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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ttributing factors influencing team performance. Background: 

Technically, it is necessary that operators adapt themselves to computerized and advanced techniques to operate the main 
control rooms safely in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The more main control rooms are digitalized, the more important for 

operators to have high team performance it is. Method: This paper analyzes team process through literatures review and 

elicits team performance shaping factor. Especiall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licit communication using common 
team performance shaping factors. Results: This study has found communication through team performance shaping factors 

in Main Control Room of the SMART. Conclusion: This paper can offer a starting point for team communication, which 

can use team performance shaping factor framework that are emerging in these new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 As a 
result, I expect that the evaluation communication for MCR operator's team performance will lead the operating techniques 

in nuclear power industry inter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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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최근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주제어실

(이하 MCR)은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되어 아날로그 기반의 

기존 제어실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MCR 운전원은 팀 단위

로 발전소 상태를 감시(monitoring)하면서 발전소가 안전하

게 발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제어(control)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컴퓨터 기반의 첨단 MCR의 경우, 발전소의 

상태변수를 정보표시장치(예, LDP, FPD 등)를 통해 감시

하고 전산화된 입력장치(예,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 등)

를 통해 제어하는 인지적 직무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MCR에

서 개인적 수행도는 향상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팀 수행도

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Gaddy & Wachtel, 1992; Sebok, 

2000). 

팀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핵심 

요인으로 팀워크(teamwork)를 들 수 있는데(Hoegl & 

Gemuenden, 2001), 의사소통(communication) 없이는 팀

워크를 형성하기 어렵다. Hoegl & Gemuenden(2001)은 

팀원간 상호작용, 즉 팀워크간 의사소통, 조정 활동, 팀원의 

균등한 기여, 상호 지원, 노력, 응집력의 여섯 가지 측면으

로 구성되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팀원간 의사소통

으로 의사소통 빈도와 시간, 구조, 비공식성, 개방성 등을 중

요한 특성으로 보았다.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항공, 의료, 원자력 분야 등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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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산업에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

요하다. 항공 분야의 ASRS(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의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 사고의 70%가 잘못된 의

사소통 문제로 야기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Bowers et al. 

(1995)은 의사소통과 직무 수행도와의 관계성을 연구하였

고, Visciola & Armando(1992)는 자동화된 비행시뮬레이

터에 필요한 조종사들의 인식과 의사소통 연구를 기반으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및 훈련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Kanki & Lozito(1989)는 팀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특성을 조사하고 이는 잘 훈련된 Shared Mental Model이 

형성된 팀의 경우에 팀워크와 직무 수행도가 높다는 등 항공 

산업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팀워크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작업자들간 정

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최근 원자력 산업을 

비롯하여 항공 분야에서 항공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의사

소통 오류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원전 MCR 운전원의 팀 수행도 향상

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팀 수행도 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의

사소통 유형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노력하였다. 

2. Contents of Study 

2.1 Team performance 

인적오류에 대한 조직적 관점은 팀(team) 단위 직무 수행

이 증가함에 따라 팀 오류(team errors)에 대한 관심을 갖

게 되었다. 팀 수행도(team performance)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팀 수행도 연구는 투입

(Input) → 프로세스(Process) → 산출(Output)의 이론적 틀

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Figure 1 참조), 프로세스를 

구성원이나 팀, 조직의 특성과 팀 특성을 매개하는 메커니즘

으로 보고 있다(Mathieu and Zaccaro, 2001). 여기서 매개

체는 팀원들간의 의사소통, 리더십 등을 말하며, 이러한 요

소를 팀 기술(team skills) 혹은 팀워크(teamworks) 요소

라 한다. 팀 기술은 팀 수행도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팀의 기능(functions)과 관련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팀 프로세스가 팀 수행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해 왔지만, 팀 프로세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 팀에 관해 기존의 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팀 프로세스 개념들은 아래와 같다. 

 

• Cohen and Bailey(1997): 팀 프로세스를 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상호갈등과 같은 상호

작용으로 정의 

• Mathieu and Zaccaro(2001): 팀 프로세스를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하도록 직무를 조직화하는 활동을 통해 투입 요

소를 성과로 전환하는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적인 행동으로 

정의 

• Hogel and Gemuenden(2001): 팀워크(teamwork) 개

념을 제안, 팀워크는 팀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팀 내 상

호작용, 즉 팀워크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협업

(coordination), 직무할당(balance of member contri- 

bution), 상호 지원(mutual support), 응집성(cohesion)

으로 구분하여 제시, 높은 수준의 팀워크는 팀 내 활동의 

효과성 및 효용성을 촉진 

• Campion(1993): 팀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를 의사소통, 

사회적 지원, 과업 분담, 협력, 잠재적 효능(potency)으로 

정의, 팀원과 리더로 구성된 80개의 팀을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이러한 팀 프로세스가 생산성, 팀원 만족, 팀 효과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 Werner(2001): 팀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로 의사소통, 사

회적 지원, 과업 분담, 과업 관련 요소와 팀 구조를 고려하

여 107개 대학생 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 결과변

수로 팀 만족과 팀에 대한 교수 평가를 보았는데, 팀 구조

(team structure), 팀 정신(team spirit)은 팀 만족과 교수 

평가에 긍정적 

2.2 Factors of team performance 

팀 수행도 이론 연구와 팀 수행도 사례분석을 통해 항공, 

군수, 의료 등의 산업에서 팀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팀 수행도 연

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팀 수행도 요인들이다. 

 

• Helmreich et al.(1990): 팀 의사소통, 상황인식, 업무협

조의사결정, 비상 대응, 자기관리 

• Smith, Kend(1963): 융통성, 업무협조, 의사결정, 리더십 

Input → 
Team 

Process 
→ Output 

        

•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 Crew composition 
• Task environment 

 
 
 

 

• Co-operation 
• Knowledge 

exchange 
•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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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afety 
• Efficiency 
•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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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l of tea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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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mster et al.(1994): 상황인식, 융통성, 업무협조, 자기

관리 

• Dutra et al.(1995): 상황인식, 업무협조, 자기관리 

• Cannon-Bowers et al.(1995): 융통성, 상황인식의 공유, 

수행도 감시 및 피드백, 리더십 및 팀 운영, 상호관계, 조정, 

의사소통, 의사결정 

• Fowlkes et al.(1994): 의사소통, 상황인식, 융통성, 의사

결정, 리더십 

• Baker(2004): 상황인식 

• Watts, Monk(2000): 의사소통, 업무협조 

• Salmon et al.(2005): 업무협조, 자기관리 

• Bower(1998): 자기관리 

• Klein(2000): 상황인식, 위험관리 

• Cohen, Bailey(1997): 업무협조, 혁신 

• Hogel, Gemuenden(2001): 조정, 의사소통, 업무협조, 리

더십, 과업조정, 노력, 응집성 

• Galdstein(1984): 의사소통, 지원, 갈등 경계관리 

• Campion(1993): 의사소통, 지원, 업무협조, 비상대응, 

권위 

• Werner(2001): 의사소통, 업무협조, 팀 구성, 팀 정신 

• Cacciabue(2004): 위험관리 

 

팀 수행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팀 수행도 

에 영향을 주는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Table 1 참조), 지원

(support)과 조정(coordination)과 같은 유사한 요인을 통

합하였다. 또한 팀 수행도 요인들과 국내 원전 운전원의 팀 

Table 1. Factors of team performance 

Factors of team performance 
Study 

Communication
Situational 
awareness Adaptability Cooperation

Risk 
management

Decision
making

Emergency 
response 

Self 
management Leadership

Helmreich et al., 
1990 

○ ○  ○  ○ ○ ○  

Smith, Kendall, 
1963 

  ○ ○  ○   ○ 

Seamster et al., 
1994  ○ ○ ○    ○  

Dutra et al., 
1995  ○  ○    ○  

Cannon-Bowers 
et al., 1995 

○ ○ ○ ○  ○    

Fowlkes et al., 
1994 ○ ○ ○   ○   ○ 

Baker, 2004  ○        

Watts, Monk, 
2000 

○   ○      

Salmon et al., 
2005    ○    ○  

Bower, 1998        ○  

Klein, 2000  ○   ○     

Cohen, Bailey, 
1997    ○      

Hogel, 
Gemuenden, 
2001 

○   ○    ○ ○ 

Campion, 1993 ○   ○   ○   

Werner, 2001 ○   ○      

Cacciabue, 2004     ○     

Galdstein, 1984 ○         

계 8 7 4 11 2 4 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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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특성과의 관련성을 국내 원전 운전전문가 2인을 대상

으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검토되

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팀 수행도 요

인으로 도출하였다. 

 

• 의사소통(communication): 아이디어나 정보의 교환 혹은 

지시 등의 메시지를 혼란 없이 다른 팀원에게 전달 등 

• 팀 상황인식(team situational awareness): 예상되는 위

험 요소를 팀원이 공동으로 인지, 잠재된 위험을 유용한 정

보로부터 발견, 그리고 일정 시공간에서 팀원들의 이해와 

예측을 공유할 수 있는 인지 요소 등 

• 융통성(adaptability):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대안선택 

과정, 적절한 행동의 변화, 그리고 어떠한 압력 하에서 건

설적인 행위를 유지하는 등의 융통성 등 

• 업무협조(cooperation): 팀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

여 직무를 수행하고 다른 팀원의 수행 직무를 관찰 및 피

드백하여 팀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때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부하를 공유하여 팀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팀원을 돕는 행위 등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결정에 대한 대응, 질문에 대응하거나 대처하는 적극성, 그

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합리적 대응 등 

• 의사결정(decision making): 행위 과정을 선택, 그 의사결

정을 수행,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물을 평가하는 과정 등 

• 비상 대응(emergency response): 위험의 평가, 감각적이

고 즉각적인 판단력, 그리고 안전 대응 등 

• 자기관리(self management): 피로, 시간적 압박,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난제 등을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 특정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 

• 리더십(leadership):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팀원의 생각이

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의 아이디어나 행위 등 

2.3 Communication 

2.2절의 Table 1과 같이 도출된 9개의 팀 수행도 요인 

중 높은 빈도로 도출된 업무협조와 의사소통 중 특히 의사소

통은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일반적

인 '정보의 전달이나 교환' 혹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서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의미 생성의 과정', '행동 변화의 

과정'으로 개념이 확장될 수 있다. 다음은 의사소통의 요소

이다. 

 

• 메시지 전달자, 매체, 그리고 메시지 수령자로 연결된 의사

소통 과정 

• 의사소통 과정의 목적 

• 의사소통 과정에 사용되어지는 언어 

• 의사소통 맥락(context) 

• 개인적인 요소 

 

Coury와 Terranova(1991)은 팀 의사소통은 협조적인 

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의사

소통의 내용, 의사소통 기술 및 능력,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의사소통에 표현되는 양식의 효과 등이 팀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혔다. 

항공 운항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조종팀원간이나 

조종사와 관제사간 의사소통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의사

소통 방법과 단어의 사용까지 표준화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국내외 항공 산업을 비롯한 원자력 산업에서 의사

소통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국내외 연

구 분야가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Svensson과 Andersson(2006)은 공군 조종사의 팀 수

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음성 언어행위(speech acts)와 의사

소통 문제(communication problems)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음성 언어 행위와 의사소통

의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며, 이들은 팀 수행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는 1978년에서 1990년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37건의 주

요 사고를 분석하여 총 302건의 오류를 분류하였고, 평균 

8,162건의 오류가 발생하였다(NTSB, 1994). 이를 주 오류

(8가지)와 부수적 오류(1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부적절한 

정보 혹은 정확한 정보 전달의 실패나 부적절한 정보제공으

로 인한 오류가 사고의 주 오류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러한 정보 전달의 오류 유형이다. 

 

• 메시지 전달의 실수 

• 언어의 문제 

• 메시지 수령자의 실수 

• 전달 매체의 문제 

 

팀원간의 상호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사회

적 요인, 지각적 요인, 조직/구조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조직 구조가 지나치게 구조화되

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속도가 느려지고 잡음(noise)

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려 조직의 유

효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게 된다(Baik Ki Bok, 2000). 

현재 많은 연구들에서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 팀원의 수

행도 향상과 긍정적인 조직 결과물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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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Argenti, 1998; Goris, 2000). 그리고 리더에게 

있어 특히 의사소통은 중요한 요소인데(Harris, 1998), 리

더의 핵심 요소인 비전(Larwood et al., 1995)을 잘 전파

하기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팀 의사소통과 팀 수행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anki 등(1989)은 팀 의사소통 프로토콜이 표준화되어 있

는 경우, 팀 직무의 조절 및 협조가 향상되나 표준화된 프로

토콜이 없는 경우, 팀 수행도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

다. Kawano et al.(1991)은 원전 운전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을 통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팀 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Kanki and Foushee(1989)와 Bowers et al.(1995)은 

항공 분야에서의 의사소통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식별: 화자 혹은 청자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

시켜 주는 내용 

• 예의: 인사나 감사 혹은 예의를 갖추는 표현 

• 지시: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하는 명령 

• 권고/통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 요청: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 

• 수신 표시: 상대방으로부터의 지시, 권고, 요청을 수신했음

을 확인해 주는 반응의 메시지 

• 기타: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메시지 

• 주석: 의사소통의 내용 분류자가 추가한 메시지 

 

또한 Kettunen and Pyy(2000)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의사소통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명령: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할당 

• 수신 표시: 메시지를 받았음에 대해 확인해 주는 반응 

• 질의: 정보를 요구하는 잘 정의된 요청 

• 응답: 수신 표시 이외의 반응을 요구하거나 정보를 요구하

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메시지 

• 관찰: 다른 사람의 주의를 특정한 방향으로 환기시키기 위

해 언급하는 관찰의 내용 

• 제안: 특정한 행위나 생각을 하도록 추천하는 메시지 

• 의도: 자신의 의도를 공표하는 메시지 

• 격려: 다른 사람에게 단체 정신 함양 또는 북돋우는 메시지 

• 직무 무관: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의 메시지 

• 기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메시지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언어분류 체계만 제시하였을 뿐 표준

화된 프로토콜을 제안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Min Dai Whan (2004) 연구에서 응답을 응답

(확인)과 응답(보고)로 세분화하고 호출 및 판단을 추가하

였다. 

본 연구는 사전 수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SMART에 적용

하여 운전팀의 의사소통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 Case study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SMART용 비상운전지

침서를 대상으로 팀 수행도 분석을 위해 먼저 수행 직무를 

분석하였다. 직무분석은 계층적 직무분석(Hierarchical Task 

Analysis: HTA) 기법을 활용하였다. 도출된 직무를 대상으

로 SMART MCR 운전원의 직무를 NUREG-0711(Rev. 

2)에서 제시한 직무 요건(task consideration) 아홉 가지를 

기준(Table 2 참조)으로 하여 세분화하였다. HTA의 결과인 

세부 직무에 대해 직무 요건을 정의하는 작업은 SMART 계

통 설계자, MMI 설계자, 인간공학 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행되었다. 

3.1 An analysis with task considerations 

NUREG-0711(Rev. 2)에 따라 운전원의 발전소 운전 

Table 2. Task considerations 

No. Type Example 

1 Information 
Feedback needed to indicate adequacy of
actions taken 

2 Decision making Decisions type(relative, absolute) 

3 Response 
Type of action to be taken(verify, ensure, 
operate, perform, control) 

4 Communication
Personnel communication for monitoring 
information or control 

5 Workload 
• Cognitive 
• Physical 

6 Task support 
• Job aids or reference materials needed
• Tools and equipment needed 

7 
Workplace 

factors 
Typical and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lighting, temp, noise

8 
Situational and 
performance 

shaping factors 

• Stress 
• Reduced manning 

9 
Hazard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of hazard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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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요건을 구분한 결과, 의사결정(절대적(absolute), 상

대적(relative))/직무 대응(단순 확인(verify), 지속적 확인

(ensure), 단순 조치(operate), 지속적 조치(perform), 조

건 조치(control))/의사소통(정보 요청 및 피드백(inquiry & 

feedback), 제어 요청 및 피드백(manipulation & feed- 

back), 보고 및 피드백(reply & feedback)) 등 세 가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직무 요건의 조합으로 

총 40가지의 직무 수행 유형(상대적-단순 확인 직무-정

보 요청 및 피드백, 상대적-지속적 확인 직무-정보 요청 

및 피드백/보고 및 피드백, 절대적-조건 조치 직무-정보 요

청 및 피드백/제어 요청 및 피드백/보고 및 피드백)이 가능

하다. 전체 비상 운전 직무는 총 40가지의 직무 수행 유형 

중 12가지 유형의 직무 수행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비상 운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각각의 세부 직무는 각각의 직무 요건(의사결정, 직무 대응, 

의사소통)의 조합에 따라 12가지 직무 수행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의사결정' 및 '직무 대응'의 팀 수행도 요인에 대

해서는 추후 연구로 진행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의사소통을 

A와 B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는 정보감시를 위한 운전

원간의 의사소통과 화면 MMI와 운전원간의 Interaction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 의사소통 A: 세부 직무로 분해된 해당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전원간의 의사소통의 형태를 구분(운전원

은 직무 수행을 위해 정보를 요청, 특정 기기의 제어를 요

청, 정보 및 제어 요청에 대한 보고 활동). 

• 의사소통 B: 세부 직무로 분해된 해당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와의 의사소통 형태를 구분(의사소통 B

에는 확인을 위한 감시, 조작을 위한 제어, 지속적인 확인

을 위한 경계 활동이 포함). 

 

의사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정보 요청, 

제어 요청을 포함한다. 보고 활동에는 그에 대한 반응(피드

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의사소통 A는 일반적으로 정

보 요청 및 피드백, 제어 요청 및 피드백, 보고 및 피드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직무 요건을 분석한 결과, 정보 요청 

및 피드백, 정보 요청 및 피드백/보고 및 피드백, 제어 요청 

및 피드백/보고 및 피드백, 정보 요청 및 피드백/제어 요청 

및 피드백/보고 및 피드백 이상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이 가

능하였다. 

Table 3은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 절차서 단계 4의 '가

압기압력이[안전주입작동신호설정치] 미만이면, 신호가 모

두 동작하였는지 확인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직무와 세

부 직무에서 요구되는 직무 요건을 분석한 것이다. 

세부 직무인 '4.1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동작되었는지 확인

한다.'는 '절대적 의사결정 및 단순 확인' 직무이며, '정보 요청 

및 피드백'과 '보고 및 피드백' 등의 SMART 운전원간 의사

소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SMART 운전원 의사소통 직무 요건을 Kettunen 

and Pyy(2000)의 언어행위 분류체계에 따라 SMART 의

사소통 직무 요건을 대입시켜 보면 '정보 요청 → 질의', '제어 

요청 → 명령', '피드백 → 수신 표시', '보고 → 응답'으로 대응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팀 수행도 이론 연구를 통해 팀 수행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 중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SMART 운전원

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표준화된 의사소

통 프로토콜을 확립 후 추후 연구를 통해 SMART 운전원의 

의사소통 효율성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의사소통으로 인한 

인적오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팀 수행도를 높여 운전원 인

적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3. Examples of task considerations 

Task considerations 
Sub task Decision

making
Response Communication 

4.1 Verify a SIAS is 
actuated. 

Absolute Verify 
• Inquiry & feedback
• Reply & feedback

4.1.1 Verify at least 
minimum SI flow 
within [SI flow 
delivery curves]. 

Absolute Verify 
• Inquiry & feedback
• Reply & feedback

4.1.1.1 Ensure 
electrical power to SI 
pumps and valves. 

Absolute Operate 
• Manipulation & 

feedback 
• Reply & feedback

4.1.1.2 Ensure correct 
SI valve lineup. 

Absolute Operate 
• Manipulation & 

feedback 
• Reply & feedback

4.1.1.3 Ensure 
operation of necessary 
auxiliary systems. 

Absolute Operate 
• Manipulation & 

feedback 
• Reply & feedback

4.1.1.4 Start additional 
SI pumps as needed 
until SI flow is within 
[SI flow delivery 
curves]. 

Relative Control 

• Inquiry & feedback
• Manipulation & 

feedback 
• Reply & feedback

4.1.2 Start idle 
charging pumps 

Absolute Operate 
• Manipulation & 

feedback 
• Reply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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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본 연구는 팀 수행도 향상을 위해, 첫째로 팀 수행도와 관

련한 이론 연구를 통해 팀 프로세스(process)를 분석하고 

팀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로 팀 

수행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팀 수행도에 영향

을 주는 공통 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팀 수행도 공통 요소 

중 의사소통에 대한 기초 연구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SMART용 비상운전지침서 중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 절

차서를 대상으로 직무를 세분화하고 의사소통 직무 요건에 

따라 정보 요청 및 피드백, 정보 요청 및 피드백/보고 및 피

드백, 제어 요청 및 피드백/보고 및 피드백, 정보 요청 및 피

드백/제어 요청 및 피드백/보고 및 피드백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국내외 원전 산업의 경우, 팀 직무에 대한 기존 연구

의 부족으로 보다 정밀한 팀 직무 행위에 대한 정의가 어려

웠다. SMART와 같은 첨단 MCR 운전 직무의 경우, 팀 직

무뿐만 아니라 개인 직무분석 결과조차도 아직 활용할 수 

없는 단계이다. 따라서 주요 비상 운전 직무에 대한 개인 직

무 및 팀 직무분석이 선행된 이후에 팀 행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의사소통만을 연구 대

상으로 보았지만 팀 수행도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된 

나머지 8개의 요인의 추가 평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 시나리오별 팀 수행도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팀 수행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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