨리일을시작하길기대하고

있다. 그녀는회사안에서급성장하고있으며, 이프로젝트를성장을위한기회로보고있다. 촉박한마감

시한에대해그녀의의견을물었을때, 그녀는 “전해낼수있다고봅니다. 하지만우리모두힘을합쳐야겠죠. 

전일을시작할준비가되어있으며, 회사에기여할이런기회를고대하고있었습니다.”라고대답한다. 이

대답에대해당신은다음과같이말한다.

당신이처음이야기를나누는손대리는이프로젝트에깊은관심을보이며빨리일을시작하길기대하고

있다. 그녀는회사안에서급성장하고있으며, 이프로젝트를성장을위한기회로보고있다. 촉박한마감

시한에대해그녀의의견을물었을때, 그녀는 “전해낼수있다고봅니다. 하지만우리모두힘을합쳐야겠죠. 

전일을시작할준비가되어있으며, 회사에기여할이런기회를고대하고있었습니다.”라고대답한다. 이

대답에대해당신은다음과같이말한다.

Q5

A: 그렇게생각해주니고맙군요. 그처럼열성적으로프로젝트에참가하는건언제나고마운일이죠. 그러나우리는하나의팀으로

이일을해야한다는걸기억해주세요. 개인적인영광을안고싶다는유혹에빠지지않도록조심해야합니다. 

B: 그렇게생각해주니고맙군요. 이번주내로당신이어떤역할을해야할지알려드리겠소. 

C: 그렇게생각해주니고맙군요. 그처럼열성적으로프로젝트에참가하는건언제나고마운일이죠. 일을해나가면서당신이

중요한역할을해주길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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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이두번째로만난사람은황대리이다. 그는이프로젝트에적당히열성을보이는데, 마감시한에대해서

걱정하는듯하다. 그는언제나믿음직스럽지만, 빛나는스타라든가위기극복능력이뛰어난사람은아니다. 

촉박한마감시한에대해그의의견을물었을때, 그는 “전이임무를좋아하긴합니다만, 그때까지일을마칠

수있을지걱정입니다. 우리에게필요한자료가있는지도걱정스럽고요. 그러나손대리는이일을잘해낼겁

니다.”라고대답한다. 이대답에대해당신은다음과같이말한다.

당신이두번째로만난사람은황대리이다. 그는이프로젝트에적당히열성을보이는데, 마감시한에대해서

걱정하는듯하다. 그는언제나믿음직스럽지만, 빛나는스타라든가위기극복능력이뛰어난사람은아니다. 

촉박한마감시한에대해그의의견을물었을때, 그는 “전이임무를좋아하긴합니다만, 그때까지일을마칠

수있을지걱정입니다. 우리에게필요한자료가있는지도걱정스럽고요. 그러나손대리는이일을잘해낼겁

니다.”라고대답한다. 이대답에대해당신은다음과같이말한다.

Q6

A: 공연한걱정을하는군요. 그렇게걱정할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우리는모든일을통제하고있으며, 우리팀은일을잘해낼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손대리도나와똑같이생각하고있을겁니다. 그러니우리끼리회의를하기전에손대리를만나그녀의

이야기를들어보는게어떻겠습니까? 

B: 당신의걱정을이해합니다. 그러나당신이이일을좋아한다니정말반갑군요. 당신과손대리가힘을합쳐팀의핵심으로일을

해주면우린틀림없이해낼수있을겁니다. 

C: 그렇게분석하고있다니고맙군요. 불행하게도우린마감시한과자료부족이란문제를안고있습니다. 제가어떻게해서든그

문제를해결하면좋겠지만, 알다시피윗사람들은정말필요한일이아니라, 자기들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일만을우리에게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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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이만난세번째사람은강민태씨다. 그는무슨일이나어깨를으쓱하며, 누가알겠냐, 누가신경쓰느냐

식이다. 그는이프로젝트에전혀관심이없으며, 업무를달성하기위해노력해보고싶은생각도없는사람이

다. 촉박한마감시한에대해그의의견을물었을때그는 “글쎄요. 잘모르겠는데요…..잘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짧은시한내에그프로젝트를끝내라는건지이해를못하겠습니다.”라고대답한다. 여기에대해당신은

다음과같이말한다.

당신이만난세번째사람은강민태씨다. 그는무슨일이나어깨를으쓱하며, 누가알겠냐, 누가신경쓰느냐

식이다. 그는이프로젝트에전혀관심이없으며, 업무를달성하기위해노력해보고싶은생각도없는사람이

다. 촉박한마감시한에대해그의의견을물었을때그는 “글쎄요. 잘모르겠는데요…..잘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짧은시한내에그프로젝트를끝내라는건지이해를못하겠습니다.”라고대답한다. 여기에대해당신은

다음과같이말한다.

Q7

A: 당신이걱정하는점을이해합니다. 손대리와황대리와함께일해본적있죠? 그들은이프로젝트에대해상당히낙관적입니다.

그들과힘을합쳐우리의문제점을찾아내고, 행동계획을준비해야할겁니다. 목표를달성하기위해우리팀의잠재력을

충분히살리기위해선팀원들사이에긴밀한협조가이루어져야합니다. 우리모두를위해그것이중요합니다.

B: 당신이걱정하는점을이해합니다. 손대리와황대리를만나보면그들이이일을당신에게설명해줄겁니다. 그들에게당신의

걱정을말하고답을들어보십시오. 그들은행동을취할준비가되어있으며, 당신을올바른방향으로인도해줄겁니다.

C: 당신이생각하는문제점을자세히들어보고싶군요. 그래서그문제점을하나하나검토해보면서, 어떤문제를시정해야할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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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이마지막으로이야기하는사람은이수진씨다. 그녀는이팀의일원이된데대해노골적으로적대적인

반응을보인다. 촉박한마감시한에대해그녀의의견을물었을때, 그녀는 “솔직히, 전그게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실패할겁니다. 이프로젝트에서일하게된걸기분좋게생각하지않아요. 도대체어떻

게이일을해내겠다는건지이해할수가없어요.”라고대답한다. 이대답에대해당신은이렇게말한다. 

당신이마지막으로이야기하는사람은이수진씨다. 그녀는이팀의일원이된데대해노골적으로적대적인

반응을보인다. 촉박한마감시한에대해그녀의의견을물었을때, 그녀는 “솔직히, 전그게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실패할겁니다. 이프로젝트에서일하게된걸기분좋게생각하지않아요. 도대체어떻

게이일을해내겠다는건지이해할수가없어요.”라고대답한다. 이대답에대해당신은이렇게말한다. 

Q8

A: 그런식으로느끼는건분명히당신의자유겠죠. 나는우리가멋진성공을거둘수있다고생각합니다. 당신이우리팀의일원이

되고싶지않으면, 떠나도좋습니다. 나에겐팀원을교체할권한이있는데, 당신이바로그런경우인것같군요. 당신이우리팀을

떠나는게모두를위해좋겠어요.

B: 당신의솔직한의견을고맙게생각합니다. 당신의의견을높이평가하지만, 우리모두결속력있는팀을만드는것이대단히

중요하다는걸명심해야합니다. 우리가조심해야할잠정적인장애물을생각해서, 함께의논해볼수있도록목록을만들어

오시겠어요? 우리의말과행동은아주구체적일필요가있습니다. 이일은위험부담이아주높으니까요.

C: 당신이내입장이라면어떻게하겠습니까? 당신은가만히앉아그렇게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지만, 난그런사치를누릴수

없어요. 그러니당신이나의입장이라면어떻게하겠습니까? 우리모두이문제에발목이잡혀있으니, 현실을받아들이는

수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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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은지역쇼핑센터의의상실매니저이다. 어느날, 점원한명과단둘이만근무하고있었다. 매장에손님

이가득한데, 점원은매장뒤에서진열할물건을보고있다. 이것을시정하기위해당신은매장뒤로가서

이렇게말한다.

당신은지역쇼핑센터의의상실매니저이다. 어느날, 점원한명과단둘이만근무하고있었다. 매장에손님

이가득한데, 점원은매장뒤에서진열할물건을보고있다. 이것을시정하기위해당신은매장뒤로가서

이렇게말한다.

Q9

A: 매장에손님이잔뜩있는데뒤에서뭘하는겁니까? 우리가여기에일하는건손님에게봉사하기위해서지, 진열하기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당신이고객을서비스하는데방해물이있으면지체없이말해주세요.

B: 누가당신더러여기에서옷을진열하라고했습니까? 납품업자들이그랬어요? 다음번에또그런말을하면내게알려주세요. 

난그런사람들이우리매장운영에이래라저래라간섭하는걸용납할수없어요. 진열을잘하고싶으면, 그사람들이직접

진열하라고그러세요.

C: 진열은나중에할수없을까요? 지금매장에손님이많이있는데, 잠시후에바쁜시간이지나면나와이진열에대해의논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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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은종업원 2명혹은그이상과함께충돌하고있다. 그러나그들의의견을일치시킬수있다. 이때가장

좋은행동은무엇이겠는가?

당신은종업원 2명혹은그이상과함께충돌하고있다. 그러나그들의의견을일치시킬수있다. 이때가장

좋은행동은무엇이겠는가?

Q10

A: 하루나이틀정도회의를휴회한다.

B: 합의를볼때까지회의를계속한다.

C: 회의를끝내고혼자서행동노선을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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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은종업원권승민씨의평가인터뷰를실시해야한다. 그가당신이제안하는개선안을진지하게받아들이

게하고, 실제로그의관심을환기시키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은?

당신은종업원권승민씨의평가인터뷰를실시해야한다. 그가당신이제안하는개선안을진지하게받아들이

게하고, 실제로그의관심을환기시키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은?

Q11

A: 권승민씨와함께그의성과등급을매기는평가서를작성한다.

B: 혼자권승민씨의성과등급을매기는평가서를작성한다.

C: 권승민씨혼자자신의성과등급을매기는평가서를작성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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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고용인터뷰를할때, 인터뷰하는사람과인터뷰받는사람의의자배열은어떻게하겠는가?고용인터뷰를할때, 인터뷰하는사람과인터뷰받는사람의의자배열은어떻게하겠는가?

Q12

A: 공식적이란느낌을주기위해사무실이나회의실에서서로마주보고앉는다. (책상이나테이블을사이에두고) 

B: 사무실이나회의실에서편안하게비공식적으로나란히앉거나마주보고앉는다. (책상이나테이블을사이에두지않고)

C: 다정하고편안한분위기를위해, 점심이나저녁식사를하면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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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대규모로조직개편을할때가장좋은행동노선은?대규모로조직개편을할때가장좋은행동노선은?

Q13

A: 전체적방향이설정되는대로행동을취하고, 시행해가면서조절한다.

B: 당신의현재위치를철저히평가해보고행동을취한다.

C: 당신이현위치를철저히평가해보고조직안의모든사람들이지원할때까지행동을취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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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종업원 2명혹은그이상과함께충돌을해결하기위해, 가장좋은해결가능역할기능은?종업원 2명혹은그이상과함께충돌을해결하기위해, 가장좋은해결가능역할기능은?

Q14

A: 토론을통제하고각참가자로부터얻은정보를수집한다.

B: 회의가너무주제에서벗어나지않도록만주의하면서, 가만히손을놓고앉아있는다.

C: 각참가자에게질문을하고정보를얻어낸다. 그러나그들사이에자유롭게흘러가는토론을하도록내버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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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고용인터뷰를할때, 수많은후보자들에게관한정보를구하는가장유용한방법은?고용인터뷰를할때, 수많은후보자들에게관한정보를구하는가장유용한방법은?

Q15

A: 각지원자에게물어볼핵심질문의목록과함께, 매우규격화된형식을이용한다.

B: 인터뷰하는사람이질문을통해각지원자의경력을더듬어보는형식을이용한다.

C: 각지원자가이룩한가장중요한성과를강조할수있는, 느슨한형식을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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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부하직원의실적에부정적인변화의조짐(집중력저하, 비관주의, 무력감, 우유부단함, 손가락질, 피로등)이

나타날때, 가장좋은방법은?

부하직원의실적에부정적인변화의조짐(집중력저하, 비관주의, 무력감, 우유부단함, 손가락질, 피로등)이

나타날때, 가장좋은방법은?

Q16

A: 업무성과와관련될때만이런조짐에대해이야기한다.

B: 이들조짐을의논하고그것이사생활과직장생활의다른부문에얼마나영향을줄수있는지의논한다.

C: 문제의원인에대해이야기하고, 특정행동을어떻게긍정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지만의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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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약한달동안가정적으로매우심각한문제를겪고있다고소문이나있는동료나부하직원이당신에게

조언을구하러온다. 이때당신이취해야할가장좋은반응은?

약한달동안가정적으로매우심각한문제를겪고있다고소문이나있는동료나부하직원이당신에게

조언을구하러온다. 이때당신이취해야할가장좋은반응은?

Q17

A: 그사람의문제를듣고, 당신의지식과경험에바탕을둔조언을해준다.

B: 그사람의문제를듣고, 전문가로부터조언을받을수있는길을제시해준다.

C: 그사람에게당신은조언을해줄적당한사람이아니니전문가의도움을받으러가라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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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고용인터뷰를할때, 듣기와말하기의비율로적당한것은?고용인터뷰를할때, 듣기와말하기의비율로적당한것은?

Q18

A: 듣기보다말하기에더많은시간을보낸다.

B: 말하기보다듣기에더많은시간을보낸다.

C: 듣기와말하기에같은시간을보낸다.



질문 19~22은다음의시나리오를이용한다.

당신은유전자실험회사의실험실매니저이다. 그런데연례성과평가를할

때가됐다. 당신이제일먼저이야기하는사람은차대리이다. 차대리는비교적

성실하고착한사람이지만, 때때로빈정대는태도를보이고직원회의에서

비아냥거리는언사를하는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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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차대리의업무성과를평가하는분위기를어떻게만들겠는가?차대리의업무성과를평가하는분위기를어떻게만들겠는가?

Q19

A: 차대리와한번만난다. 이때검토과정을설명하고평가를실시한다.

B: 차대리와두번만난다. 한번은검토과정을설명하기위해서이고, 또한번은평가를실시하기위해서이다.

C: 차대리와만나그의스케줄에따라평가과정을정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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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은차대리에게 “서비스를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행동을평가할겁니다. 우리회사는고객, 직원, 이사

회와협의하여성과의확실한범주를검토해보기로했습니다. 여기서범주란첫째고객에대한서비스, 둘째

팀원에대한서비스, 셋째출석을비롯해자원과직원의효율적인이용을포함한서비스인의자세, 그리고마

지막으로특정업무에대한전문적기술입니다.”라고설명한다. 여기에대해차대리는빈정거리며, “글쎄요, 

평가란결국게임을잘하느냐못하느냐를따지는것아닙니까?”라고대답한다. 여기에대한당신의대답은?

당신은차대리에게 “서비스를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행동을평가할겁니다. 우리회사는고객, 직원, 이사

회와협의하여성과의확실한범주를검토해보기로했습니다. 여기서범주란첫째고객에대한서비스, 둘째

팀원에대한서비스, 셋째출석을비롯해자원과직원의효율적인이용을포함한서비스인의자세, 그리고마

지막으로특정업무에대한전문적기술입니다.”라고설명한다. 여기에대해차대리는빈정거리며, “글쎄요, 

평가란결국게임을잘하느냐못하느냐를따지는것아닙니까?”라고대답한다. 여기에대한당신의대답은?

Q20

A: 전혀그렇지않아요. 당신에게그런질문을받다니놀랍군요. 우린대고객서비스라는명예로운길을위해헌신해왔습니다.

당신이말하는정치적게임같은건용납할수가없소. 당신은병원의의사처럼자신을서비스일선에있는사람으로생각할

필요가있소. 당신의대고객서비스는의사가환자를치료하는것만큼중요해요.

B: 난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 그게그렇게보입니까? 난늘우리가병원의의사와같은역할을한다고생각해왔습니다. 우린

환자의치료에최선을다해야하며, 환자들에게모든에너지를쏟아야합니다.

C: 좋은질문이군요. 차대리, 우리와는좀다른상황을생각해봅시다. 예를들어병원을생각해볼까요? 당신은나타나지도않는

유능한의사의손에치료를받고싶으세요? 진통제를요구하는당신에게이를악물고참으라고말하는간호사에게치료를받고

싶으세요? 혈액실험결과를내과의사들에게알려주는걸깜빡잊어버리는실험실기술자에게치료를받고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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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이한말에대해, 차대리는계속빈정거리는태도를보이고비아냥거리는언사를한다. “병원을예로들어

하고자하는말은이해하겠어요. 하지만실험실의자에앉아있는제가누군가를죽일것같진않는데요.”라고

대답한다. 당신의대답은?

당신이한말에대해, 차대리는계속빈정거리는태도를보이고비아냥거리는언사를한다. “병원을예로들어

하고자하는말은이해하겠어요. 하지만실험실의자에앉아있는제가누군가를죽일것같진않는데요.”라고

대답한다. 당신의대답은?

Q21

A: 당신의뜻은알겠어요. 하지만당신은우리팀과고객에대한당신의중요성을과소평가하고있군요. 당신의실험결과가공공

보건문제를밝혀낼수도있잖습니까? 당신이실험을정확하게하지않으면, 우리의고객이업무태만으로우리회사를고소할

수도있잖을까요? 실험결과가늦거나잘못되면, 동료들이보고서를준비하는데문제를겪지않을까요? 이런질문에대한

당신의답은무엇입니까, 차대리?

B: 차대리, 지금당신의태도는부적절한, 아니솔직하게말해서불손한수위로올라가고있어요. 정도가더심해지기전에, 입

다물고당신의태도를다시생각해보는게좋을거요. 이일이당신에대한나의평가에나쁜영향을주지않도록, 나도잠시

마음을가라앉히겠소.

C: 차대리, 그런식으로생각하고있다니유감이군요. 당신은팀에서당신의역할이얼마나중요한지모른단말입니까? 우리모두

110퍼센트의노력을하지않으면, 아무것도이루어내지못할거요. 당신의역할이의사의역할못지않게중요하단걸어떻게

설명해야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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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가장좋은평가형식은?가장좋은평가형식은?

Q22

A: 평가자가구체적인내용을많이적는아주일반적인형식

B: 평가자가거의적을필요가없는아주구체적인양식

C: 특정형식없이, 평가자가내용을많이적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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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의직원이심각한개인적인문제에부딪혔을때, 그들의업무성과를유지시킬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당신의직원이심각한개인적인문제에부딪혔을때, 그들의업무성과를유지시킬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

Q23

A: 그들이해야할일을가려내도록며칠동안의휴가를주면서반드시짧은휴가를주는이유는업무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임을

잊지않게한다.

B: 그들의시간중에그들이해야할일을가려내게하고, 근무하는동안기강과구조의식을유지하게도와준다. 

C: 문제가무엇이든간에실질적이고장기적인해결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그들이필요한만큼휴가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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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생산성문제를시정하기위한토론에서, 직원에게제일처음으로할말은?생산성문제를시정하기위한토론에서, 직원에게제일처음으로할말은?

Q24

A: 기분이어떠세요?

B: 뭘하고있는겁니까?

C: 문제가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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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대규모변화를시도할때, 여기에참여하기를꺼리는사람들이있다. 이들에게보여줄최선의행동은?대규모변화를시도할때, 여기에참여하기를꺼리는사람들이있다. 이들에게보여줄최선의행동은?

Q25

A: 나중일에방해받는일이있더라도, 그들을모두합류시키기위해노력한다. 

B: 변화를위해애쓰는사람들과분리시키고, 그들을조직에서제거하기위해애쓴다. 

C: 그들에게참가할기회를주되, 그들을합류시키려고심각한노력은하지않는다. 긍정적인에너지를가진사람들에게관심을

집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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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높은수준의팀워크와생산성을보장하기위해리더가시정해야할가장중요한문제는?높은수준의팀워크와생산성을보장하기위해리더가시정해야할가장중요한문제는?

Q26

A: 업무편성방식

B: 성과장려책(금전적또는기타) 

C: 직원들을위한팀과인간관계기술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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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의부하직원인강대리가당신을찾아와서, “최대리가작업을망치고있어요. 이틀동안주문을 3번이나

엉터리로받았어요. 그사람에게당장무슨조치를취하지않으면계약이줄어들겠어요.”라고말한다. 거기에

대해당신이 “알겠다.”고말하자, 강대리는화를내며, “그런소린지난번에도들었습니다. 무슨조치를취할

겁니까, 안취할겁니까?”라고대답한다. 당신의반응은? 

당신의부하직원인강대리가당신을찾아와서, “최대리가작업을망치고있어요. 이틀동안주문을 3번이나

엉터리로받았어요. 그사람에게당장무슨조치를취하지않으면계약이줄어들겠어요.”라고말한다. 거기에

대해당신이 “알겠다.”고말하자, 강대리는화를내며, “그런소린지난번에도들었습니다. 무슨조치를취할

겁니까, 안취할겁니까?”라고대답한다. 당신의반응은? 

Q27

A: 당신이최대리에게화가났다는건이해합니다. 당신의업무는주문을받는것이며, 문제가있으면내게알리는겁니다. 그래서

당신은그렇게했고, 이제이일은내가처리할문젭니다. 내가할일은내가처리하게맡겨두고, 당신은당신의일이나하세요.

아시겠어요?

B: 당신이최대리에게화가났다는건이해합니다. 이일이끝나는대로그사람과이야기해서당신이방금말한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C: 강대리, 이건내가해결할일이고, 내가적절하다고생각하는떄처리할거요. 이일을당신의스케줄이나다른누구의스케줄에

따라처리하지않을거요. 나는내가적절하다고생각할때, 내가적절하다고생각하는일을할거요. 그리고솔직히말해서방금

당신이말한내용에대해아무조치를취하지않더라도그런대로받아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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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리더로서당신이실수를저질렀을때, 가장좋은방법은?리더로서당신이실수를저질렀을때, 가장좋은방법은?

Q28

A: 해결책을강구하기전에실수를인정한다. 불필요하게당신의리더십위치를약화시킬필요없이당신도사람임을직원들에게

보여주는것이중요하다.

B: 당신의실수를인정하지않고신속한조치를취한다. 일단당신도직원들과똑같은처우를받게끔하면, 당신은더이상강력한

리더대접을받지못할것이다.

C: 실수를인정하고해결책을즉각내놓는다. 당신의직원들이실수는누구나저지르는것이며, 누구나똑같은원칙을적용

받는다는것을아는것이중요하다.



질문 29~32은다음의시나리오를이용한다.

당신은부동산중개인이다. 그리고아름다운교외마을의집을팔려고내놓은

사람과집을사려는적당한사람과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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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당신의첫업무는그집의현소유주인전정환씨와판매가격을의논해보는것이다. 당신은 “전정환씨, 

가격에관한당신의요구조건을제가충분히이해해야겠습니다. 당신이생각하는최저가격이얼마인지물어

봐도괜찮을까요? 얼마를받고싶습니까?”라고말한다. 여기에대해전정환씨는 “될수있는대로많이받고

싶죠”라고대답한다. 이때당신의응답은?  

당신의첫업무는그집의현소유주인전정환씨와판매가격을의논해보는것이다. 당신은 “전정환씨, 

가격에관한당신의요구조건을제가충분히이해해야겠습니다. 당신이생각하는최저가격이얼마인지물어

봐도괜찮을까요? 얼마를받고싶습니까?”라고말한다. 여기에대해전정환씨는 “될수있는대로많이받고

싶죠”라고대답한다. 이때당신의응답은?  

Q29

A: 이지역의시장분석에따라형성된최저가격이있습니다. 그러나제가알고있는부부에게그보다비싼가격에팔수있을것

같습니다. 당신이거주하면서한집수리비와설비개조부분을강조하고, 그분들이그것을받아들이는지알아봅시다. 

B: 우리가만든이시장분석표를보시면, 길저위쪽에있는주택매매가가나와있습니다. 당신의집은크기나상태로보아그보다

1000만원은더받을수있을것같군요.

C: 전정환씨, 저를믿어주십시오. 당신과나는똑같은관심을갖고있습니다. 최근에이동네집의매매가를포함한시장분석표가

여기있습니다. 그러나벌써부터그가격에제한받을필요는없습니다. 이런조건을가지고얼마나받을수있을지두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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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그다음에당신은집을사려는정진우씨와윤은정씨부부를만난다. 그들부부는 13세, 16세난아이들이있

으며, 그들의요구조건을들어보니화장실이몇개냐가문제가될것같다. 당신은정진우씨와윤은정씨

양쪽모두직장생활을하고있으며, 아이들끼리집에서보내야할시간이많다는것도알게됐다. 그들은아마

동네가안전한지염려스러울것이다. 전정환씨의집은이들부부의예산과도잘맞아떨어져, 당신은그들에

게집을구경시켜주고싶다. 그래서그들과점심식사약속을했고, 잠시환담을나눈뒤에, 이렇게말한다.  

그다음에당신은집을사려는정진우씨와윤은정씨부부를만난다. 그들부부는 13세, 16세난아이들이있

으며, 그들의요구조건을들어보니화장실이몇개냐가문제가될것같다. 당신은정진우씨와윤은정씨

양쪽모두직장생활을하고있으며, 아이들끼리집에서보내야할시간이많다는것도알게됐다. 그들은아마

동네가안전한지염려스러울것이다. 전정환씨의집은이들부부의예산과도잘맞아떨어져, 당신은그들에

게집을구경시켜주고싶다. 그래서그들과점심식사약속을했고, 잠시환담을나눈뒤에, 이렇게말한다.  

Q30

A: 당신들의상황을충분히고려해봤는데, 몇가지기본적인사항을시정해야할것같습니다. 첫째, 아이가둘이기때문에

화장실이넓어야할것같습니다. 둘째, 두분다직장에나가시니까, 이동네가안전하다는보증을받고싶으시겠죠, 그렇쵸? 

B: 당신들이생각하시는집을찾아내려고당신들의일상적인필요를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당신들이생각하는가장중요한

사항은무엇입니까?

C: 당신과당신의가족이집에서필요로하는것이무엇일까를충분히고려해보고, 거기에적합한집을발견했습니다. 그집은

당신들이필요로하는것을모두갖추고있으며, 가격도적당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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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정진우씨와윤은정씨와함께구체적인사항을의논한뒤에, 당신은정진우씨가주택의물리적인구조외에

도다른관심이있다는것을파악한다. 정진우씨는노골적으로말하지는않았지만, 그집을다시팔때의가격

같은장기적인문제에더관심이많은것같다. 당신은이렇게말해서이문제를해결한다. 

정진우씨와윤은정씨와함께구체적인사항을의논한뒤에, 당신은정진우씨가주택의물리적인구조외에

도다른관심이있다는것을파악한다. 정진우씨는노골적으로말하지는않았지만, 그집을다시팔때의가격

같은장기적인문제에더관심이많은것같다. 당신은이렇게말해서이문제를해결한다. 

Q31

A: 투자측면에서이집이가치가있는지염려하시는것같군요. 그점이라면이지역은아주환상적인곳이니까걱정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몇년뒤에집값이올라갈가능성이크며, 현재의시장분석에도내려갈기미는전혀보이지않습니다.

B: 이집에서당신이궁극적으로바라는건무엇입니까? 당신들이진짜기대하고희망하는건무엇이죠?

C: 아마다른신경쓰이는문제가있을겁니다. 그러나그런문제는우리가실제로집을구경할때까지보류해두는게어떨까요?

보다큰문제를해결하기에앞서, 그집이당신들의주거요건에얼마나맞는지먼저알아보는편이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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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제를다해결하고, 마침내대화를마무리지을때가되었다. 그러나정식으로대화를끝내기전에, 지역

학교시스템이그들에게문제가될것같다는생각이든다. 당신은이렇게말한다.

이런문제를다해결하고, 마침내대화를마무리지을때가되었다. 그러나정식으로대화를끝내기전에, 지역

학교시스템이그들에게문제가될것같다는생각이든다. 당신은이렇게말한다.

Q32

A: 한가지사항을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변의학교는정말훌륭하며, 당신의아이들도좋아할줄로생각됩니다. 이학교를

싫어하는아이는아직못봤으니까요.

B: 앞으로며칠동안차를몰고이지역을돌아보면서학교를구경해보면어떨까요? 유익하고즐거운시간이될겁니다. 

C: 집을구하시는데제가생각해야할다른특별한요소가있습니까? 예를들어학교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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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중요한변화를시도하려고할때 (임시해고에서구조개편과합병에이르기까지), 고위리더가취할

최선의행동은?

조직이중요한변화를시도하려고할때 (임시해고에서구조개편과합병에이르기까지), 고위리더가취할

최선의행동은?

Q33

A: 조직을위한최선의행동노선을결정하고, 변화를시행하고있을때는필요에따라조금씩일선에개입한다.

B: 중요한변화의필요가발견되는대로일선직원들에게이사실을알린다. 변화과정초기부터일선에개입하고, 조직이나가야할

길이라고당신이생각하는기본적인방향을통제한다.

C: 중요한변화의필요가발견되는대로일선직원들에게이사실을알린다. 일선직원이조직이나아가야할방향을정하게하고,

최종결정과정에도개입할수있는권한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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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지역병원의계약협상에서회사측대표로, 지역간호사노조의조합장인이영미씨와중요한문제를
해결해야할임무를맡았다. 당신은 “이영미씨, 우리의나머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만날기회를주셔서감
사합니다. 당신은우리의현재입장과오늘의목표에대해어떻게분석하고계십니까?”라는말로회의를시작
한다. 그녀는 “글쎄요, 솔직히말씀드려서, 문제는미래에대한경영진의계획이뭔지도모르는데, 어떻게우
리조합원들에게계약에합의하라고설명해야하는가하는점입니다. 우리가 3년계획에합의했는데, 경영진
에서다른병원과합병이라도하면어떻게하죠?”라고대답한다. 거기에대해당신의대답은?  

당신은지역병원의계약협상에서회사측대표로, 지역간호사노조의조합장인이영미씨와중요한문제를
해결해야할임무를맡았다. 당신은 “이영미씨, 우리의나머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만날기회를주셔서감
사합니다. 당신은우리의현재입장과오늘의목표에대해어떻게분석하고계십니까?”라는말로회의를시작
한다. 그녀는 “글쎄요, 솔직히말씀드려서, 문제는미래에대한경영진의계획이뭔지도모르는데, 어떻게우
리조합원들에게계약에합의하라고설명해야하는가하는점입니다. 우리가 3년계획에합의했는데, 경영진
에서다른병원과합병이라도하면어떻게하죠?”라고대답한다. 거기에대해당신의대답은?  

Q34

A: 이해합니다. 그러니까당신의말은노조원들이회사의주요계획, 그러니까회사전체의미래에대한계획을모르는데어떻게

미래에대한계획에합의할수있는지모른다는뜻이군요.

B: 글쎄요, 이영미씨. 솔직히말해서당신에게그런계획을알려줄수있을지확신이없군요. 이문제에대해서노조원들은선택의

여지가별로없다고생각합니다. 노조원들이어떻게생각하든지간에경영진은그들이하고싶은대로할겁니다. 그러나당신이

미래의계획이괜찮으면합의하겠다고약속하면, 당신에게미래의계획을알려주겠어요.

C: 다른확신이필요하다면, 그런확신을주도록노력해보겠어요. 우리는노조가계약을편안하게느낄수있도록필요한일은

뭐든지다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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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부하직원이당신을찾아와동료와심각한불화가있다고말한다. 그때당신이제일먼저해야할일은?부하직원이당신을찾아와동료와심각한불화가있다고말한다. 그때당신이제일먼저해야할일은?

Q35

A: 그들을한자리에불러충돌을의논한다.

B: 당사자들을개별적으로따로만나서당신나름대로충돌을평가한다.

C: 이문제에서물러나스스로문제를해결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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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진단평가지
다음과같은상황에서당신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부하직원의업무성과가부정적으로변하고있다는증거가나타날때 (예를들어집중력저하, 비관주의, 무기

력, 피로, 우유부단함, 다른사람을비난함), 당신이해야할일은?

부하직원의업무성과가부정적으로변하고있다는증거가나타날때 (예를들어집중력저하, 비관주의, 무기

력, 피로, 우유부단함, 다른사람을비난함), 당신이해야할일은?

Q36

A: 구체적인사건이발생하기전에약간의변화라도발견하는즉시당사자와문제를의논한다.

B: 구체적인사고가발생한다음에될수있는대로빨리문제를의논한다.

C: 한개이상의구체적인사고가나거나그의동료로부터당신의생각을뒷받침할확인을받을때까지기다렸다가당사자와

문제를의논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다음장은정답표를나타낸것입니다.

본인이작성한답과비교해보시고총점수를계산해보십시오.

한문제당점수는 1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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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표

작성한자신의평가지를정답과비교하여총점수를계산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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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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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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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B

C

A

B

A

A

정답

Q 24

Q 23

Q 22

Q 21

Q 20

Q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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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7

Q 16

Q 15

Q 14

Q 13

질문

B

A

B

A

C

B

B

B

A

B

C

B

정답

BQ 36

CQ 25

AQ 26

AQ 27

CQ 28

BQ 29

BQ 30

BQ 31

CQ 32

BQ 33

AQ 34

BQ 35

정답질문



당신의총점수는몇점입니까?

다음장에서당신의점수범위를찾아

당신의전체적인리더십 IQ를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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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IQ 자기평가결과해석

평균이하:당신은워크리더들이선택한행동노선에대해실질적
인이해와지식이부족함

0 ~ 8

평균: 당신은워크리더들이선택한행동노선에대해부분적으로
이해하고실질적으로알고있음

9 ~ 19

평균이상: 당신은워크리더들이선택한행동노선에대해기본적
으로이해하고실질적으로알고있음

20 ~ 26

우수: 당신은워크리더들이선택한행동노선에대해꽤잘이해
하고실질적으로알고있음

27 ~ 32

아주우수: 당신은워크리더들이선택한행동노선에대해폭넓게
이해하고실질적으로알고있음

33 ~ 36

리더십 IQ 점수



End of Document
내용에대한피드백또는제안등은

jh@HiproConsulting.com으로해주십시오































첨부 31

2006년 인간공학기사문제 및 해설



































첨부 32

2007년 인간공학기사



년 인간공학기사 필기문제년 인간공학기사 필기문제년 인간공학기사 필기문제년 인간공학기사 필기문제2007200720072007 제 과목 인간공학개론제 과목 인간공학개론제 과목 인간공학개론제 과목 인간공학개론1 :1 :1 :1 :다음 중 인간의 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가 망막의 간상세포 는 명시 에 사용된다. (rod) ( ) .明視나 간상세포는 황반 에 밀집되어 있다. (fovea) .다 원시는 수정체가 두꺼워져 먼 물체의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라. 시각 은 물체와 눈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 .時角인간의 기억 체계 중 감각 보관2. (sensorystora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 촉각 및 후각의 감각 보관에 대한 증거가 있으며. ,주로 시각 및 청각 정보가 보관된다.나 감각보관 내의 정보는 암호화되어 유지된다. .다 모든 상 의 정보는 수십 분간 보관된다. ( ) .像라 감각 보관된 정보는 자동으로 작업 기억으로 이. 전된다.다음 중 표시장치의 설계에서 시식별이 가장 좋은3. 것은?가 신호등 점멸 배경등 점등. ( ) - ( )나 신호등 점등 배경등 점등. ( ) - ( )다 신호등 점등 배경등 점멸. ( ) - ( )라 신호등 점멸 배경등 점멸. ( ) - ( )다음 중 촉각적 감각과 피부에 있는 소체와의 연결4. 이 틀린 것은?가 통각 마이스너 소체. : (Meissner)나 압각 파시니 소체. : (Pacini)다 온각 루피니 소체. : (Ruffini)라 냉각 크라우제 소체. : (Krause)비행기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 엔진의5. 20m소음이 이었다면 떨어진 위치에130dB(A) , 100m서 소음수준은 얼마인가?가. 113.5 나. 116.0다. 121.8 라. 130.0손잡이의 설계에 있어 촉각정보를 통하여 분별 확6. ,인할 수 있는 코딩 방법이 아닌 것은(Coding) ?가 색에 의한 코딩.나 크기에 의한 코딩.다 표면의 거칠기에 의한 코딩.라 형상에 의한 코딩.

다음 중 효율적 설비 배치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7.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가 중요성의 원칙.나 설비 가격의 원칙.다 사용 빈도의 원칙.라 사용 순서의 원칙.다음 중 시각적 암호화 의 설계시 고려 사8. (coding)항이 아닌 것은?가 사용될 정보의 종류.나 코딩의 중복 또는 결합에 대한 필요성.다 수행될 과제의 성격과 수행조건.라 코딩 방법의 분산화.기능적 인체치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9. ?가 앉은 상태에서만 측정하여야 한다. .나 움직이지 않는 표준자세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에 대해서만 정의 된다. 5~95% .라 신체 부위의 동작범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특정한 설비를 설계할 때 인체 계측 특성의 한 극10.단치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하게 되는데다음 중 최소 집단치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것은?가 조종 장치까지의 거리.나 출입문의 높이.다 의자의 폭.라 그네의 최소 지지 중량. 다음은 인간공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준척도11. 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나(Criterion measure)열한 것이다 각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신뢰성 우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도. :나 타당성 실제로 의도하는 바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다 민감도 실험 변수 수준 변화에 따라 척도의 값. :의 차이가 존재하는 정도라 순수성 외적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 :다음 중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2. ?가 정보이론에서 정보란 불확실성의 감소라 정의할. 수 있다.나 선택반응시간은 선택대한의 개수에 선형으로 반. 비례한다.다 대안의 수가 늘어나면 정보량은 감소한다. .라 대안이 가지뿐이면 정보량은 비트이다. 2 , 2 .



다음 시각적 표시장치 중 동적 표시장치에 해당하13.는 것은?가 도로표지판 나 고도계. .다 지도 라 도표. .14. 다음 중 신호검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 잡음에 실린 신호의 분포는 잡음만의 분포와 구. 분되지 않아야 한다.나 신호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 반응대안은 가지. 2뿐이다.다 판정기준은 신호 노이즈 이며 이면 보. B( / ) , B > 1수적이고 이면 자유적이다, B < 1 .라 신호검출의 민감도에서 신호와 잡음간의 두 분포. 가 가까울수록 판정자는 신호와 잡음을 정확하게판별하기 쉽다.다음 중 정상 작업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5. ?가 아래팔과 윗팔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나 윗팔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아래. ,팔만으로 편하게 뻗어 파악할 수 있는 구역다 허리 아래팔 윗팔을 사용하여 최대한 파악할 수. , ,있는 구역라 윗팔을 사용하여 움직일때 팔굽치가 닿을 수 있. ,는 구역다음 중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기준 이16. (Criterion)가져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가 사용성 나 적절성. .다 무오염성 라 신뢰성. .다음 인간 기계 시스템 중 폐회로17. - (closed loop)에 속하는 것은?가 전자레인지.나 팩시밀리.다 소총.라 계장 시스템. (display panel)다음의 개 철자를 외워야 하는 과업이 주어질18. 13때 몇 개의 청크 를 생성하게 되겠는가(chunk) ?V.E.R.Y.W.E.L.L.C.O.L.O.R가 개. 1 나 개. 2다 개. 3 라 개. 5다음 중 청각 표시장치를 사용할 경우 가장 유리19.한 것은?가 수신하는 장소가 소음이 심할 경우.나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나중에 다시 참조되는. 경우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길거나 복잡한 경우.다음 중 조종 반응비율 비 에 대한 설명으로20. - (C/R )틀린 것은?가 표시장치의 이동거리에 반비례하고 조종장치의. ,움직인 거리에 비례한다.나 설계시 이동시간과 조종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비가 높으면 미세조종이 가능하다. C/R라 비가 낮으면 제어장치의 조종시간과 표시장. C/R치의 이동시간이 단축된다.제 과목 작업생리학제 과목 작업생리학제 과목 작업생리학제 과목 작업생리학2 :2 :2 :2 :청력손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다음 중 어21. ,떤 주파수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Hz) ?가. 2000 나. 4000다. 6000 라. 8000인체의 척추 구조에서 요추는 몇 개로 구성되어22.있는가?가 개. 5 나 개. 7다 개 라 개. 9 . 12강도 높은 작업을 마치 후 휴식 중에도 근육에 추23.가적으로 소비되는 산소량을 무엇이라 하는가?가 산소결손. 나 산소결핍.다 산소부채. 라 산소요구량.다음 신체동작의 유형 중 관절에서의 각도가 감소24.하는 신체부분의 동작은?가 굽힘. (flexion) 나 내선. (medial rotation)다 폄. (extension) 라 벌림. (abduction)다음 중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에 대한 설명으로 거25.리가 가장 먼 것은?가 스트레스란 개인에게 부과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상황 과업 등을 말한다, , .나 스트레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다 작업관련 인자 중에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의 원. 인이 되는 것이 있다.라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인의 양상과 수. 준은 개인차가 없다.



다음 중 에너지대사율 을 올바르게 정의한26. (RMR)식은?가 기초대사량 작업대사량. RMR = /나 작업시간 소비에너지 작업대사량. RMR = ( * ) /다 작업시 소비에너지 안정시 소비에너. RMR = ( -지 기초대사량) /라 작업대사량 소비 에너지량. RMR = /정신적 부담 작업과 육체적 부담 작업 양쪽 모두27.에 사용 할 수 있는 생리적 부하 측정 방법은?가. EEG(Electroencephalogram)나. RPG (rating of perceived exertion)다 점멸융합주파수. (Flicker Fusion Frequency)라 에너지 소모량. (metabolic energy expenditure)다음 중 조도 의 단위는28. (Illuminance) ?가. lumen 나. lux다. candela 라. foot - lambert정신적 작업부하 를 측정하기29. (mental workload)위한 척도가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가 감도. (sensitivity) 나 양립성. (compatibility)다 신뢰성. (reliability) 라 수용성. (acceptability)육체적으로 격렬한 작업시 충분한 양의 산소가 근30.육활동에 공급되지 못해 근육에 축적되는 것은?가 피루브산. 나 젖산.다 초성포도산. 라 클리코겐.다음 중 고열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31.지수로 사용되는 것은?가 습구흑구온도지수. (WBGT)나 옥스퍼드지수. (Oxford index)다 실효온도. (ET)라 열스트레스지수. (HSI)다음 중 구형관절에 해당하는 관절은32. ?가 발목관절. 나 무릎관절.다 팔꿈치관절. 라 어깨관절.어떤 작업의 총 작업시간이 분이고 작업 중 분33. 50 ,단 평균 사소 소비량이 로 측정되었다면 이1.5L때 필요한 휴식시간은 약 얼마인가 의 공? (Murrell식을 이용하며 권장 평균에너지소비량은 분당,산소 당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5Kcal, 1L기초대사량은 분당 이다5Kcal, 1.5Kcal .)

가 분. 11 나 분. 16다 분. 21 라 분. 26다음 중 근력에 있어서 등척력34. (Isometri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strength) ?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처럼 팔이나 다리의 신체부. 위를 실제로 움직이는 상태의 근력이다.나 물체를 들고 있을 때처럼 신체부위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고정된 물체에 힘을 가하는 상태의 근력이다.다 물체를 들어 올려 일정시간 내에 일정거리를 이. 동시킬 때 힘을 가하는 상태의 근력이다.라 신체부위가 동적인 상태에서 물체에 동일한 힘을. 가하는 상태의 근력이다.다음 중 작업가동의 증가에 따른 순환기 반응의35.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심박출량의 증가.나 혈액의 수송량 증가.다 혈압의 상승.라 적혈구의 감소.36. 신체에 전달되는 진동은 전신진동과 국소진동으로구분되는데 다음 중 진동원의 성격이 다른 것은?가 대형 운송 차량. 나 지게차.다 크레인. 라 그라인더.다음 중 진동방진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37. ?가 공장에서 진동 발생원을 기계적으로 격리한다. .나 작업자에게 방진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다.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충격흡수장치들을 장착한다.라 진동의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다음 중 맹목 위치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틀38. (blind)린 것은?가 눈으로 다른 것을 보면서 위치동작을 하는 경우. 를 말한다.나 표적의 높이에 있어서는 상단에 있는 경우가 하. 단에 있는 경우보다 더 정확하다.다 일반적으로 측면보다 정명의 방향이 정확하다. .라 시각적 피드백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다. .다음 중 작업장의 실내 면에서 일반적으로 반사율39.이 가장 높아야 하는 곳은?가 천정. 나 바닥.다 벽. 라 책상 면.



다음 중 심장 근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은40. ?가 근전도. (EMG) 나 심박. (HR)다 심전도. (ECG) 라 뇌파도. (EEG)제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제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제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제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3 :3 :3 :3 :년 등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인간41. 1963 Swain -시스템에 있어서 휴먼에러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오류확률을 예측하는 정량적 인간 신뢰도 분석기법은?가. FMEA 나. CA다. ETA 라. THERP다음 안에 가장 적절한 용어는42. ( ) ?등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이론에 의하면“ Karasek직무스트레스의 발생은 직무요구도와 의 불일( )치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았다”가 직무재량. 나 직무분석.다 인간관계. 라 조직구조.연평균 명이 근무하는 어느 공장에서 년에43. 200 1 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이 공장의 연천인율은.얼마인가?가. 1.6 나. 3.2다. 20 라. 40다음 중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의 유형으44.로 볼 수 없는 것은?가 보상적 권한. 나 강압적 권한.다 작위적 권한. 라 합법적 권한.다음 중 리더십과 헤드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45.것은?가. 헤드십 하에서는 지도자와 부하간의 사회적 간격이넓은 반면 리더십 하에서는 사회적 간격이 좁다, .나 리더십은 임명된 지도자의 권한을 의미하고 헤. ,드십은 선출된 지도자의 권한을 의미한다.다 헤드십하에서는 책임이 지도자와 부하 모두에게. 귀속되는 반면 리더십 하에서는 지도자에게 귀,속된다.라 헤드십 하에서 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발생할 수. 있다.다음 중 집단 응집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설명으로46.틀린 것은?

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규모가 작은 집단. 에 비해 큰 집단의 응집력이 강하다나 목표 달성시 성공체험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의 응. 집력이 높아진다.다 집단 구성원 간에 공유된 태도와 가치관은 응집. 력을 높인다.라 집단에의 참가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응집력은 커. 진다.스트레스에 대한 조직수준의 관리방안 중 개인의47.역할을 명확히 해 줌으로서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제거시키는 방법은?가 경력개발. 나 과업재설계.다 역할분석. 라 팀 형성.다음 중 인간의 부주의에 대한 정신적 측면의 대48.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가 주의력 집중훈련.나 스트레스 해소대책.다 작업의욕의 고취.라 표준작업제도의 도입.유면에러 중 불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함으49.로써 기인한 에러는?가. omission error나. sequential error다. extraneous error라. time error다음 중 주의의 특성이 아닌 것은50. ?가 선택성. 나 정숙성.다 방향성. 라 변동성.다음 중 산업현장에서 생산능률을 높이고 작업자51. ,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심리학을 도입해야 한다고주장하며 산업심리학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인가?가 분트. (Wundt)나 뮌스터베르그. (Munsterberg)다 길브레스. (Gilbreth)라 테일러. (Tayor)샌더스 와 쇼우 는 사고인과관계52. (Sanders) (Shaw)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요인들 중 차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에 해당하는3것은?가 조직의 관리. 나 도구의 설계.다 작업 그 자체. 라 작업자 및 동료 작업자.



다음 중 휴먼에러 방지의 가지 설계기법이 아닌53. 3것은?가 배타설계. 나 제품설계.다 보호설계. 라 안전설계.맥그리그 의 이론중 이론에54. (McGregor) X - Y Y대한 관리 처방으로 볼 수 없는 것은?가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나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다 비공식적 조직의 활용.라 자체 평가제도의 활성화. 다음 중 결함수 분석법 에서 사상기호나 논55. (FTA)리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gate ?가 결함사상 고장 또는 결함으로 나타나는 비정상. :적인 사상나 기본사상 불충분한 자료 또는 사상 자체의 성격. :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말단 사상다 모든 입력이 동시에 발생해야만 출력. and gate :이 발생하는 논리조작라 조건 제약 라고도 하며 어떤 조건을. gate : gate나타내는 사상이 발생할 때만 출력이 발생56. 매슬로우 의 욕구단계설과 얼더퍼(Maslow) (Alderfer)의 이론간의 욕구구조비교에서 그 연결이 가ERG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가 자아실현 욕구 관계 욕구. - (R)나 안전 욕구 생존 욕구. - (E)다 사회적 욕구 관계 욕구. - (R)라 생리적 욕구 생존 욕구. - (E)오토바이 판매광고 방송에서 모델이 안전모를 착57.용하지 않은 채 머플러를 휘날리면서 오토바이를타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다가 머플러가 바퀴에 감겨 사고를 당하였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상 어떠한.결함에 해당하는가?가 표시상 결함.나 책임상의 결함.다 제조상의 결함.라 설계상의 결함. 다음은 재해의 발생사례이다 재해의 원인 분석58. .및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유리 주 내의 옥외작업장에서 강화유리를“ ( )ㅇㅇ출하하기 위해 지게차로 강화유리를 운반전용 파렛트에 싣고 작업자 명이 지게차 포크 양쪽에2

타고 강화 유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가던중 포크진동에 의해 강화유리가 전도되면서 지게차 백레스트와 유리 사이에 끼여 명이 사망1 , 1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가 불안전한 행동 지게차 승차석 외의 탑승. -나 예방대책 중량물 등의 이동시 안전조치 교육. -다 재해유형 협착. -라 기인물 강화유리. -59. 호손 실험에서 작업자의 작업능률에 영(Hawthorne)향을 미치는 주용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가 작업장의 온도. 나 작업장의 습도.다 작업자의 인간관계. 라 물리적 작업조건.뇌파의 유형에 따라 인간의 의식수준을 단계별로60.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의식이 명료하며 적극적. ,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실수의 확률이 가장 낮은 의식수준 단계는?가 단계. 0 나 단계. Ⅰ다 단계. Ⅲ 라 단계. Ⅳ제 과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제 과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제 과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제 과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4 :4 :4 :4 :어떤 작업 한 사이클의 정미시간이 분 레이팅61. 5 ,계수는 여유율 일 때 표준시간110%, 10%은 약 몇 분인가 단 여유율은(standard time) ? ( ,정미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가. 6 나. 8다. 10 라. 12다음 중 위험작업의 관리적 개선에 속하지 않는62.것은?가 작업자의 신체에 맞는 작업장 개선.나 작업자의 교육 및 훈련.다 작업자의 작업속도 조절.라 적절한 작업자의 선발.다음 중 작업장 시설의 재배치 기자재 소통상 혼63. ,잡지역파악 공정과정 중 역류현상 점검 등에 가장,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도는?가. Flow Diagram나. Operation Process Chart다. Gantt Chart라. Man - Machine Chart



분석법 중 동작의 난이도를 결정하64. Work factor는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가 방향 조절. 나 일정한 정지.다 방향 변경. 라 동작의 거리.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에서 지65.정한 작업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가 작업 화면상의 시야범위는 수평선상으로 할 것.나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는 적어도 이. 40cm상을 유지 할 것다 무릎의 내각은 전후가 되도록 할 것. 90°라 팔꿈치의 내각은 이상이 되도록 할 것. 90°다음 중 작업개선을 위한 개선의 와 거리가66. ECRS먼 것은?가. Combine 나. Simplify다. Redesign 라. Eliminate어느 회사의 컨베이어 라인에서 작업순서가 다음67. 표 의 번호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 .에서 옳은 것은?작업 조립① 납땜② 검사③ 포장④작업시간 초( ) 초10 초9 초8 초7가 라인의 주기시간은 초이다. 7 .나 애로작업은 검사작업이다. .다 라인의 시간당 생산량은 개이다. 6 .라 공정 손실은 이다. 15% .다음 중 워크 샘플링 에 대한 설68. (Work sampling)명으로 옳은 것은?가 자료수집 및 분석시간이 길다. .나. 관측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에 방해가 적다.다 시간연구법보다 더 정확하다. .라 컨베이어 작업처럼 짧은 주기의 작업에 알맞다. .평가방법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으로 가69. OWAS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가 하중. 나 허리.다 다리. 라 손목.다음 중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적용70.을 위한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가 문서화의 원칙.나 시스템 접근의 원칙.다 노 사 공동 참여의 원칙.라 전사 일시 완전해결의 원칙.

다음 중 작업관리에서 사용되는 기본형 단계 문71. 5제해결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가 연구대상선정 분석과 기록 자료의 검토 개. - - -선안의 수립 개선안의 도입-나 연구대상선정 자료의 검토 분석과 기록 개. - - -선안의 수립 개선안의 도입-다 연구대상선정 분석과 기록 개선안의 수립. - - -자료의 검토 개선안의 도입-라 연구대상선정 자료의 검토 개선안의 수립. - - -분석과 기록 개선안의 도입-다음 중 표준자료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관계72.가 가장 먼 것은?가 레이팅 이 필요하다. (rating) .나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지 않더라도 표준시간을 산. 정할 수 있다.다 표준자료작성의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 .라 표준자료의 사용법이 정확하다면 누구라도 일관. 성 있게 표준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다음 중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73.는 것은 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 ,제외한다.)가 하루에 회 이상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5 25kg나 하루에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 4해 키보드를 조작하는 작업다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2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라 하루에 총 시간 이상 분당 회 이상 이. 2 , 2 4.5kg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서 단기적 관리방74.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가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나 휴게실 운동시설 등 기타 관리시설 확충.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도입.라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의 배려.다음의 서블릭 을 이용한 분석에서 비효75. (Therblig)율적인 동작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할 동작은?가 분해. (DA) 나 잡고 있기. (H)다 운반. (TL) 라 사용. (U)다음 중 의 평가76. NIOSH Lifting Equation (NLE)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작업은?가 들기 작업. 나 반복적인 작업.다 밀기 작업. 라 당기기 작업.



다음 중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77. OWAS ?가 워크 샘플링에 기본을 두고 있다. .나 작업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측정 간격을 길게 하. 여 측정 데이터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다 정밀한 작업 자세를 평가하기 어렵다. .라 작업 자세 측정 간격은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가장 거리78.가 먼 것은?가 반복적인 움직임.나 강한 노동 강도.다 둥근 면관의 접촉.라 국부적인 진동. 다음 중 작업대의 개선방법으로 옳은 것은79. ?가 입식작업대의 높이는 경작업의 경우 팔꿈치의 높. 이 보다 정도 높게 설계한다5 ~10cm .나 입식작업대의 높이는 중작업의 경우 팔꿈치 높이. 보다 정도 낮게 설계한다10 ~20cm .다 입식작업대의 높이는 정밀작업의 경우 팔꿈치의. 높이 보다 정도 낮게 설계한다5 ~10cm .라 좌식작업대의 높이는 동작이 큰 작업에는 팔꿈치. 의 높이 보다 약간 높게 설계한다.다음 중 수공구의 개선방법으로 가장 관계가 먼80.것은?가 손목을 똑바로 펴서 사용한다. .나 지속적인 정적 근육부하를 방지한다. .다 수공구 대신 동력공구를 사용한다. .라 가능하면 손잡이의 접촉면을 작게 한다. .



첨부 33

2007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및 해설



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및 해설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및 해설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및 해설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및 해설2007200720072007 제 과목 인간공학개론1 :라1.간상세포는 주로 망막 주변에 있으며 흑백의 음영만을 구분한다 원시는 수정체가 얇은 상태로 남아 있어.서 근점이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운 물체를 보기 힘든 현상이다.가2.감각보관은 정보가 코드화 되지 않고 원래의 표현 상태로 유지되며 모든 상의 정보는 수 초 지속된 후에,사라진다 좀 더 긴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되어 작업 기억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가3.신호 배경등의 설계시 신호등 점멸 배경등 점등 이- ( ), ( )최선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다.가4.피부감각별 수용기관압각 모근신경관 마이스너소체 메르켈 촉각 반: · · ·① 파시니 소체온각 루피니 소체:② 냉각 크라우제 소체:③ 통각 자유 신경종말:④ 나5.    log   log 가6.색에 의한 코딩은 색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될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시각정보를 통하여 분별할 수있는 방법이다.나7.부품 배치의 원칙중요성의 원칙① 사용 빈도의 원칙② 기능별 배치의 원칙③ 사용 순서의 원칙④ 라8.시각적 암호화 설계 시 고려사항

이미 사용된 코딩의 종류① 사용될 정보의 종류② 수행될 과제의 성격과 수행조건③ 사용 가능한 코딩 단계나 범주의 수④ 코딩의 중복 혹은 결합에 대한 필요성⑤ 라9.동적측정 기능적 측정( )일반적으로 상지나 하지의 운동 체위의 움직임에 따,른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며 실제의 작업 혹은 실제,조건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현실성 있는 인체 치수를구하는 것이다.가10. 는 최대 집단치에 의한 설계이다, , .㉯ ㉰ ㉱가11.기준 척도신뢰성 시간이나 대표적 표본의 선정에 관계없이:① 변수 측정 결과가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타당성 기준이 의도된 목적에 적당하다고 판단되:② 는 정도를 말한다.민감도 기준에서 나타나는 예상 차이점의 변이성:③ 으로 표시된다.순수성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④ 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가12.선택반응 시간은 선택대안의 개수에 로그 함수의(log)정비례로 증가하며 대안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량은 증가한다 란 실현가능성이 같은 개의 대안. Bit 2중 하나가 명시되었을 때 우리가 얻는 정보량이다 대.안이 가지뿐이면 정보량은 이다2 1Bit .나13.동적 표시장치(dynamic)어떤 변수나 상황을 나타내는 표시장치 혹은 어떤 변수를 조종하거나 맞추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온도계 기압계 속도계 고도계 레이더ex) , , , , , ,㉮ ㉰ ㉱는 정적 표시장치 이다(static) .다14.신호검출 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어떤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자극이 이의 감수를 방해하는 잡음 과 함께 발생하며 잡음이 자극 검“ (noise)" ,출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는 이론이다 신호의 유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의 반응 대안은 신호의 정확한 판정 허위경보 신호검출 실(Hit), (False Alarm),패 잡음을 제대로 판정 이 있(Miss), (Correct Noise)다 두 분포가 떨어져 있을수록 민감도는 커지며 판. ,정자는 신호와 잡음을 정확하게 판정하기가 쉽다.나15.정상작업역 표준영역( )작업자가 윗팔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채 아,래팔만 편하게 뻗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역가16.기준의 요건적절성① 무오염성② 기준 척도의 신뢰성③ 나17.폐회로를 형성하여 출력신호를 입력신호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이라 하며 에 의feedback , feedback한 목표 값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에는 반드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feedback control는 장치가 있다.다18.청크(chunk)의미 있는 정보의 단위를 말한다.VERY / WELL / COLOR나19.청각장치가 이로운 경우전달정보가 간단하다.① 전달정보는 후에 재 참조되지 않음② 전달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③ 수신 장소가 너무 밝을 때④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이는 경우⑤ 라20. 비가 낮으면 표시 장치의 이동시간은 단축되고C/R ,제어장치의 조종 시간은 증가하게 된다.제 과목 작업생리학2 :나21.청력장해

일시장해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로범위에서 영향을 받으며 에서3,000~6,000Hz 4,000Hz현저히 커진다.가22.요추는 번 까지 개로 구성되어 있다1~5 5 .다23.산소 빚(Oxygen debt)인체활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요구량은 증가된다 이때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해주지 못하면 체내에 젖산이 축적 되고 작업종료 후에도 체내에 쌓인 젖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말한다.가24.내선 폄 벌림은 인체로부터 관절의 각도가 증가하는, ,것이다.라25.스트레스 개인에게 작용하는 바람직하지(stress) :① 않은 상태나 상황 과업 등의 인자와 같이 내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을 말한다.스트레인 스트레스의 결과로 인체에 나타(strain) :② 나는 고통이나 반응을 말한다.다26.에너지 대사율(RMR ; Relative Metabolic Rate)기초대사량작업시소비에너지안정시소비에너지기초대사량작업대사량나27. 점멸융합주파수 정신적 작업부하를 측정EEG, : ,① 즉 정신피로의 척도로 사용된다, .에너지소모량 육체적 작업부하를 측정하는데 사:② 용된다.정신적 작업부하와 육체적 작업부하를 모두RPE :③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나28.① 광속의 실용단위로 기호는 으로 나타낸다lumen : lm .조도의 실용단위로 기호는 로 나타낸다lux : lx .②③ 광도의 실용단위로 기호는 로 나타낸다candela : cd .광속의 실용단위로 기호는 로 나foot-lambert : fl④ 타낸다.



나29.정신적 부하 척도의 요건선택성 정신부하 측정에 있어서 관련되지 않는:① 사항들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② 간섭 정신부하를 측정할 때 이로 인해 작업이 방해:를 받아서 작업의 수행도에 영향을 끼치면 안된다.신뢰성 측정값은 신뢰할 수 있을만한 것이어야:③ 한다.수용성 피 측정인이 납득하여 수용할 수 있는 측:④ 정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나30.젖산의 축적인체활동의 초기에는 일단 근육 내의 당원을 사용하지만 이후의 인체활동에서는 혈액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때 인체활동 수준이 너무 높.아 근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혈액중에 젖산이 축적되어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게 된다.가31.습구흑구온도지수 작업장 내의 열적 환경을 평가:① 하기 위한 지표 중의 하나로 고열 작업장에 대한허용기준으로 사용한다.옥스퍼드지수 건습 지수로서 습구 온도와 건구온:② 도의 가중 평균치로 나타낸다.실효온도 온도 습도 및 공기 유동이 인체에 미: ,③ 치는 열 효과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경험적 감각지수 이다.라32.가 나 다 는 모두 경첩관절이다, , .다33. 의 공식Murrell   휴식시간분 총작업시간 분 평균에너지소모량 min  권장평균에너지소모량 min 
   

    R = 50(7.5-5)/(7.5-1.5) = 20.83 21≒나34.등척성 근력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수축 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근력을 말한다.

라35.작업 가동이 증가하면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혈액의 수송량 또한.증가하며 산소 소비량도 증가하게 된다, .라36.진동의 구분전신진동 교통 차량 선박 항공기 기중기 분쇄기: , , , ,등에서 발생하며 에서 장애 유발, 2~100Hz국소진동 착암기 연마기 자동식 톱 등에서 발생하: , ,며 에서 장애 유발, 8~1500Hz라37.진동의 대책인체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한다.나38.맹목적 위치동작동작을 보면서 통제할 수 없을 때는 근육운동 지학으로 부터의 제한 정보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흔히.있는 유형의 맹목위치 동작은 눈으로 다른 것을 보면서 손을 뻗어 조종 장치를 잡는 때와 같이 손 발 을( )공간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는 것이다.가39.실내의 추천 반사율(IES)천장 : 80~90%① 벽, blind : 40~60%② 가구 사무용기기 책상, , : 25~45%③ 바닥 : 20~40%④ 다40.심전도(ECG)심장 근수축에 따르는 전기적 변화를 피부에 부착한전극들로 검출 증폭 기록한 것 파형 내의 여러 파, , ,들은 파 등으로 불린다P, Q, S, T .제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3 :라41.THERP시스템에 있어서 인간의 과오 를 정량적(human error)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년 등에 의해 개발1963 Swain된 기법



가42. 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Karasek's Job Strain Model는 작업 상황의 요구 정도 직무요구도 와 그러한 요구( )에 직면한 작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범위 직무재량( )의 관련된 부분으로 발생한다.라43.연천인율 연평균근로자수연간사상자수 × ×  다44.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 보상적 권한 강: ,① 압적 권한 합법적 권한,리더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 위임된 권한: ,② 전문성의 권한가45. 개인과상황변수 헤드십 리드십권한행사 임명된 헤드 선출된 리더권한부여 위에서 위임 밑으로부터 동의권한근거 법적 또는공식적 개인능력권한귀속 공식화된규정에 의함 집단목표에기여한 공로인정상관과부하와의 관계 지배적 개인적인 영향책임귀속 상사 상사와 부하부하와의사회적 간격 넓음 좁음지위형태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적가46.구성원의 수가 많을 수록 한 구성원이 모든 구성원과상호작용을 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구성원 수가많을수록 응집력이 적어진다.다47.역할분석(Role analysis)역할분석은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 줌으로써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하여 주는데 목적이 있다.라48.표준작업제도의 도입은 설비 및 환경적 측면의 대책에 속한다.

다49.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omission error :① 하지 않는데 기인한 에러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의 순서sequential error :② 착오로 인한 에러 불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extraneous error :③ 수행함으로써 기인한 에러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의 수행 지연time error :④ 으로 인한 에러나50.주의의 특성선택성① 변동성② 방향성③ 나51.분트 인간의 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W. Wundt) :① 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함뮌스터 베르그 전통적인 심리(H. Munsterberg) :② 학적 방법들을 산업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적용해야함을 주장하였고 산업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림길브레스 동작연구(Frank B. Gilbreth) : (Motion③ 의 창시자study)④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의 창시자로(F. W. Taylor) :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의 태동에 많은 기여를 함라52. 나53.휴먼에러 방지의 가지 설계기법3배타설계① 보호설계② 안전설계③ 나54.이론의 관리전략Y 민주적 리더십의 확립①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② 목표에 의한 관리③ 직무확장④ 비공식적 조직의 활용⑤ 자체평가제도의 활성화⑥ 조직구조의 평면화⑦



나55.기본사상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기본적인 사상:① 생략사상 정보부족 해석기술의 불충분으로 더 이:② 상 전개할 수 없는 말단 사상가56. 욕구의 단계5 (Maslow) 이론ERG (Alderfer)단계 생리적 욕구1 ： 생존 욕구관계 욕구성장 욕구단계 안전 욕구2 :단계 사회적 욕구3 :단계 인정받으려는 욕구4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5 :가57.표시 경고상의 결함⋅제품의 설계와 제조과정에 아무런 결함이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상의 부주의나 부적당한 사용으로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용 및 취급 방법또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표시 경고⋅상의 결함이 된다.라58.기인물재해를 가져오게 한 근원이 된 기계 장치 기타의 물,또는 환경을 말한다 여기서는 지게차가 기인물( ) .物이 된다.다59.호손 실험(Hawthorne)작업능률을 좌우하는 요인은 작업환경이나 돈이 아니라 종업원의 심리적 안정감이며 사내친구관계 비공, ,식 조직 친목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60. 단계 의식을 잃은 상태이므로 작업수행과는 관0 :① 계가 없다.단계 과로했을 때나 야간작업을 했을 때 볼 수:② Ⅰ있는 의식수준으로 부주의 상태가 강해서 인간의에러가 빈발하며 운전 작업에서는 전방 주시 부,주의나 졸음운전 등이 일어나기 쉽다.단계 휴식 시에 볼 수 있는데 주의력이 전향: ,③ Ⅱ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심코 에러를 저지르기 쉬우며 단순 반복 작업을 장시간 지속할,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단계 적극적인 활동시의 명쾌한 의식으로 대뇌:④ Ⅲ가 활발히 움직이므로 주의의 범위도 넓고 에러,를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다.

⑤ 단계 과도 긴장 시나 감정 흥분시의 의식수준으:Ⅳ로 대뇌의 활동력은 높지만 주의가 눈앞의 한곳에만 집중되고 냉정함이 결여되어 판단은 둔화된다.제 과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4 :가61.표준시간 정미시간×여유율 ×   가62.관리적 개선작업의 다양성 제공① 직무 순환② 작업 일정 및 작업 속도 조절③ 회복 시간 제공④ 작업 습관 변화⑤ 작업 공간 공구 및 장비의 주기적 청소 및 유지,⑥ 보수작업자 적정배치⑦ 직장체조 스트레칭 강화( )⑧ 가63. 유통선도Flow Diagram(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운반 정체 검사 보관, , , ,등의 사항이 생산현장의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는가를알 수 있도록 부품의 이동경로를 배치도상에 선으로표시한 후 유통공정도에서 사용되는 기호와 번호를,발생위치에 따라 유통선상에 표신한 도표이다.라64.Work factor동작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인위적 조절 정도는 방S(향조절 주의 방향변경 일정한 정지 로 나), P( ), U( ), D( )타낸다.가65.화면상의 시야범위는 수평선상에서 밑에 오10°~15°도록 한다.다66.개선의 E.C.R.S 제거E(Eliminate) :① 결합C(Combine) :② 재배열R(Rearrange) :③ 단순화S(Simplify) :④



라67.주기시간 가장 긴 작업이 초이므로 초: 10 10① 애로작업 조립작업:② 시간당 생산량 개에 초 걸리므로: 1 10③ 초 초 개3600 /10 =360공정손실 :④ 작업자수×주기시간총유휴시간 ×  나68.워크샘플링(Work sampling)통계적 수법 확률의 법칙 을 이용하여 관측대상을 랜( )덤으로 선정한 시점에서 작업자나 기계의 가동상태를스톱워치 없이 순간적으로 목시 관측하여 그 상황을추정하는 방법으로 관측을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작업자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용이하게 연구를 진행시킨다.라69. 평가항목OWAS허리(Back)① 팔(Arms)② 다리(Legs)③ 하중(Weight)④ 라70.근골격계질환의 예방관리 원칙노 사의 근골격계질환 문제 인식의 원칙① ⋅노 사의 공동 참여의 원칙② ⋅전사적 지원의 원칙③ 사업장 내 자율적 해결의 원칙④ 시스템적 접근의 원칙⑤ 지속적 관리 및 사후평가의 원칙⑥ 문서화의 원칙⑦ 가71.기본형 단계 문제해결절차5연구대상선정 분석과 기록 자료의 검토 개→ → →선안의 수립 개선안의 도입→다72.표준자료법제조원가의 사전견적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직접,① 측정하지 않더라도 표준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레이팅이 필요 없다.② 표준시간의 정도가 떨어진다.③ 표준자료의 사용법이 정확하다면 누구라도 일관성④ 있게 표준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가73.근골격계부담 작업 제 호8하루에 회 이상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다10 25kg .다74.단기적 관리 방안인간공학 교육 관리자 작업자 노동조합 보건관리( , , ,① 자 등)위험요인의 인간공학적 분석 후 작업장 개선②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의 배려③ 교대근무에 대한 고려④ 안전예방 체조의 도입⑤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⑥ 재활복귀질환자에 대한 재활시설의 도입 의료시설,⑦ 및 인력확보휴게실 운동시설 등 기타 관리시설 확충,⑧ 나75.제 류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동작3 ( )잡고있기(H)① 불가피한 지연(UD)② 피할 수 있는 지연(AD)③ 휴식(R)④ 가76.NLE (NIOSH Lifting Equation)들기 작업에 대한 권장무게한계 를 쉽게 산출하(RWL)도록 하여 작업의 위험성을 예측하여 인간공학적인작업방법의 개선을 통해 작업자의 직업성 요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나77. 의 한계점OWAS상지나 하지 등 몸의 일부의 움직임이 적으면서도 반복하여 사용하는 작업 등에서는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다78.근골격계질환의 작업 특성 요인반복성①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② 과도한 힘③ 접촉 스트레스④ 진동⑤ 온도 조명 등 기타 요인,⑥



나79.아래로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중 작업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 은 팔꿈치 높이를 정도 낮) 10~20cm게 한다.라80.수공구 개선손목을 곧게 유지한다 손목을 꺾지 말고 손잡이를(① 꺾어라).힘이 요구되는 작업에는 파워그립 을(power grip)② 사용한다.지속적인 정적 근육부하 를 피한다(loading) .③ 반복적인 손가락 동작을 피한다.④ 양손 중 어느 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적은 스⑤ 트레스를 주는 공구를 개인에게 사용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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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인간공학기사 필기문제년 인간공학기사 필기문제년 인간공학기사 필기문제년 인간공학기사 필기문제2008200820082008 제 과목 인간공학개론제 과목 인간공학개론제 과목 인간공학개론제 과목 인간공학개론1 :1 :1 :1 :다음 중 인간의 제어 정도에 따른 인간 기계 시스1. -템의 일반적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가 수동 시스템. 나 기계화 시스템.다 감시제어 시스템. 라 자동 시스템.다음 중 신호나 정보 등의 검출성에 영향을 미치는2.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가 노출시간. 나 점열속도.다 배경광. 라 반응시간.다음 중 일반적으로 입식 작업에서 작업대 높이를3. 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것은?가 어깨 높이. 나 팔꿈치 높이.다 배꼽 높이. 라 허리 높이.의 점광원으로부터 떨어진 구면의 조도는4. 1cd 3m몇 인가Lux ?가. 나.다. 라. 다음 중 반응시간이 가장 빠른 감각은5. ?가 시각. 나 미각.다 청각. 라 촉각.음의 한 성분이 다른 성분에 대한 귀의 감수성을6. 감소시키는 상황을 무슨 효과라 하는가?가 은폐. 나 밀폐.다 기피. 라 방해.다음 중 인간의 후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7. 것은?가 후각은 특정 물질이나 개인에 따라 민감도의 차. 이가 있다.나 특정한 냄새에 대한 절대적 식별 능력은 떨어진. 다.다 훈련을 통하면 식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 후각은 냄새 존재 여부보다는 특정 자극을 식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효과적이다.각각의 신뢰도가 인 기계 대가 병렬로 되어8. 0.85 3있을 경우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가. 0.614 나. 0.850다. 0.992 라.0.997악력 측정 프로그램에 의하면 악력9. (grip strength)계는 아무 것도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력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만일 악력검사 결과 정상 범. ,위보다 높게 분포되어 있어 분석해 보니 악력계(grip를 책상위에 놓은 상태에서 악력을 쟀음을strength)알았을 때 이 실험 결과는 다음 중 어떤 기준에 문제가 있겠는가?가 신뢰성. (reliability) 나 타당성. (validity)다 상관성. (correlation) 라 민감성. (sensitivity)10. 다음 중 보기 와 같은 사항을 설계하고자 할 때 인[ ]체 측정 자료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설계원리는?보기 버스의 승객 의자 앞뒤 간격[ ] - 비행기의 비상 탈출구 크기- 줄사다리의 지지 장치 강도-가 최대 집단치에 의한 설계 원리.나 최소 집단치에 의한 설계 원리.다 평균치에 의한 설계 원리.라 가변적 설계 원리.반지름 레버식 조정구 를 도11. 5cm (ball control) 20움직일 때 표시판의 눈금이 이동하였다면 조1cm종 반응 비율은 약 얼마인가- ?가. 0.95 나. 1.75다. 3.15 라. 4.23다음 중 작업대 공간 배치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12.먼 것은?가 기능성의 원리.나 사용 순서의 원리.다 중요도의 원리.라 오류 방지의 원리.차를 우회전하고자 할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13.는 것은 양립성 의 유형 중 어느 것(compatibility)에 해당하는가?가 공간적 양립성. 나 운동 양립성.다 개념적 양립성. 라 인지적 양립성.다음 중 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몸14. 1000Hz, 40dB과 관련된 측정단위는?가. sone 나. siemens다. dB 라. W



다음 중 온도 압력 속도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15. , ,는 변수의 대략적인 값이나 추세 등을 알고자 할경우 가장 적절한 표시장치는?가 묘사적 표시장치. 나 추상적 표시장치.다 정량적 표시장치. 라 정성적 표시장치.윗팔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아래팔16.만으로 편하게 뻗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무엇이라 하는가?가 최대 작업역. 나 작업 공간역.다 파악 한계역. 라 정상 작업역.다음 중 실현 가능성이 같은 개의 대안이 있을17. N때 총 정보량 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H) ?가. H=log2N 나. H=logN2다. H=log2N  라. H=2logN2 다음 중 시배분 에 대한 설명으로18. (time-sharing)적절하지 않은 것은?가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처럼 주의를 번갈아. 가며 가지 이상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2 .나. 시배분이 필요한 경우 인간의 작업능률은 떨어진다.다 청각과 시각이 시배분 되는 경우에는 보통 시각. 이 우월하다.라 시배분 작업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가치수와. 속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다음 중 신호검출이론 에서 반응기준19. (SDT) (β 를)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가 소음분포의 높이 신호분포의 높이. ( ) × ( )나 소음분포의 높이 신호분포의 높이. ( ) + ( )다 신호분포의 높이 소음분포의 높이. ( ) ÷ ( )라 신호분포의 높이 소음분포의 높이. ( ) + ( )2다음 중 암호제거 사용상의 일반적인 지침과 가장20.거리가 먼 것은?가 정보를 암호화한 자극은 검출이 가능해야 한다. .나 모든 암호 표시는 감지장치에 의하여 다른 암호. 표시와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다 자극과 반응간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라 가지 이상의 암호차원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정. 2보전달이 촉진된다.

제 과목 작업생리학제 과목 작업생리학제 과목 작업생리학제 과목 작업생리학2 :2 :2 :2 :작업 중 근육을 사용하는 육체적 작업에 따른 생21.리적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가. 호흡기 반응에 의해 호흡속도와 흡기량이 증가한다.나. 작업 중 각 기관에 흐르는 혈류량은 항상 일정하다.다 심박출량은 작업 초기부터 증가한 후 최대 작업능.력의 일정 수준에서 안정된다.라 심박수는 작업 초기부터 증가한 후 최대 작업능력.의 일정 수준에서도 계속 증가한다.다음 중 굴곡 에 반대되는 인체동작을 무22. (Flexion)엇이라 하는가?가 벌림. (Abduction) 나 폄. (Extension)다 모음 라 하항. (Adduction) . (Pronation)다음 중 중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피로의 척도23. ,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가 혈압. (Blood pressure)나 근전도. (Electromyogram)다 산소 소비량. (Oxygen consumption)라 점멸융합주파수. (Flicker fusion frequency)인체의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뼈 가운데 경추 중24. ,추 요추의 합은 몇 개인가, ?가 개. 19 나 개. 21다 개. 24 라 개.2625. 관절의 종류 중 어깨관절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가 경첩관절. (hinge joint)나 축관절. (pivot joint)다 안장관절. (saddle joint)라 구상관절. (ball-and-socker joint)특정 작업에 대한 분 간의 산소소비량을 측정26. 10한 결과 배기량에 산소가 이산화탄소100L 15%,가 로 분석되었다 이 때 산소소비량은 몇5% .인가 단 공기 중 산소는 질소는L/min ? ( , 21vol%,라고 한다79vol% .)가. 0.63 나. 0.75다. 3.15 라.10.13다음 중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단27.위시간당 에너지량을 무엇이라 하는가?가 에너지소비율. 나 활동에너지가.다 기초대사율. 라 산소소비량.



다음 중 신체의 지지와 보호 및 조형기능을 담당28.하는 것은?가 골격계. 나 근육계.다 순환계. 라 신경계.다음 중 육체적 작업부하의 주관적 평가방법으로29.작업자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신체적 노력의 정도를 일정한 값 사이의 척도로 평정하는 것은?가 의. Borg RPE Scale나 지수. Flicker다. Body Map라. Lifting Index다음 중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30. ?가 체신경계는 평활근 심장근에 분포한다. , .나 기능적으로는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 있다.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세. 분된다.라 신경계는 구조적으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로 나눌 수 있다.소음 측정의 기준에 있어서 단위 작업장에서 소음31.발생 시간이 시간 이내인 경우 발생시간 동안 등6간격으로 나누어 몇 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가?가 회. 2 나 회. 3다 회. 4 라 회. 6단일자극에 의한 회의 수축과 이완 과정을 무엇32. 1이라 하는가?가 연축. (twitch) 나 감축. (tetanus)다 긴장. (tones) 라 강축. (rigor)다음 중 인체를 전후로 나누는 면을 무엇이라 하33.는가?가 횡단면. 나 시상면.다 관상면. 라 정중면.다음 중 저온에서의 신체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34.린 것은?가 체표면적이 감소한다. .나 피부의 혈관이 수축된다. .다 화학적 대사작용이 감소한다. .라 근육긴장의 증가와 떨림이 발생한다. .건강한 근로자가 부품 조립작업을 시간 동안 수35. 8행하고 대사량을 측정한 결과 산소소비량이 분당

이었다 이 작업에 대하여 시간의 총 작업시1.5L . 8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휴식시간은 몇 분인가?(단 이 작업의 권장평균 에너지소모량은, 5kcal/min.휴식시의 에너지소비량은 이며1.5kcal/min , Murell의 방법을 적용한다.)가 분. 60 나 분. 72다 분. 144 라 분. 200다음 중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가장 크게 발생36.하는 주파수 대역은?가. 500Hz 나. 1000Hz다. 2000Hz 라. 4000Hz다음 중 산소 최대섭취능37. (MAP.maxinum aerobi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power) ?가. 개인의 가 클수록 순환기 계통의 효능이 크다MAP .나 수준에서는 에너지 대사가 주로 호기적. MAP 으로 일어난다(aerobic) .다. 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트레드밀MAP (treadmill)이나 자전거 에르고미터 에서 가능하다(ergometer) .라 이란 일의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산소 섭취. MAP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일정하게 되는 수준이다.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에 시38. A 85dB(A) 4간 에 시간 동안 노출되었다 음압수준, 90dB(A) 4 .별 허용시간이 다음 표 와 같을 때 누적 소음노출[ ]지수 는 얼마인가(%) ?음압수준(dB(A) 노출 허용시간 일/859095100105110115-
1684210.50.250.125가. 55% 나. 65%다. 75% 라. 85%강도 높은 작업을 일정 시간 동안 수행한 후 회복39.기에서 근육에 추가로 산소가 소비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가 산소결손. 나 산소소비량.다 산소부채. 라 산소요구량.



다음 중 근력 과 지구력 에40. (strength) (endurance)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가 지구력 이란 근육을 사용하여 간헐적. (endurance)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나 정적근력 을 동척력. (static strength) (isometric이라 한다strength) .다. 동적근력 을 등속력(dynamic strength) (isokinetic이라 한다strength) .라. 근육이 발휘하는 힘은 근육의 최대자율수축(MVC,에 대한 백분maximum voluntary contraction)율로 나타낸다.제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제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제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제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3 :3 :3 :3 :다음 중 매슬로우 의 인간욕구 단41. (A.H. Maslow) 5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가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 욕구 자. → → →아 실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자. → → →아 실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 → → →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라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 욕구 존. → → →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다음 중 의 인간 오류 분류에서 성격이 다42. Swain른 오류 형태는?가 선택 오류. (selection)나 순서 오류. (sequence)다 누락 오류. (omission)라 시간지연 오류. (timing)다음 중 인간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43. ?가 인간 신뢰도는 인간의 성능이 특정한 기간 동안. 실수를 범하지 않을 확률로 정의된다.나 반복되는 이산적 직무에서 인간실수확률은 단위. 시간당 실패수로 표현된다.다 는 완전 독립에서 완전 정 종속까지의. THERP ( )正비연속으로 종속정도에 따라 수준으로 분류하3여 직무의 종속성을 고려한다.라. 연속적 직무에서 인간의 실수율이 불변(stationary)이고 실수과정이 과거와 무관 하다, (independent)면 실수과정은 베르누이 과정으로 묘사된다.

인간의 성향을 설명하는 맥그리거의 이론에44. X,Y따른 관리처방으로 옳은 것은?가 이론에 의한 관리처방으로 경제적 보상체제를. Y강화한다.나 이론에 의한 관리처방으로 자기 실적을 스스로. X평가하도록 한다.다 이론에 의한 관리처방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X담당하도록 하고 권한을 위임하여 준다, .라 이론에 의한 관리처방으로 목표에 의한 관리방. Y식을 채택한다.주의 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의 리듬이45. (attention)존재한다는 것을 주의의 특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가 선택성. 나 방향성.다 대칭성. 라 변동성.다음 중 집단규범의 정의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46.것은?가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통제를 위해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규칙이다.나 집단에 의해 기대되는 행동의 기준을 비공식적으. 로 규정하는 규칙이다.다 상사의 명령에 의해 공식화된 업무 수행 방식이. 나 절차를 규정한 방식이다.라 구성원의 행동방식에 대한 회사의 공식화된 규칙. 과 절차이다.재해 발생에 관한 하인리히 의 도47. (H.W.Heinrich)미노 이론에서 제시된 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5는 것은?가 개인적 결함.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다 제어의 부족.라 재해.다음 중 안전대책의 중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48.는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3E" ?가. Engineering 나. Environment다. Education 라. Enforcement과도로 긴장하거나 감정 흥분시의 의식 수준 단계49.로 대뇌의 활동력은 높지만 냉정함이 결여되어 판단이 둔화되는 의식 수준 단계는?가. phase Ⅰ 나. phase Ⅱ다. phase Ⅲ 라. phase Ⅳ



작업자의 휴먼에러 발생확률이 로 일정하고50. 0.05 ,다른 작업과 독립적으로 실수를 한다고 가정할 때,시간동안 에러의 발생 없이 작업을 수행할 확률8은 약 얼마인가?가. 0.60 나. 0.67다. 0.86 라. 0.9551. 다음 중 집단간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가 집단간 목표의 차이.나 제한된 자원.다 집단간의 인식 차이.라 구성원들간의 직무 순환. 집단 내에서 권한의 행사가 외부에 의하여 선출52. ,임명된 지도자에 의한 경우는?가 멤버십. 나 헤드십.다 리더십. 라 매니저십.53.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가 제조상의 결함. 나 설계상의 결함.다 표시상의 결함. 라 사용상의 결함.다음 중 관리 그리드 모형54. (management grid에서 제시한 리더십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model)로 틀린 것은?가 형은 과업과 인간관계 유지 모두에 관심을. (1.1)갖지 않는 무관심형이다.나 형은 과업과 인간관계 유지에 모두 적당한. (5.5)정도의 관심을 갖는 중도형이다.다 형은 과업과 인간관계 유지의 모두에 관심. (9.9)이 높은 이상형으로서 팀형이다.라 형은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과업에 대. (9.1)한 관심은 낮은 인기형이다.도표에서 입력사상 중 어느 하나 라도 발생55. FTA하면 출력사상이 발생되는 논리조작은?가. OR gate 나. AND gate다. NOT gate 라. NOR gate의 직무 스트레스 모형에서 직무 스트레56. NIOSH스 요인을 크게 작업요인 조직요인 환경요인으로, ,나눌 때 다음 중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것은?가 조명 소음 진동. , ,나 가족상황 교육상태 결혼상태. , ,다 작업 부하 작업 속도 교대 근무. , ,라 역할 갈등 관리 유형 고용 불확실. , ,

다음 중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7. ?가 지나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인체는 자. 기 조절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나 위협적인 환경특성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다 스트레스 수준은 작업 성과와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라 적정수준의 스트레스는 작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다음 중 상해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58. ?가 협착. 나 골절.다 중독 질식. · 라 부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조립라인에서 볼59.베어링을 검사할 때 총 개의 베어링을 조사, 6000하여 이 중 개를 불량품으로 조사하였다 그러400 .나 배치 에는 실제로 개의 불량 베어링(batch) 1200이 있었다면 이 검사 작업자의 인간 신뢰도는 약얼마인가?가. 0.13 나. 0.20다. 0.80 라. 0.87다음 내용을 비통제의 집단행동 중 어느 것에 해60.당하는가?구성원사이의 지위나 역할의 분화가 없고 구성“ ,원 각자는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며 비판력도 가,지지 않는다.”가 군중. (crowd)나 페닉. (panic)다 모브. (mob)라 심리적 전염. (mantal epidenic)제 과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제 과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제 과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제 과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4 :4 :4 :4 :다음 중 문제분석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61.은?가 파레토 차트 는 문제의 인자를 파. (pareto chart)악하고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누적분포의 형태로 표현한다.나 특성요인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나 문제의. 결과를 물고기의 머리로 표현하고 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을 인간 기계 방법 자재 환경 등, , , ,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 간트 차트 는 여러 가지 활동 계획의. (Gant chart)시작시간과 예측 완료시간을 병행하여 시간축에표시하는 도표이다.라. PERT(Program Evalution and Review Technique)는 어떤 결과의 원인을 역으로 추적해나가는 방식의 분석도구이다.다음 중 의 변수와62. NLE(NIOSH Lifting Equation)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가 수평거리 요인이 변수로 작용한다. .나 들기지수 값이 이상이 나오면 안전하다. LI( ) 1 .다. 개정된 공식에서는 허리의 비틀림도 포함되어 있다.라 권장무게한계 의 최대치는 이다. (RWL) 23kg .다음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것은63. ?가. 이상의 물체를 하루에 회 이상 드는 작업25kg 10나 이상의 물체를 하루에 회 이상 무릎 아. 10kg 15래에서 드는 작업.다 이상의 물건을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지. 3.5kg 2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드는 작업라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1굽힌 자세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다음 중 서블릭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64. (Therblig)것은?가 작업측정을 통한 시간 산출의 단위이다. .나 빈손이동 은 비효율적 서블릭이다. (TE) .다 카메라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라. 가지의 기본동작을 분류하여 기호화 한 것이다21 .다음 중 표준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65.것은?가 숙련된 작업자가 특정의 작업 페이스 로 수. (pace)행하는 작업시간의 개념이다.나 표준시간에는 여유율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다 표준시간에는 수행도 평가. (Performance Rating)값이 포함되어 있다.라 이론상으로는 작업시간을 실제로 측정하지 않아. 도 표준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다음 중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일반66.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가 유해요인조사.나 작업환경개선.다 의학적 관리.라 집단검진.

다음 작업관리 용어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67. ?가 공정분석.나 동작연구.다 표준자료.라 경제적인 작업방법.어느 조립작업의 부품 개 조립당 관측평균시 간68. 1이 분 계수가 외경법에 의한 일1.5 , ratong 110%반 여유율이 라고 할 때 외경법에 의한 개당20% ,표준시간과 시간 작업에 따른 총 일반여유시간은8얼마인가?가 개당 표준시간 분 총 일반여유시간 분. : 1.98 , : 80나. 개당 표준시간 분 총 일반여유시간 분: 1.65 , : 400다 개당 표준시간 분 총 일반여유시간 분. : 1.65 , : 80라. 개당 표준시간 분 총 일반여유시간 분: 1.98 , : 400   다음 중 작업관리의 문제해결 절차를 올바르게 나69.열한 것은?가 연구대상의 선정 작업방법의 분석 분석자료의. → →검토 개선안의 수립 및 도입 확인 및 재발방지→ →나 연구대상의 선정 개선안의 수립 및 도입 분석. → →자료의 검토 작업방법의 분석 확인 및 재발방지→ →다 개선안의 수립 및 도입 연구대상의 선정 작업. → →방법의 분석 분석자료의 검토 확인 및 재발방지→ →라 분석자료의 검토 연구대상의 선정 개선안의. → →수립 및 도입 작업 방법의 분석 확인 및 재발→ →방지70. 다음 중 개선의 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ECRS ?가 경제성. Economic -나 결합. Combin -다 절감. Reduce -라 규격. Speciflcation -다음 중 작업 분석시 문제분석 도구로 적합하지71.않은 것은?가 작업공정도.나 다중활동분석표.다 서블릭 분석.라 간트 차트.다음 중 팔꿈치 부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의72.유형에 해당되는 것은?가 수근관 증후군.나 바를텐베르그 증후군.다 외상 과염.라 추간판 탈출증.



법을 스톱워치법과 비교하였을 때 법의73. PTS PTS장점으로 될 수 없는 것은?가 레이팅을 하여 정도를 높인다. .나 작업방법만 알면 시간 산출이 가능하다. .다 표준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라 작업방법에 대한 상세 기록이 남는다. .74. 자세평가에 의한 조치수준 중 가까운 미래에OWAS작업자세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가 수준. 1 나 수준. 2다 수준. 3 라 수준. 4여러 개의 스패너 중 개를 선택하여 고르는 것을75. 1의미하는 서블릭 기호는?가. ST 나. H다. P 라. PP다음 중 상완 전완 손목을 그룹 로 목 상체76. , , A , ,다리를 그룹 로 나누어 측정 평가하는 유해요인B ,의 평가기법은?가 들기 지수. NIOSH 나. OWAS다. RULA 라. REBA동작 경제의 원칙 중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77.에 해당 하는 것은?가.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한다.나 손의 동작은 완만하게 연속적인 동작이 되도록. 한다.다 두 팔의 동작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인다.라 공구 재료 및 제어장치는 사용위치에 가까이 두. ,도록 한다.다음 중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의 작78. (VDT)업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가 화면상단보다 눈높이가 낮아야 한다. .나 화면상의 시야범위는 수평선상에서 밑. 10- 15°에 오도록 한다.다 화면과의 거리는 최소 이상이 확보되어야. 40cm한다.라 윗팔 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UPPER ARM) ,팔꿈치의 내각은 이상이 되어야 한다90° .다음 중 근골격계질환의 일반적인 발생원인과 가79.장 거리가 먼 것은?가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나 과도한 힘의 사용.

다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동작.라 보호장구의 미착용.다음 중 자세에 관한 수공구의 개선 사항으로 틀80.린 것은?가 손목을 곧게 펴서 사용하도록 한다. .나 반복적인 손가락 동작을 방지하도록 한다. .다 지속적인 정적근육 부하를 방지하도록 한다. .라 정확성이 요구되는 작업은 파워그립을 사용하도. 록 한다.



첨부 35

2008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및 해설



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및 해설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및 해설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및 해설년 인간공학기사 정답 및 해설2008200820082008 제 과목 인간공학개론1 :다1.인간에 의한 제어의 정도에 따라 수동 시스템 기계화,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의 가지 로 분류한다 감시제, 3 .어 시스템은 자동화의 정도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라2.검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크기 광속 발산도 및 노출시간, ,➀ 색광➁ 점멸속도➂ 배경광➃ 나3.입식 작업대의 높이는 작업자의 체격에 따라 팔꿈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작업대의높이를 조정해야 한다.나4.조도=거리광량 ,    Lux다5.감각별 반응속도청각 초: 0.17① 촉각 초: 0.18② 시각 초: 0.20③ 미각 초: 0.70④ 가6.은폐란 음의 한성분이 다른 성분의 청각 감지를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은폐란 한음 피은폐음 의. , ( )가정 역치가 다른 음 은폐음 때문에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라7.후각의 특성후각의 수용기는 콧구멍 위쪽에 있는 의4 6① ∼ ㎠작은 세포군이며 뇌의 후각 영역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인간의 후각은 특정 물질이나 개인에 따라 민감② 도의 차이가 있으며 어느 특정 냄새에 대한 절,대 식별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상대적 기준으로,

냄새를 비교할 때는 우수한 편이다.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일상적인③ 냄새의 수는 종류이지만 훈련을 통하면15~32 ,종까지도 식별 가능하다60 .강도의 차이만 있는 냄새의 경우에는 가지3~4④ 밖에 식별할 수 없다.후각은 특정 자극을 식별하는데 사용되기 보다는⑤ 냄새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는데 효과적이다.라8.     ⋯              ≒나9. 가10.최대 집단치에 의한 설계통상 대상 집단에 대한 관련 인체측정 변수의 상① 위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혹은90, 95 99값이 사용된다percentile .값에 속하는 큰 사람을 수용할 수95percentile② 있다면 이보다 작은 사람은 모두 사용된다, .예를 들어 문 탈출구 통로 등과 같은 공간 여유, , ,③ 를 정하거나 줄사다리의 강도 등을 정할 때 사용한다.나11.조작 표시장치 이동 비율- (control-display ratio)비 표시장치이동거리×  조종장치가움직인거리반지름지레의길이비 ××× ≒ 라12.작업대 공간 배치의 원리중요성의 원칙① 사용빈도의 원칙② 기능별 배치의 원칙③ 사용순서의 원칙④



나13.양립성이란 자극들 간의 반응들 간의 혹은 자극 반, -응 조합의 공간 운동 혹은 개념적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표시장치나 조종장.치가 양립성이 있으면 인간 성능은 일반적으로 향상되므로 이 개념은 이들 장치의 설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개념 양립성 코드나(conceptual compatibility) :① 심볼의 의미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과 양립.예 비행기 모형 비행장) -운동 양립성 조종기(movement compatibility) :② 를 조작하거나 상의 정보가 움직일 때 반display응결과가 인간의 기대와 양립.예 라디오의 음량을 줄일 때 조절장치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공간 양립성 공간적 구성(spatial compatibility) :③ 이 인간의 기대와 양립 예 의 위치와 관. ) button련 의 위치가 양립display가14. 은 의 순음의 크기를 말한다1sone 40dB 1,000Hz .라15.묘사적 표시장치 사물 지역 구성 등을 사진- , , ,① 그림 혹은 그래프로 묘사정량적 표시장치 변수의 정량적인 값-② 정성적 표시장치 가변변수의 대략적인 값 경- ,③ 향 변화율 변화 방향 등, ,라16.정상 작업역이란 상완 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上腕늘어뜨린 채 전완 만으로 편하게 뻗어 파악할, ( )前腕수 있는 구역 이다(34~45cm) .가17.일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같은 개의 대안이 있을N때 총 정보량 는H log2 이다N .다18. 다19.반응기준을 나타내는 값을라고 하면 반응기준점에서의 두 분포의 높이의 비로 나타낸다.    소음분포의높이   신호분포의높이나20.

제 과목 작업생리학2 :나21.육체적 작업에 따른 생리적 반응산소 소비량의 증가① 심박출량의 증가②심박수의 증가③ 혈류의 재분배④나22.신전 은 굴곡과 반대방향의 동작( E , Extension)伸 展으로서 팔꿈치를 펼 때처럼 관절에 서의 각도가 증,가하는 동작 몸통을 아치형으로 만들 때처럼 정상,신전자세 이상으로 인체부분을 신전하는 것을 과신전 이라 한다( , hyperextension) .過伸展라23.점멸융합주파수는 피곤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하기때문에 중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피로 의 척도로, ‘ ’사용될 수 있다.다24.척추골은 위로부터 경추 개 중추 개 요추(7 ), (12 ), (5개 선추 개 미추 개 로 구성된다), (5 ), (3~5 ) .라25.경첩관절 두 관절면이 원주면과 원(hinge joint) :① 통면 접촉을 하는 것이며 한 방향으로만 운동할,수 있다 예 무릎관절 팔굽관절 발목관절. ) , ,축관절 관절머리가 완전히 원형이(pivot joint) :② 며 관절오목 내를 자동차 바퀴와 같이 축성으, 1로 회전운동을 한다 예 위아래 요골척골관절. )안장관절 두 관절면이 말안장처럼(saddle joint) :③ 생긴 것이며 서로 직각방향으로 움직이는 축성, 2관절이다 예 엄지손가락의 손목손바닥뼈관절. )구상관절 관절머리와(ball-and-socker joint) :④ 관절오목이 모두 반구상의 것이며 운동이 가장,자유롭고 다축성으로 이루어진다 예 어깨관절, . ) ,대퇴관절가26.분당배기량시간분배기량 분 분분당흡기량 ×분당배기량 ×산소소비량×분당흡기량×분당배기량 ×× ≒



다27.기초대사율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하며 성 연령 체중은 개인의 기초, , ,대사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가28.골격계는 뼈 연골 관절로 구성되는 인체의 수동, ,① 적 운동기관으로 인체를 구성하고 지주 역할을담당하며 장기를 보호한다, .근육계는 골격근 심장근 평활근 근막 건 건막, , , , , ,② 활액낭으로 구성되는 인체의 능동적 운동장치와부속기관들이다.순환계는 심장 혈액 혈관 림프 림프관 비장, , , , ,③ 및 흉선 등으로 구성되며 영양분과 가스 및 노,폐물 등을 운반하고 림프구 및 항체의 생산으로,인체의 방어작용을 담당한다.신경계는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으로 구성되며 인,④ 체의 감각과 운동 및 내외환경에 대한 적응 등을조절하는 기관이다.가29. 의 은 자신의 운동부하가 어느 정도Borg RPE Scale힘든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언어적으로 표현할수 있도록 척도화한 것이다.가30.체신경계는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 샘 피부 점막, , ,등에 분포하는 쌍의 뇌신경을 말한다12 .다31.소음 측정은 단위 작업장의 소음발생 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4 .가32.회의 활동전위 에 의해 일어나는 근육의1 ( )活動電位빠른 수축운동을 말한다 골격근에 직접 또는 신경. , -근접합부 부근의 신경에 전기적인 단일자극을 가하면 자극이 유효할 때는 활동전위가 발생하여 급속한,수축이 일어나고 이어서 이완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연축이라고 한다.다33.횡단면 인체를 상하로 나누는 면:① 시상면 인체를 좌우로 양분하는 면:② 관상면 인체를 전후로 나누는 면:③ 정중면 인체를 좌우대칭으로 나누는 면:④

다34.저온에서 인체는 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36.5℃위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열의 방출을 최소화한다, .열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화학적 대사작용이 증가하고 근육긴장의 증가와 떨림이 발생하며 열의 방출,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표면적의 감소와 피부의 혈관 수축 등이 일어난다.라35. 의 공식Murrell       휴식시간 분총작업시간분  평균에너지소모량min  권장평균에너지소모량min 
    

 라36.청력 손실의 정도는 노출 소음 수준에 따라 증가하는데 청력 손실은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4000Hz .나37. 다38.누적소음노출지수 허용노출시간실제노출시간 ×  ×  × 다39.산소부채 란(oxygen debt) ?인체활동의 강고다 높아질수록 산소 요구량은 증가된다 이때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하게.공급해 주지 못하면 체내에 젖산이 축척되고 작업종료 후에도 체내에 쌓인 젖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산소량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산소,량을 산소부채라고 한다 그 결과 산소 부채를 채우.기 위해서 작업종료 후에도 맥박수와 호흡수가 휴식태의 수준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서서히 감소하게된다.가40.지구력 이란 근력을 사용하여 특정 힘을(endurance)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제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3 :다41.매슬로우 의 욕구단계 이론(A.H. Maslow)제 단계 생리적 욕구1 :➀ 제 단계 안전과 안정 욕구2 :➁ 제 단계 소속과 사랑의 사회적 욕구3 :➂ 제 단계 자아존중의 욕구4 :➃ 제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5 :➄ 다42.누락 오류는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omission)행하지 않는데 기인한 에러이다.가43.반복되는 이산적 직무에서 인간실수확률은 사건① 당 실패수로 표현된다.는 완전 독립에서 완전 정 종속까지의THERP ( )正② 이상 수준의 종속도로 나누어 고려한다5 .③ 연속적 직무에서 인간의 실수율이 불변(stationary)이고 실수과정이 과거와 무관 하다, (independent)면 실수과정은 포아송 과정으로 묘사된다.라44.이론 관리전략X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권위적 리더십의 확립- 엄격한 감독과 통제제도 확립-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조직구조의 고층화- 이론 관리전략Y 민주적 리더십의 확립- 분권화의 권한의 위임- 목표에 의한 관리- 직무확장- 비공식적 조직의 활용- 자체평가제도의 활성화- 조직구조의 평면화- 라45.변동성의 특성주의력의 단속성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될 수(① 없다.)주의는 리듬이 있어 언제나 일정한 수준을 지키② 지는 못한다.

나46.집단 규범 이란(norms) ?규범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의해 공유되거나 받① 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다 즉 구성원들. ,이 어떤 상황하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행동기준이다.어느 집단이 자기의 규범을 인정할 때 그 규범은② 최소한의 외적 통제력을 갖고 구성원의 개인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일단 규범이 정립되면 구성원들이 그 규범에 동③ 조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규범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조는 구성원들의 개선 자극 상황요인 그리, ,고 집단 내의 관계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구성원이 집단의 규범에 동조할 때 그는 집단의④ 보호를 받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나 자신의 개성 발전과 성숙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⑤ 반면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립되거나 국외인물로 취급받게 되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규범은 구성들에게는 순기능적 역할과 역기능적⑥ 역할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영. ,자나 관리자는 공식조직의 보완적 역할을 해주는규범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화하고 역기능적 측,면을 제거하여 개인의 성장 및 집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다47.하인리히 의 재해발생 단계(H.W. Heinrich) 5제 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1① 제 단계 개인적 결함2 :② 제 단계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전 상태3 :③ 제 단계 사고4 :④ 제 단계 상해 산업재해5 : ( )⑤ 나48.안전대책의 중심적인 내용에는 가 강조되어 있다3E .기술 교육Engineering( ), Education( ), Enforcement강제( )라49. 과로했을 때나 야간작업을 했을 때 볼phase :① Ⅰ수 있는 의식수준으로 부주의 상태가 강해서 인간의 에러가 빈발하며 운전 작업에서는 전방 주,시 부주의나 졸음운전 등이 일어나기 쉽다.휴식시에 볼 수 있는데 주의력이 전phase : ,② Ⅱ향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심코 에러를저지르기 쉬우며 단순 반복작업을 장시간 지속,할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적극적인 활동시의 명쾌한 의식으로phase :③ Ⅲ대뇌가 활발히 움직이므로 주의의 범위도 넓고,에러를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다.과도 긴장시나 감정 흥분시의 의식수phase :④ Ⅳ준으로 대뇌의 활동력은 높지만 주의가 눈앞의한곳에만 집중되고 냉정함이 결여되어 판단은 둔화된다.나50.에러확률 상수 는 으로부터 추정되어질 수 있으며 주어진 기간, 에서사이의 기간 동안 작업을성공적으로 수행할 인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     ≒라51.집단과 집단사이에는 작업유동의 상호의존성 불균형 상,태 영역 모호성 자원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된다, , .나52. 라53.제조물 책임법상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결함으로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지시 경고상의, , ⋅결함의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3 .라54.① 형 인간과 과업에 모두 최소의 관심을 가짐(1.1) : .형 업적 및 인간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5.5) :② 중간값을 유지함.형 과업과 인간의 쌍방에 대하여 높은 관(9.9) :③ 심을 가짐.형 과업에 대하여 최대한 관심을 갖고 인(9.1) : ,④ 간에 대하여 무관심함.가55. 는 입력사상 중 어느 것이나 하나가 존재AND gate할 때 출력사상이 발생한다.가56.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작업요인 작업부하 작업속도 과정에 대한 조절- , /① 권한 교대근무,조직요인 역할 모호성 갈등 역할요구 관리 유- / , ,② 형 의사결정 참여 경력 직무 안전성 고용의 불, , / ,확실성환경요인 소음 한랭 환기불량 부적절한 조명- , , /③

다57. 가58.상해의 종류에는 골절 동상 부종 자상 좌상 절상, , , , , ,중독 질식 찰과상 창상 화상 청력상해 시력상해, , , , ,⋅등이 있다.라59.휴먼에러확률≈전체에러기회의횟수실제인간의에러횟수 사건당실패수인간신뢰도      ≒인간신뢰도      가60.군중 은 집단 구성원 사이에 지위나 역할의(crowd)분화가 없고 구성원 각자는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며 비판력도 가지지 않는다, .제 과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4 :라61. 는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해를 그래프로PERT Chart추적해 가는 계획 및 조정도구이다.나62. 들기 지수LI(Lifting Index, )작업물 무게LI = / RWL가 보다 크게 되는 것은 요통의 발생위험이 높은LI 1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 이하가 되도록 작업을, LI 1설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가63.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호 하루에 총 시간 이5 - 2① 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호6 -② 하루에 총 시간 이상2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1kg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이상에 상응하는, 2kg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호 하루에 회 이상8 - 10③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25kg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호 하루에 회이상9 - 25④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10kg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다64.미세동작연구 는 화면안에 시계(Micromotion study)와 작업진행 상황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사진이나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한 프레임씩 서블릭에 의하여 를 그려 동작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SIMO chart이다.가65.표준시간의 정의정해진 작업환경조건 아래 정해진 설비 치공구를,① 사용 표준작업조건( )정해진 작업방법을 이용 표준작업방법( )② 그 일에 대하여 기대되는 보통 정도의 숙련을 가③ 진 작업자 표준작업능력(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정상적인 작업,④ 페이스 표준작업속도( )규정된 질과 양의 작업 표준작업량 을 완수하는데( )⑤ 필요한 시간 공수( )라66.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예방 관리 정책⋅수립 교육 훈련 실시 초진증상자 및 유해요인 관리, / , ,의학적 관리 작업환경 등 개선활동 프로그램 평가, ,로 이루어져 있다.다67. 가68.표준시간 외경법( )표준시간  정미시간× 여유율정미시간  관측시간의대표값 ×레이팅계수 ×  가69.문제해결절차 단계5연구대상 선정 분석과 기록 자료의 검토→ → →개선안의 수립 개선안의 도입→나70.개선의 ECRS불필요한 작업 작업요소 제거Eliminate - ⋅다른 작업 작업요소와의 결합Combine - ⋅작업순서의 변경Rearrange -작업 작업요소의 단순화 간소화Simplify - ⋅ ⋅다71.서블릭 분석은 작업자의 작업을 요소동작으로 나누

어 관측용지에 서블릭 기호로 기록 분석하는 방법⋅이다.다72.외상과염은 손과 손목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팔 상완( )의 근육 군들의 사용방법에 따라 발생한다.가73. 법은 작업자의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객관PTS적인 표준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레이팅이. ,필요없다.나74. 조치단계 분류OWAS 이 자세에 의한 근골격계Action category 1 :① 부담은 문제없다 개선 불필요하다. .이 자세는 근골격계에 유해Action category 2 :② 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 .이 자세는 근골격계에 유해Action category 3 :③ 하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 .이 자세는 근골격계에 매우Action category 4 :④ 유해하다 즉시 개선해야 한다. .가75. 선택ST(select) :잡고 있기H(hold) : 바로 놓기P(position) : 준비함PP(pre-position) :다76. 의 평가과정RULA의 평가는 먼저 그룹과 그룹으로 나누는데RULA A B그룹에서는 윗팔 아래팔 손목 손목 비틀림에 관A , , ,해 자세 점수를 구하고 거기에 근육사용과 힘에 대,한 점수를 더해서 점수를 구하고 그룹에서도 목, B ,몸통 다리에 관한 점수에 근육과 힘에 대한 점수를,구해 그룹에서 구한 점수와 그룹에서 구한 점수A B를 가지고 표를 이용해 최종 점수를 구한다.라77.작업역의 배치에 관한 원칙모든 공구와 재료는 일정한 위치에 정돈되어야① 한다.공구와 재료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자의 주위② 에 있어야 한다.③ 중력을 이용한 부품상자나 용기를 이용하여 부품을 부품 사용장소에 가까이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하면 낙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④ 공구 및 재료는 동작에 가장 편리한 순서로 배치⑤ 하여야 한다.채광 및 조명장치를 잘 하여야 한다.⑥ 의자와 작업대의 모양과 높이는 각 작업자에게⑦ 알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작업자가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모양 높이의,⑧ 의자를 지급해야 한다.가78.작업자의 시선 범위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해야 한다.① 화면상의 시야범위는 수평선상에서 도 밑10~15② 에 오도록 한다.화면과의 거리는 최소 이상이 확보되도록40cm③ 한다.라79.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원인으로는 반복성 부자연스런,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 ,진동 온도 조명 등이 있다, , .라80.자세에 관한 수공구 개선손목을 곧게 유지한다 손목을 꺾지 말고 손잡이를(① 꺾어라).힘이 요구되는 작업에는 파워그립 을(power grip)② 사용한다.지속적인 정적 근육부하 를 피한다(loading) .③ 반복적인 손가락 동작을 피한다.④ 양손 중 어느 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적은 스⑤ 트레스를 주는 공구를 개인에게 사용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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