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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paper describes an analysis of electroencephalography(EEG) signals to identify human errors during using 

digital devices in nuclear power plants(NPPs). Background: The application of an advanced main control room(MCR) has 
accompanied with lots of changes in different forms and features by virtue of new digital technolog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digital technologies and devices provide several opportunities for the use of interface management. It can integrate 

into a compact single workstation in an advanced MCR, allowing workers to operate the plant with minimum physical burden 
under any operating condition. However these devices may introduce new types of human errors, and thus we need a means 

to assess and prevent such error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digital devices. Method/Conclusion: The EEG data are relatively 

objective, and thus we introduce several measures to EEG analysis for obtaining the feasibility of human error identification. 
Application: This study may support to ensure the safety when applying digital devices in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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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Human errors and digital devices in NPPs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주제어실에서는 대형정보표시장

치와 터치 스크린 등 다양한 최신 디지털 기기를 응용하려고 

한다. APR 1400과 같은 첨단 원전의 주제어실은 디지털 기

반으로 설계되어 기존 제어실과 같이 병렬식으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가 

표시 및 제어기를 통해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원은 신체적인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작업할 수 있다

(Figure 1). 

밀착 및 대형 체계 특성을 가진 원전의 특성상 사소한 기

기 결함에 의한 인적오류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

나 디지털 기기 도입에 따른 인적오류 평가의 중요성이 나타

남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어렵다. 인적오류 영향 및 결과의 

파급범위는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발생 확률

이 매우 낮아 통계적 접근 또한 곤란하다. 매우 빠른 생명 

주기 사이클 때문에 발전소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Lee, 2011). 

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새로워진 작업환경에서 예외적인 

인적오류 경험 사례가 나타나면서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존 접근 방법론으로는 제한점이 있다. 인간-기계-

환경의 상호작용 하에서 디지털 기기는 기존의 하드웨어 기

능 중심의 위험성 분석만으로는 전체 체계의 신뢰도 확보

가 어렵다. 이는 디지털 기기의 인적오류에 대한 사후적, 

시행착오적 접근이 아닌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험적, 분석

적 연구로 사전적,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Lee, KAERI/ 

TR-457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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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method for human error hazard identification in 

digital devices 

원자력 산업에서는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과 함께 인적오

류 분석 방법의 일환으로 인간 신뢰도 분석과 인간공학적 

확인 검증을 통해 인적오류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사고 사례를 경험으로 분석 가능한 방법으로써 발생빈도가 

매우 적은 원자력 산업에서는 유사 사고로도 사례를 도출하

기 어렵다. 또한 선형적인 사고원인 관계 설정으로 사고 해

석을 단순화시키고 다양한 분석 정보가 불충분하여 분석관

점에도 한계를 가져온다. 

Oh(2011)의 연구에서는 인적오류 연구의 접근 방법을 

이용희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quantitative, qualitative, 

managerial approach로 구분하였다. 정량적인 접근 방법은 

물리적이고 반복적인 일상 작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적

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작업에서

는 비효율적이다. 관리적 접근 방법은 인적오류의 종합적 대

응 관리를 위한 것으로 IAEA나 OPIS에 포함된 DB 및 관

리 체계를 말한다. 반면, 정성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인적오

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인간의 정

보처리 과정에 기반한 인지적 상태를 파악한다. 그러나 제약

조건이 많고 실험적 평가는 실험환경에 의한 통제불능 수준

의 노이즈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Table 1).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

움이 따르고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도 원전에 다양

한 디지털 기기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스마트 모바일 기기 

또한 적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HALDEN에서는 MCR 운전원과 현장 운전원 간의 의사소

통 및 정보전달을 스마트 모바일을 통하여 text로 전달하거

나, 기기의 위치를 AR(augmented reality) 또는 VR(virtual 

reality)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로 인하

여 무선 기기의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나, 이를 해결하고 난 

후 무선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주제어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직무가 많은 부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앞서 사전에 디지털 기기에 기반

한 직무 수행에 따른 오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Yun, 

2011). 본 연구에서는 인적오류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몇 가지 사전 연구에 기반하여 수행하였는데, 본 연구의 맥

락을 위해 선행연구의 개요를 소개한다. 

Jang(2003) 연구에서는 인적오류의 사전적 분석을 통해 

기기와 기기와의 상호작용을 분류하여 Error Segment와 

Interaction Segment(IS)를 정의하였다(Figure 2). 기기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 기능, 영향요소, 

변화된 기능, 효과 등이 있으며 단위 상호작용이 직무상 인

적오류의 일부가 되는 경우(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는 가능

성을 가진 경우)로 오류 절편(ES)을 정의했다. 

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Yun(2010) 연구에서는 기기의 

조작 상태와 방법에 따른 인간공학적 설계 요건검토를 평가

하였다. 또한 직무 기반 디지털 기기의 디자인, 작업환경 등

을 고려하여 평가 척도를 선정하였다(Figure 3). 또한, Lee 

Table 1. A method of human error study 

Method Contents 

- Circuit controller and simulation 

- Probability approach(THERP etc.) Quantitative
approach 

- Numerical model(Event tree, HCR etc.) 

- Error study(Cognitive error, Group error, etc.) 

- Classification analysis(Cause, Result, etc.) 

- Risk analysis(HAZOP, PHECA etc.) 

- Analysis based on model 
(Cognitive process, Rasmussen etc.) 

Qualitative
approach 

- Experiment approach(EEG, ECG, GSR, etc.) 

- HPES, HFACS etc. 
Managerial
approach - The management system and database 

(in IAEA-IRS/LER, OPIS-NEED) 

Figure 1. Advanced MCR in NPP 

Figure 2. Error segme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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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는 기기의 고유 특성과 인간의 조작 행위를 하나의 

상호작용 단위로 간주한 것을 상호작용절편(IS)으로 정의하

여 인적오류 위험성을 분석한 바 있다. 직무상 인적오류로 

발현되는 상호작용절편 중 디지털 기기의 사용 관련 오류로 

귀결되는 것을 오류절편(ES)로 다시 분류하였다. 디지털 기

기의 인적오류 위험성을 검출하기 위한 기법의 절차는 기기

의 사용자 조작 부위 및 기기를 이용한 예상 직무의 세부요

소를 도출한 후에, 인간공학적 평가 척도들로써 인적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2. Human Error Studies Based on 
Experimental Measurement 

2.1 Human error studies by experiment method(based 

on EEG)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생체신호에 적

용하여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새로운 현상을 파악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 후 직무 수행도 및 집중도의 효과를 

뇌파출현량으로 확인하였고(Jo, 2005) Brain Computer 

Interface(BCI) 분야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위한 동작 예

측을 파악하기 위한 이동평균성 Event Related De-

synchronization(ERD), Event Related Synchronization 

(ERS)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Whang, 2007). 

또한 감성 및 인간공학에서는 색채, 조명 등에 대한 인체 

반응 연구, 근심과 걱정, 오류와 관련된 brain activity 연구

를 뇌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Whang, 2008). 자동차 분야

에서는 운전 중 졸림, 멀티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

수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로 뇌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뇌파를 이용한 인적오류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원자력 분야에서 인적오류 및 인적오류 가

능성(위험성)과 관련된 뇌파 연구는 극히 일부이다(Lim, 

2008, 2010)(Table 2). 

2.2 A task design for EEG experiment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를 이용하여 주제어실 내 주요 인간공학 현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실험 가능한 실험 직무로 재 설계하였다. 

디지털 기기 기반 주제어실 관련 주요 인간공학 현안으로는 

컴퓨터 기반 정보표시장치의 interface management tasks

가 있으며 전산화 절차서의 keyhole effect, 소프트제어기의 

정보를 slip 발생 가능한 description error, disordering the 

components of an action sequence, captur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등이 있다. 

컴퓨터 기반 주제어실 직무 중 계층적 구조형태로 보여주

는 정보는 스크롤을 통해 탐색, 확인해야 하고 정보의 제공 

속도 역시 인간의 눈이나 뇌의 처리 속도보다 빨라 운전원

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Table 2. Researches on EEG related human error 

No. Author Title Contents 

1 Lim, H.G.
Variation of relative power 
characteristics in EEG while 
inducing human errors 

• The characteristic investigation 
of human error in oddball task 

• Variation of relative power 
frequency 

2 Lim, H.G.
Influence of time stress on 
EEG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human errors 

• The characteristic investigation 
of human error in arithmetic task 
according to time pressure 

• Frequency power spectrum 
analysis 

3 
Gerwin
Schalk 

EEG-based communication: 
presence of an error 
potential 

• Mu and beta frequency analysis
• The identification of error 

potential 

4 
Gethin 
Hughes

Dissociable correlates of 
response conflict and error 
awareness in error related 
brain activity 

• The comparison between error 
related negativity and error 
Positivity from flanker task 

5 
John R.
Fedota 

Neuro-ergonomics and 
human error 

• The EEG signal analysis in 
human error(slip) 

• The research on ERN 

6 Human brain map journal 
• Alpha and mu frequency activity 

is increased over 25% before 
error 

Figure 3. A flowchart of a method for human error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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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절차서 사용에 따라 운전원간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고 비상상황 시 운전원 수행도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

이 있고 VDU의 제한된 공간으로 keyhole effect가 발생될 

수 있다. 

소프트제어기의 경우 운전원 행위 부분이 아닌 schema가 

동작될 경우 의도치 않은 동작이 발생되거나 사용하는 정보

가 모호하여 운전원의 slip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수

행하지 않은 운전을 수행할 때 자주 수행하는 유사한 운전

이 존재할 경우 이를 대신 수행하거나 운전원 메모리의 한

계(decay, interference)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망각 행

위가 발생 가능하다(Table 3). 

앞서 살펴본 발전소 주제어실에 컴퓨터 기반 직무 대상 인

간공학적 위험성 요인 중 탐색 및 관찰 실패, 직무 누락, 정

보 혼돈, 계층적 정보 기억 실패를 네 가지 대표 오류 가능

성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Task 1은 탐색 및 관찰 실패에 대한 실험 직무로써, 주어

진 문장에서 순서가 뒤바뀐 어휘를 관찰하는 직무이다. Task 

2는 연속된 직무를 누락하는 오류를 유발하는 실험 직무로

써, 5×5 행렬 내에 연속된 숫자 중 생략된 숫자를 적게는 

하나 많게는 세 개를 찾아내는 직무이다. Task 3은 연산 직

무로써 정보 혼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음수를 포함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세 자리에서 다섯 자리 숫자의 연산

조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task 4 직무에서는 정보 기억 직

무로써 행렬 내 특정 공간의 숫자를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직무이다(Figure 4). 

 

 

Table 3. Ergonomic issues on computer based MCR 

Factor Erg. issues Hazard factors 

Information overload 

• Overlapping windows 
• Too much information 
• Faster information than visual 
process of human Information 

display based 
on computer 

Interface management tasks

• Navigation task before the primary 
task 

• Overworking, Losing the 
information because of secondary 
task 

Team performance 
• Communication dis-connection 

between operators 

Situation awareness 
• The depending on the 

computerized procedure 

Level of automation • Automation level 

Keyhole effect • The limitation of parallel process

Computerized 
procedure 

CPS failure in complex 
situation 

• The conversion problem of the 
paper procedures 

Unintentional activation • Unintended activity 

Description errors • Slip by ambiguous information 

Mode errors • Mode error 

Disordering the components 
of an action sequence 

• Skip by the continuous task, 
repetition, reverse procedure 

Capture error 
• Confusion with the task 

frequency 

Soft 
controller 

Loss of activation errors 
• Task Fail because of the limited 

memory of operator 

Figure 4. The designed task sample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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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 EEG Analysis for Human Error 
Identification 

3.1 Experiment design for EEG 

인적오류는 잘못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불충분한 훈

련, 부족한 유지보수, 규제정책을 포함하는 다른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실험환경이 극히 제한되고 

뇌파 연구가 용이하지 않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실수를 

인지적 모형으로 설명함으로써 인적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원들의 

인적오류 가능성(위험성)을 확인하는 실험적 접근 방법으로 

뇌파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는 뇌파 측정 및 다수의 척도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기기 기반 직무에서의 인적오류 가능성 검출

을 목표로 한다. 실험을 위한 기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절대주파수 분석 결과 직무 수행 중 인적오류 검출이 가

능할 것이다. 

- 직무 수행 결과(정답/오답, 무응답)에 따라 스펙트럼 

값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실험 직무 별 스펙트럼 값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직무 수행 구간 별 스펙트럼 값의 차이가 있을 것

이다. 

• 직무 구간 분석 결과 직무 수행 중 인적오류 검출이 가

능할 것이다. 

- 직무 수행 동안의 스펙트럼 평균값의 기울기 패턴 분

석 결과 직무 수행 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직무 수행 동안의 스펙트럼 평균값의 증감율 천이 분

석 결과 직무 수행 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각 구간 별 인적오류 검출 확률 값을 도출할 수 있다. 

• 뇌파 활성도(mapping) 분석 결과 직무 수행 결과 별, 

구간 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계획된 실험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 종속변수: 직무 수행 결과(정답, 오답, 무응답), 실험 직

무(task 1, 2, 3, 4), 직무 구간(p1, 2, 3, 4, 5) 

• 독립변수: 베타(β)파 스펙트럼 값, 기울기 패턴, 증감율 

천이, 뇌활성도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는 원자력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남녀 총 20명을 모집하였다. 피실험자는 실험에 앞서 몇 가

지 제한된 실험환경에 적합하도록 수면시간, 카페인 섭취, 

음주 및 흡연 등을 제어했다. 실험자는 피실험자에게 충분한 

수면시간을 권장하고 카페인, 음주 및 흡연은 자재를 권고

했다. 

실험은 실험 장비 및 환경이 구축된 실험실에서 수행되었

으며 온,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피실험자가 직무 수

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실험 전 충

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실험자는 pilot test를 통해 직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강화 실험을 위하여 직무 수행 실적에 따라 실험비를 차등 

지급하였다. 

3.2 The measurement method and process 

본 연구에서는 원전에서 디지털 기기 기반 직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인적오류 직무에서의 뇌파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 자발뇌파를 측정하여 알파(α)및 베타(β)파의 frequency 

spectrum을 분석하였다. 

EEG는 (주)락싸의 POLYG-I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피실

험자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는 평균 연령 32.15(4.43)세, 

평균 수명시간 8.5(2.0)시간, 평균 카페인 섭취량 1.5(0.5)

잔이며 비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국제기준

법에 따라 10-20 전극 배치법을 이용하여 전극 부착은 

Fp1, Fp2, F3, F4, P3, P4, O1, O2(8 CH)에 부착하였으

며 모든 전극은 10KΩ 이하로 측정되었고 생리학적 신호는 

band pass filter를 거쳐 초당 512Hz로 샘플링 하였다. 측정

은 자극 제시 전 안정 상태를 시작으로 반응 후 안정 상태까

지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뇌파 측정 및 분석 절차는 다음과 

Figure 5. The EEG ana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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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Figure 5). 

피실험자들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훈련되었으

며 실험환경을 충분히 제어하였다. 피실험자들은 주어진 직

무를 제한된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각 직무 별 20

문항을 수행하고 15초에서 40초의 직무 수행시간이 주어졌

다. 또한 각 직무 종료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EEG 분석은 정보처리 및 의사결

정 과정에서 사람의 mental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써 활동적인 육체적, 정신적 활동 수준에서 

주로 관찰된다. 특히 베타파(13~30Hz)는 시각과 청각 자극

으로부터 불안 상태나 긴장 상태에서 주로 나타남에 따라 인

적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3.3 The analysis and results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 후 직무 성공과 실패 

시 뇌파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후 구간 분석을 통해 구간 내 

적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프의 기울기, 구간 별 증감을 

분석하였다. 

맵핑(mapping) 데이터를 통해 직무 수행 여부에 따른 뇌

활성도를 직무 수행 처리시간에 따라 확인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검증하였다. 

EEG 데이터는 직무를 수행하는 시작(자극 제시)부터 반

응하는 시점까지 총 5구간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Figure 

6).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EEG 데이터 분석 특성 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직무 수행시간 전체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

고 흐름을 파악하기에 제약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기존 분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별도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수집된 뇌파 데이터를 5개

의 동일 구간으로 나누어 시간 흐름에 따른 스펙트럼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직무 수행 결과에 따라 직무 수행을 성공시킨 것은 정답

(Correct Answer), 직무 수행 실패 시 잘못된 답은 오답

(Incorrect Answer), 시간 내에 직무 처리 실패한 것을 무

응답(No Answer) 등으로 정의하였다. 인적오류는 무응답과 

오답을 모두 포함하여 정답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아래 

항목 및 절차로 수행되었다. 

√ 절대 주파수 분석 결과(베타파의 파워 스펙트럼 값) 및 

상관분석 

- 각 직무(T1, T2, T3, T4)에서 직무 수행 결과(CA, 

IA, NA), 직무 수행 구간(p1, p2, p3, p4, p5) 별 비교 

√ 직무 구간 분석 

- 직무 수행 구간 그래프 패턴 분석 

- 직무 수행 구간 내 증감율 분석(천이) 

√ 뇌파 MAPPING 분석: 뇌활성도 

 

1) 절대주파수 분석 결과 및 상관분석 

직무 수행 결과에 따라 정답(CA)보다 실패(오답; IA 무

응답; NA)에서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대부분의 직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value<0.01)(Figure 7)(Table 4). 

 

 

Table 4. ANOVA analysis(CA vs. Error) 

Task Section Correct 
answer 

Error 
(IA, NA) p-value

p1 4.66±3.45 12.42±8.17 0.001**

p2 4.00±2.74  17.51±33.41 0.129 

p3 3.72±2.49  9.99±6.19 0.001**

p4 3.57±2.27 10.36±7.21 0.001**

T1

p5 4.01±2.45 10.24±5.85 0.000**

p1 4.68±12.6 3.243±8.99 0.002**

p2 4.01±2.71 11.00±7.77 0.002**

p3 4.03±2.67 10.58±6.56 0.001**

p4 4.03±2.69 10.63±6.85 0.001**

T2

p5 4.01±2.62 10.74±6.87 0.001**

Figure 6. Definitions of the five EEG sections 

Figure 7. Average of absolute beta power spectrum 
(correct answer vs. incorrect and no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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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직무 중 t1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직무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t1에서는 p2 구

간에서 주파수 스펙트럼 값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여 원

래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t2에서는 p2 구간

에서 약 3배 정도 증가한 후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

었다. 

오류 유형 별 절대 파워 스펙트럼 분석 결과 t1의 p2 구

간에서 오답의 스펙트럼 값이 10.81에서 19.82으로 약 2배

의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Task 2, 3, 4에서는 오답과 무응답의 비슷한 경향이 나타

났으며 t3, 4에서는 오답과 무응답의 스펙트럼 값의 차이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t1을 제외하

고는 오답과 무응답이 비슷한 유형을 보이며 무응답이 오답

보다 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Figure 8). 

2) 직무 구간 분석 

직무 구간 분석은 첫째, 구간 내 기울기 패턴 분석으로 각 

구간에서 베타파의 절대 파워 스펙트럼 값에 대한 것을 의미

한다. 정답과 오류(오답, 무응답)간의 기울기가 음의 상관관

계(반대 패턴)로 관찰되면 인적오류 가능성 검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각 구간 내 

천이 분석 결과로 각 구간에서 베타파 파워 스펙트럼 변화에 

대한 변화량을 의미하며 각 구간의 평균값의 차이를 기반으

로 분석한다. 

 

기울기 패턴 분석 결과 

수행 결과 별 베타파 절대 파워 스펙트럼의 기울기 패턴 

분석 결과 t1, 3에서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정답과 오류(오

답, 무응답) 간의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value<0.01). 상관계수 또한 80% 이상으로 매우 유사

한 기울기 패턴이 나타났다. 

T2, 4에서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t2에서는 p5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t4에서는 

Table 4. ANOVA analysis(CA vs. Error) (Continued) 

Task Section Correct 
answer 

Error 
(IA, NA) p-value

p1 3.48±1.61 10.11±4.91 0.000**

p2 3.31±1.49  8.91±4.19 0.000**

p3 3.19±1.52  8.99±4.13 0.000**

p4 3.18±1.49  8.83±4.05 0.000**

T3 

p5 3.11±1.40  8.78±3.49 0.000**

p1 3.12±1.83  7.35±4.00 0.001**

p2 2.77±1.43  6.29±3.41 0.001**

p3 2.71±1.39  5.89±3.05 0.001**

p4 2.82±1.47  6.05±3.24 0.001**

T4 

p5 2.64±1.43  6.52±3.64 0.000**

Table 5.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Correct and 
error reaction 

Incorrect and 
No answer 

Task Section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p1 0.966 0.000** 0.591 0.162 

p2 0.204 0.465 0.433 0.332 

p3 0.204 0.000** 0.498 0.255 

p4 0.969 0.000** 0.507 0.245 

T1

p5 0.953 0.000** 0.590 0.163 

p1 -0.077 0.778 0.613 0.079*

p2 -0.169 0.531 0.602 0.087*

p3 -0.109 0.689 0.539 0.135 

p4 -0.063 0.816 0.698 0.036*

T2

p5 0.034 0.900 0.738 0.023*

p1 0.888 0.000** -0.046 0.892 

p2 0.791 0.000** -0.151 0.658 

p3 0.949 0.000** -0.213 0.530 

p4 0.884 0.000** -0.168 0.621 

T3

p5 0.825 0.000** 0.001 0.997 

p1 -0.115 0.682 0.145 0.732 

p2 0.110 0.697 0.049 0.909 

p3 -0.145 0.605 0.186 0.660 

p4 -0.238 0.392 0.252 0.546 

T4

p5 -0.201 0.474 0.152 0.720 Figure 8. Average of absolute beta power spectrum 
(Incorrect-Answer vs. No-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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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를 제외한 구간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

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류 간(오답 vs. 무응답) 비교에

서는 스펙트럼 분석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오답과 무응답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t3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아래 Figure 9은 분석 사례로 정상 직무를 수행한 경우

(실선)와 오류가 발생된 직무(점선) 분석 결과, 4구간에서 

5구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교차하는 패턴이 발생함을 확

인할 수 있다. 

구간 내 천이 분석 결과 

Figure 6에서 정의된 다섯 구간을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구

간을 재 정의한다. 직무 수행 전 안정 상태에서 측정한 뇌파

(p0)와 직무 수행 중에 측정한 첫 번째 구간(p1)의 천이 값

으로 p0-1, 다음 구간으로 p1-2, p2-3, p3-4, p4-5로 

정의하여 각각 구간의 변화량을 데이터로 활용, 분석하였다. 

수행 결과 별 베타파 절대 파워 스펙트럼의 천이 분석 결

과, 공통적으로 모든 직무에서 첫 번째 구간의 천이 값이 약 

70% 이상으로 다른 구간 천이보다 높은 값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안정뇌파상태에서 자극 제시 후 뇌파 값이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직무 별 분석 결과로는 t1에서는 p0-1, p1-2, p4-5 

구간에서 정답이 오류(오답, 무응답)에 비해 높은 천이 값을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2에서는 

p0-1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오류가 정답에 비해 높

은 천이 값을 나타냈으며, p3-4구간에서는 p-value<0.01 

이하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T4 역시 거의 모든 

구간에서 오류의 천이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10). 

오류 유형별(오답과 무응답) 분석에서는 공통적으로 p0-1 

구간에서 천이 값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에 따라 task 1과 2에서는 무응답이 오답보다 높은 값

을 보였으며, task 3와 4는 오답이 무응답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뇌파의 패턴 크기 분석 결과 각 구간 중 첫 번째 천이 구

간이 인적오류 가능성 검출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되며, 인적오류 검출을 위한 회귀 분석에서는 첫 번째 

천이 구간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정답과 오류 간에서는 모든 직무에서 유의한 차이

를 가지지만 결정계수 R2 값이 50% 미만을 보임으로써 첫 

번째 천이 구간만으로는 인적오류 가능성 검출 확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류 유형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6에서는 앞서 수행된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구간 별 

인적오류 검출 확률을 도출하였다. 구간 별 유의수준 95%

에서 유의한 차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관계수가 높지 않았

다. 연산 직무(t3)에서 가장 높은 오류가 발생한 것과 동일

하게 검출 확률이 약 48%로 첫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

며, t2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 뇌파 맵핑 분석 결과 

베타파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 후 직무 시작부터 반응까지

의 직무 처리 시간 흐름에 따른 맵핑 결과는 Table 7과 같

Table 6. The detection probability of each section in tasks 

Prob.(%) P0-1 P1-2 P2-3 P3-4 P4-5 

T1 22.9  2.0  1.4  0.2  2.6 

T2 12.4  0.3  1.7 20.3  8.9 

T3 48.0 14.2  8.3  6.9  0.5 

T4 18.3  4.3 21.7  3.8 11.6 

Figure 9. An analysis sample graph 

Correct Answer
Error Reactionβ frequency rate 

Task Processing Time 

Variation of β frequency in five section 

Figure 10. The variation value of the frequency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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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맵핑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실험자들의 뇌활성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베타파 주파수의 뇌활성도가 정답인 경우

와 오류가 발생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에서는 베타파의 활성도가 p2와 p3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오류가 발생된 직무에서는 직무 시작보다 반응에 가

까울수록 뇌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무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 압박 및 피실험자의 업무 수행 실패가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른쪽 전두엽에서 뇌활성도가 직무 시간 이후 오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높아 보이며 p5 구간에서 가장 넓은 분포

를 보인다. 무응답에서의 활성도 수준은 오답과 비슷한 양상

을 보인다. 단, 정답에서는 활성도가 높아지다가 p4 이후 감

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Conclusion and Discussion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앞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인적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

로 EEG 기반한 실험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디지털 기기 사

용에 따른 사용자 반응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리학적 실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인간의 인지적 오류

에 기반한 인적오류를 검출하였다. 뇌파 데이터 중 인적오류

를 확인 및 검출을 위하여 총 세 가지 접근 방법(주파수 파

워 스펙트럼 분석, 직무 수행 구간 분석, 맵핑)으로 분석했다. 

첫째,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 결과, 상대/절대 주파수 중 절

대 베타파의 주파수 파워 스펙트럼 결과에서 유의한 결과값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무 수행 결과 정답인 경우와 오류

(오답과 무응답)인 경우 피실험자들의 뇌파 변화 양상이 두

드러지게 다른 경향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가

지 오류 유형(오답과 무응답) 분석 결과 무응답에서의 주파

수 스펙트럼 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 압박에 따른 

실험 설계 상 직무 종료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실험자가 오답을 스스로 인식하

는 것보다 무응답이 우선적인 것으로 발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구간 분석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정의한 5개 구간에서

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분석하여 기울기의 패턴을 분석하였

다. 정답과 오류 그래프에서 실험 직무 중 t2, t4 직무에서 

대부분의 구간이 반대 즉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한 것과 비교하여 오류를 범한 직

무에서의 독특한 뇌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90% 이상

의 유의수준에서의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지만 최소 20%

에서 최대 70%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구간 분석에서는 그래프 패턴 분석 이외에 증감율 천이를 

비교하였으며 회귀 분석을 통해 각 직무 구간 별 인적오류 

검출율을 추정할 수 있었다. 구간 별 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나 검출 확률은 구간마다 차이가 있으

며 적게는 3%에서 최대 48% 정도의 검출 확률로 인적오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뇌활성도를 확인하는 맵핑 결과에서는 정성적인 결과로써 

직무가 수행되는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일정 시간 간격 

데이터를 도출했다. 정상 직무를 수행한 것과 오류에서 오른

쪽 뇌활성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직

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좀 더 객관

적인 데이터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산업과 같은 대형 체계의 고신뢰도 산업에서의 인

적오류 분석 방법 중 정성적 실험 접근 방법의 중요성이 다

시 부각되고 있으나 검출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

속되고 있다(Fedota and Parasuraman,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

용에 따른 새로운 인적오류 유형의 사용자 반응에 대한 연구

를 지속하고 있으며 다양한 뇌파 분석 방법 중 인적오류 검

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고 확률적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이

는 추후 원전 디지털화의 안정성 평가 및 인간공학적 설계 

검증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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