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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aining requirements of new nuclear power plant by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Background: The design of instrumental and control systems for New NPP is applied fully digitalized 

systems. For example, soft-control, large display panels(LDP), and an advanced alarm system were applied to the APR-1400 

or SMART. Method: The NUREG-0711 and international guideline of training program was analyzed from the following 

four phases of SAT(Systemic Approach to Training):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Results: To identify the requirement of training program, 'Feedback' phase was considered and each phase of SAT was 

classified. Conclusion: A more systematic requirement of training program is needed which considers the computerized 

system was applied to the new NPP.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e publishing can be useful for standardization of the 

systematic training program for the operators of 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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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국내 원자력법 제91조에서는 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정교육을 이수

하고 면허자의 지시나 감독 하에 원자로의 운전이 부분적으

로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발전용 원자로나 10MW 열출력 

이상의 연구용 원자로 면허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

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제어실 운전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설비, 절차서, 그리고 규제 등의 변경사항을 습득

하도록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교육은 연 3회, 회당 3주

간(114시간) 실시되고 있으며, 강의, 토의, 실습, 그리고 기

타 교육방법으로 원자력교육원과 각 원전 본부 교육훈련 센

터에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훈련은 주제어실의 상황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주제어실

의 상황은 정상(Normal), 비정상(Abnormal), 그리고 비

상(Emergent) 상황으로 구분되며, 상황별 진단, 조치방법, 

그리고 조치절차 등에 대한 실무교육이 주가 된다.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훈련은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

(Knowledge, Skill, Abilities; KSAs) 위주의 교육으로 특

정 훈련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향상되나, 예상치 못한 인적 

오류(Human Errors)를 예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내 원전 운영사는 미국 INPO(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에서 개발한 HPES(Human Perfor- 

mance Enhancement System)를 한국형 인적 오류 사례 

분석시스템(K-HPES)으로 개발하였다. K-HPES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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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이 있는 사고근접 사례(Near Miss)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웹(Web) 기반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사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건의 원인 추적성을 높

이고 있다. 또한 국내 원전 운영사는 인적 오류 예방도구(예, 

인적 행위 관련 신규절차서)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인적 오류 예방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원 교육훈련

은 각 해당 업무에 대한 체계적 절차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수행되고 있다(Lee, D.H., 

et al., 2007).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SAT(Systematic Approaches to Training) 기법을 적용하

여 운전원의 직무에 따른 교육훈련의 필요성, 요구사항, 계

획, 이행, 그리고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적용

하는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KINS, 2007).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UAE 원전에 수출하기

로 결정된 3세대 원전 모델인 APR-1400이나 표준 설계인

가를 획득한 중소형 원자로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주제어실(Main Control 

Room; MCR)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전원 개인용 워크스테

이션 시스템(Workstation Display System; WDS)으로 기

존 수직 제어반에 해당하는 대형정보패널(Large Display 

Panel; LDP), 터치스크린(Touch Screen)을 이용한 소프트

제어기(Soft Control), 첨단 경보시스템(Advanced Alarm 

System) 등 최신의 설비를 적용하여 설계된다. 이러한 첨

단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계통(Man-Machine Interface 

System; MMIS)의 설계는 운전원들이 직접 제어기기로 이

동하여 확인하고 조작하였던 기존 가동 중 원전 MCR 구성

과는 전혀 다른 운전 환경을 갖는다. 이는 주제어실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파라미터들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활동, 

각 절차 단계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 그리고 연속적인 단계

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억 활동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인지

적 활동을 운전원에게 요구하고 있다(NUREG/CR 6634).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 개념이 진화한 국

내 신규 원전 주제어실 운전원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정

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을 선별하는데 있다. 도출된 교육

훈련 요건은 신규 원전을 건설한 후 운영이 가능한 교육훈련

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적 오류로 인한 사건/사고를 저

감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훈

련 프로그램은 국내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 

시 운영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NUREG-0711을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

그램 개발 요건에서 CFR 및 국제기준을 참조하여 교육훈련 

개발을 위한 요소들을 비교 및 분석하여 신규 발전소 운영을 

위한 운전원 교육훈련 요건을 제시한다. 

2. Training Requirements 

2.1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10.C.F.R. Part 50에서는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인·허가

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허가심사에 필

요한 허가 신청자료의 제출을 규정하면서 제출자료와 연관

된 기술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CFR에서는 교육훈련은 직무

와 업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수행이 가능하며, 훈련에 따

른 직무/업무 수행도를 예측한 결과로부터 학습목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목표에 기반한 

훈련 설계 및 시행을 통해 훈련 중 훈련생의 학습목표에 대

한 숙련도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직무 환경에서 훈련을 받

은 직원의 수행도를 기반으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훈련 프

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간공학 분석 결

과가 학습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 인허가 근거 

• 운전 경험 검토 

• 기능 분석 및 할당 

• 직무 분석 

• 인적 신뢰도 분석 

• MMI 설계 

• 발전소 절차서 

•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2.2 NUREG-0711 

NUREG에서는 신규 발전소 인가 신청에 대한 인간공학 

규제 요건과 관련하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들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 수행되는 직무 및 작업의 체계적인 분석 

• 훈련 후 수행도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할 학습목표 

개발 

• 학습목표에 근거한 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 

• 훈련기간 중 피 훈련자의 학습목표 성취도 평가 

• 현장투입 후 피 훈련자의 수행도에 근거한 훈련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또한, 훈련 프로그램은 직무 분석 및 인간 신뢰도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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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근거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훈련 범위를 결정하는데 다

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 훈련자 범주(예: 발전부장, 원자로 운전원 등) 

• 발전소 조건(예: 정상, 비상 등) 

• 종사자 업무(예: 운전, 유지 및 보수, 시험 등) 

• 인간-시스템연계 설비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직과 

구성원의 자격 등은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하며, 훈련 프로

그램 이행에 활용되는 설비 또한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의 학습목표는 운전원 직무 관련 지식 및 숙

련기술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훈련생에게 요구되

는 다음과 같은 성취도 관련 분석에 근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인허가 관련 문서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절차

서 등 

• 운전 경험 검토 - 선행훈련 프로그램의 미비점 및 긍정

적 측면 등 

• 기능 요건 분석 및 기능할당 - 새로운 기능 혹은 기능 

변경 등 

• 직무 분석 - 협업, 높은 작업부하, 특별한 숙련기술 등이 

수반되는 직무 

• 인간신뢰도 분석 -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행위와 인적 오류 방지 및 사고 

완화를 위한 운전원간 역할 조정 

• 인간-시스템연계 설계 - 운전원의 선행지식 및 예상과 

불일치 할 수 있는 설계 특성 

• 절차서 개발 - 발전소 안전과 관련하여 대폭 개정된 절

차 단계 

•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 확인 및 검증과정에서 규명된 

인간-시스템연계 및 운전원 수행도 관련 현안 

 

훈련 프로그램 내용에는 사실적 지식, 숙련기술, 의사결정 

규칙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피 훈련자가 습득한 

내용을 실제 작업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

조화되어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에는 피 훈련자의 성취도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을 정의해야 하며,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 대한 훈련은, 변경사항 관련 지식 및 숙련기술 습득의 필

요성을 분석하고, 이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

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훈련 프로그램 요건(예: 학습목표, 규제 요건 등) 

• 훈련 프로그램 내용(예: 훈련 시나리오, 훈련 일정 및 방

법 등) 

• 훈련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관리 절차(예: 피 훈련자 평

가, 훈련 프로그램 개선 등) 

2.3 IEEE 845 

IEEE 845 '원자력 발전소의 인간-시스템 수행도 평가에 

대한 지침'은 원자력 발전소의 시스템, 장비, 설비와 관련하

여 인간-시스템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평가기술을 기술하고 있으며, IEEE 1023과 같

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가동 및 유지에 접근한 통합시스

템에서의 적용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세기

술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기본 요건 

• 인간-시스템 수행도 측정 요건 

• 평가기술 요건 

 

특히, 평가기술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질문과 인터뷰, 실

측, 전문가 판단, 실험 등 수행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의 

장단점을 나열하고 있다. 

2.4 ANSI/ANS-3.1 

원자력 ANSI/ANS 3.1 '발전소 종사자의 선발, 자격, 그

리고 훈련'은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의 선발, 자격, 그리고 훈

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하고 효율

적인 운전에 적합한 운전 종사자원의 자격은 최소한의 교육, 

경력, 그리고 훈련 요구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제시하

고 있다. 

이 표준의 명시된 요건들은 시험, 이동성 장치, 그리고 연

구용 원자로들에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부서의 명칭 또는 

조직적인 직무의 책임을 규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각 관리 

조직은 조직 구조, 책임, 그리고 운영 기관 내 개인책임에 대

한 정의가 요구되어지며 자격 요건은 교육, 경험과 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에서 상세기술기준을 포

함하고 있다. 

 

• 기능수준과 책임할당 요건 

• 자격 요건 

• 선발 요건 

• 훈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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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훈련 요건"에서는 운전 조직원들의 자격은 훈련 프

로그램을 통해 발전되고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

으며, 객관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은 면허에 따른 능숙함과, 

기술적 설명서들과 적용 규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효율적

인 방법으로 능숙하게 실행하고 유지하는 적임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5 ANSI/ANS-3.5 

ANSI/ANS 3.5 '운전원의 훈련과 시험을 위한 원자력 발

전소 시뮬레이터'는 운전원의 훈련과 시험을 위해 원자력 발

전소 제어실의 시뮬레이터를 위한 전 범위의 기능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본 기준은 시뮬레이션과 수행도와 시뮬레

이션 제어실 계측기 및 제어기의 기능적인 능력의 정도를 규

정하고 있으며, 테스트, 모바일, 실험용 원자로와 미국 NRC 

허가를 받지 않은 원자로의 시뮬레이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며 다음과 같은 상세기술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 요구사항 

• 시뮬레이터 성능 요건 

• 시뮬레이션 범위 요건 

• 시뮬레이터 운영자 작업대 성능 요건 

 

평가 요건 

• 시뮬레이터 성능기준 요건 

• 시뮬레이션 범위 요건 

• 시뮬레이터 운영 장소 성능 요건 

• 시뮬레이터 평가 요건 

 

시뮬레이터 형상관리 요건 

• 설계기준 요건 

• 시뮬레이터 범위 개정 요건 

• 시뮬레이터 변화 통합 요건 

2.6 SAT 

교육훈련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교육훈

련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접근법(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SAT)'은 교육훈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실

용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원자력 교육훈련에서도 

'원자력발전요원의 훈련과 평가에 관한 IAEA 지침서'에서 

SAT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SAT는 훈련 프로그램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

한 방법들을 제공하며 개개인의 강사들에게 훈련자료와 훈

련기법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훈련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아울러 훈련생의 요구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또한 훈련생이 그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배운다는 확신을 배양해준다. 

SAT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여 훈

련과정을 분석, 설계, 개발, 수행 및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져

야 하며 평가는 미래에 수행하는 훈련 활동의 강화와 개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SAT를 바탕으로 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대상자들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며 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를 중요시하기 때

문에 훈련과정이 훈련목적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것이 가

능하다. SAT는 직무와 훈련 필요성 분석(Analysis of jobs 

and training needs),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Design of 

training programs), 훈련자료 및 교재 개발(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훈련과정의 수행(Implementation 

of training), 훈련 효과의 평가(Evaluation of training 

effectiveness) 등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Figure 1에 나

타내었다. 이 다섯 단계가 하나의 주기로 훈련과정의 개선 

활동이 수행됨과 함께 각 단계에 피드백(Feedback) 된다. 

직무와 관련된 분석 설계 개발 단계는 훈련 활동의 사전에 

수행되며 수행 단계는 훈련 활동 중에 이루어지고 마지막으

로 훈련 활동 후에는 평가 단계가 실행된다. 

SAT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부 요건들은 

본 연구의 교육훈련 요건 개발의 구성 요소로 활용하였다. 

 

 

Figure 1. The process of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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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교육훈련 요건 구성은 NUREG-0711을 기반으로 한 교

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요건에서 (1) SAT 체계에서 제시하

는 각 단계(분석, 설계, 개발, 수행, 평가)별 세부 요건으로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

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지만, 자세한 기술적 정보가 취약한 

"개정 및 보완(피드백)" 단계를 추가한 후, (3) NUREG-

0711의 교육훈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4) 도출

된 요건들의 부적합한 측면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통

해 수행되었다. 또한 교육훈련체계가 국내 원전 환경에 최적

화될 수 있도록 국내 원전 환경 요소를 요건 구성에 반영하

였다. 도출된 교육훈련 요건은 Table 1과 같으며, 요건 구성

을 위한 NUREG-0711의 요구사항과 SAT 체계 각 단계

별 관계도는 Figure 2와 같다. 

3.1 Analysis phase 

SAT의 첫 단계는 분석 단계로 기술담당자 과정책임자 강

사가 훈련시켜야 될 역량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훈련과정개

설에 관한 일반적인 필요성을 분석한다. 기술담당자는 훈련

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훈련생 자격을 결정한다. 이들도 마

찬가지로 예상 훈련생의 대한 구체적인 훈련 필요성과 과정

에서 얻어지는 역량을 도출한다. 

IAEA 훈련과정은 훈련과정으로부터 얻는 역량을 개발하

기 위해서 훈련생 중심으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훈련주제와 

친숙한 훈련생의 초기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

재료를 개발하는 사람은 훈련생 수준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훈련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훈련생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분석 단계에서 역량기술서와 세부과정개설 

필요성이 산출된다. 

첫째는 IAEA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종료했을 때 기술기

법 자세의 관점에서 훈련생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역량기

술서 목록으로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둘째는 그러한 강의

를 위한 세부훈련 필요성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세부훈련 

필요성은 훈련생 자격 요건과 과정 종료 후 개인이 취득하

는 역량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분석 단계에서 강사는 

IAEA가 제공하는 훈련주제와 일반적인 훈련 필요성을 검토

한다. 이것은 강사들이 강의해야 하는 세부훈련 필요성의 목

록을 작성하고 도출하기 위함이다. 도출된 훈련 필요성을 만

족시키기 위해 개발되는 역량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명백히 정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량은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야 한다. 이 역량기술서가 설계 단계의 

입력이다. 

3.2 Design phase 

설계 단계의 목적은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역량을 훈련목

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훈련목적이 논리적인 강의순서로 훈

련계획서에 포함되어지며 훈련생에게 필요한 재료들이 개발

된다. 

 

훈련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논리적 순서를 가진 훈련목적 목록(교과 내용) 

• 이러한 훈련목적을 만족시키는 훈련 방식 

Table 1. The requirement of systemic approach training 

1. Analysis phase 

1.1 Training needs analysis 

1.2 Job and task analysis 

1.3 Selecting tasks for training 

1.4 DIF analysis 

2. Design phase 

2.1 Selecting learning objectives 

2.2 Identifying learning objectives 

2.3 Establishing testing requirements 

2.4 Job performance measures 

2.5 Training program description 

3. Development phase 

3.1 Selecting training methods 

3.2 Developing lesson plans 

3.3 Developing training materials 

3.4 Demonstration 

4. Implementation phase 

4.1 Preparation training 

4.1 Operating training 

4.2 On-the-job training 

4.3 Learning effect evaluation 

4.5 Recording performance evaluations 

4.6 Reporting the results of evaluation 

5. Evaluation phase 

5.1 In-training evaluation 

5.2 Training impact measurement 

5.3 Training program audit 

6. Feedback and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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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시간 계획 

• 훈련생 자격기준 

• 훈련생 역량 시험 방법이나 시험 관련 서류 

• 훈련재료의 승인과 검토에 대한 책임 

• 훈련재료의 개발에 대한 책임 

• 훈련의 개발과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예측 

 

첫 단계는 역량을 측정 가능한 훈련목적으로 바꾸는 작업

으로 이 단계는 훈련생 입학 요건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러

한 요건은 훈련목적을 작성하는 수준을 결정한다. 이 단계의 

출력은 훈련계획서이며 훈련계획서는 훈련재료의 승인과 검

토가 포함된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필요한 책임을 도출하

는 것이다. 

사용될 교수기법은 훈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실연(데몬스트레이션) 

• 훈련생 실습 

• 케이스 스터디 

• 원탁 토의 

• 매개체에 의해 지원 받는 강의 

• 훈련생과 강사와의 상호 행동 강의 

• 역할 분담식 

• 시험 개인 과제물 팀 과제물 

• 문제풀이식이나 분석훈련의 복합식 

 

훈련 보조자료는 훈련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되

며 시청각 자료, 비디오테이프나 멀티미디어, 컴퓨터 등이 

사용된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훈련목적에 따른 훈련생 성취도를 측

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정의된다. 훈련생 시험은 훈련생이 

달성한 성취도를 훈련생에게 피드백하고 훈련과정의 효과성

을 평가하는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훈련생 역량

에 대한 시험은 훈련생이 성공적으로 마쳤는지 아닌지를 결

정할 수 있다. 

3.3 Development phase 

개발 단계의 목적은 훈련과정 수행에 필요한 훈련재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개발 단계에서 강의계획서 강사준비물 훈

련생 준비물이 개발된다. 강의계획서의 목적은 강의계획안을 

준비하고 강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강의계획서에 부분

적으로 포함된다. 

Figure 2. Mapping NUREG-0711 to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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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 훈련생 사전 시험 평가 

• 강의 지침(발표자료작성 지침, 시간 계획, 요점, 질문 등) 

• 강의에서 달성되는 훈련목적 

• 강의자료 

• 훈련생 역량 평가(시험 수행도 측정 등) 수행도 측정기

준과 시험답안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이동 가능한 시청각기기 

• 참고자료 

 

일반적으로 훈련생 배포자료는 각 훈련 활동을 위해 표준

화되어야 한다. 훈련생 배포자료는 유인물, 매뉴얼, 참고책자, 

기초 정보자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훈련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자료는 사용 전에 훈련

목적에 일치하고 기술적으로 정확하며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훈련재료는 실

제 사용에 앞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작은 그룹에 검증되어야 

한다. 기술담당자는 훈련에 필요한 훈련 시설과 도구의 현황

과 가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 훈련도구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현재 사용되는 것인가 

• 훈련도구가 훈련목적에 적절한가 

• 훈련도구가 훈련생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 훈련도구에 이질적인 재료가 들어 있지 않은가 

 

위와 같은 검토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기술담

당자와 과정책임자는 훈련자료의 사용의 검토와 승인에 책

임을 진다. 기술담당자나 과정책임자 둘 중 하나는 강사와 

검토현황에 대해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훈련재료의 변경은 

훈련과정 시작 전에 마쳐야 한다. 

3.4 Implementation phase 

훈련과정 수행은 이전 단계에서 개발된 훈련재료와 강의

계획서를 사용하여 훈련과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

서 훈련생들은 훈련과정을 종료하며 교과목이 내포하는 역

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서 훈련생들이 훈련과정에 

참가하도록 하는 조건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의 효

과성은 적절한 훈련 환경을 갖추는 것과 관련된다. 강의실이

나 실험실의 조명 냉난방 환기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 지도록 

해야 한다. 훈련지역 근처에 훈련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

가 활동 시설이 있으면 훈련과정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훈련생은 강사를 볼 수 있어야 하며 훈련생은 강의실에

서 적절한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수행 단계에서 분명하게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훈련과정 집행을 위해 강사의 준비사항 

• 훈련과정 집행(강의) 

• 훈련생 성과 평가 

 

교과목 모듈에 따라 강의가 수행되기 전에 강사들은 반드

시 전체 강의 내용을 검토해야 되며 특별한 주의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훈련재료에 어떤 변경

이 있으면 과정 시작 전에 종료해야 한다. 그리고 강사는 자

신의 조작해야 하는 훈련장비도 확인해야 한다. 강사는 필수

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 훈련목적을 언급해야 하며 강의 종

료 시 훈련목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좋은 교과 내용을 훈

련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강사는 그들의 강의가 전체 교과 

내용에 어떻게 적합한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강의는 분명하

고 간결하게 훈련생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예를 들

어 설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특히 그 예가 강의주제나 

직접 연결된 것이면 더욱 좋다. 훈련생의 관심과 주의를 강

의에 붙들어 두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토의를 활성화하여 훈련생들이 배우는 과정에 몰입한다. 

강사의 질문 사례 연구의 검토 그리고 훈련생 실습과 같

은 것들이 훈련생의 토의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된다. 

• 훈련생들이 역량 개발의 역할 분담이나 성과 측정에 참

여시킴으로써 배우는 과정에 몰입시킨다. 

• 강의의 중요한 것이 수업 중 언제 소개되는지 훈련생에

게 질문한다. 

• 실제 경험과 중요한 강의 주제를 연결시킨다. 

•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말한다. 

• 강의 시간은 적절하게 배분한다. 

• 수업 중 외부소음이나 제거한다. 

• 성취도를 인식시킨다. 

• 개인간에 훈련 그룹간에 협동을 활성화시킨다. 

 

훈련과정 진행 중이나 종료 시 훈련생 성과의 평가는 훈련

조정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평가는 훈련생이 훈련목적을 

달성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리고 훈련생이 훈

련과정에서 제공한 역량을 습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강사나 훈련과정 수행 주체에게 훈

련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주는 것이다. 훈련과

정 시작 시 수행하는 훈련생 사전 평가는 훈련전의 훈련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로부터 얻는 피드백 정보는 훈

련과정의 필요한 개선을 할 수 있게 한다. 평가의 목적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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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과정 시작 시 훈련생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훈련 

중 훈련생 성과와 진도는 자세히 관찰되고 지속적으로 관찰

되어야 한다. 진도 측정자료는 전형적인 시험 평가로도 할 

수 있고 매일의 토론 강의 중 질문 실습의 성과로도 할 수 

있다. 훈련생 성과 측정은 각 과목별로 규칙적으로 할 수 있

고 훈련과정 종료 시에도 할 수 있다. 평가일정은 훈련생에

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시험 내용은 설계 단계에

서 추출한 훈련목적으로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시험 결과는 

채점 후 가능하면 빨리 훈련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 결과는 강사와 훈련생 공동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미비

점이 도출되어야 하며 훈련생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충고도 

해야 한다. 훈련생이 사전에 수집된 지침에 만족시키지 못하

고 강의 중 혼란이 오는 상황에서는 미비점이 수정되기 전까

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방해가 된다. 만약 시험 성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강사는 추가 수업과 실습을 해

야 한다. 만약 훈련생이 기간 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과정책임자와 기술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훈련기록 문서는 훈련과정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다. 수행된 훈련기록과 훈련생 개인성과 기록의 두 가지의 

훈련기록 형태가 필요하다. 훈련기록은 자세한 강의일정과 

훈련생 출석현황 사용된 훈련시설 훈련생 배포자료 강의계

획서 훈련생 시험이다. 

3.5 Evaluation phase 

평가 단계의 목적은 훈련과정의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필요한 개정이나 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도출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또 다른 훈련과정의 개선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과정에서 평가되

어야 하는 훈련과정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훈련 필요성: 훈련과정이 수집된 필요성을 만족하는가 

• 사람(강사 훈련생 평가자): 성과의 질이 수립된 지침을 

만족하는가 

• 재료와 도구: 재료와 도구의 질이 그 목적에 적합한가 

• 과정: 훈련진도와 자격진도가 의도된 대로 수행되었는가 

• 목적: 목적이 분명히 가치 있게 정의되었는가 

• 시설과 자원: 시설과 자원이 훈련과정 수행에 적절히 지

원되었는가 

• 비용: 훈련목적 달성에 최적 비용이 사용되었는가 

 

평가 단계에 투입되는 피드백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 훈련생 

• 강사 

• 과정책임자 

• 기술담당자 

• 독립적인 검토와 외부 평가 

3.6 Feedback phase 

강사는 훈련과정의 단점과 개선 필요성 그리고 보강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훈련생 시험 결과를 분석한다. 피

드백은 훈련과정의 필요한 개선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개선이 만족스럽

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술

담당자는 접수된 피드백과 훈련생 시험결과 분석의 자료를 

훈련 평가 보고서로 작성한다. 

4. Discussion 

본 논문에서는 문헌 연구와 요건 분석을 통해 원전의 체계

적인 교육훈련 요건을 구축하였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접근

법(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SAT)'은 교육훈련

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원자력 교육훈련에서도 '원자력발전요원의 훈련과 평가

에 관한 IAEA 지침서'에서 SAT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원전산업은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 개념이 진화하여, 

신규 원전 주제어실 운전원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재정

립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운영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원 

교육훈련은 각 해당 업무에 대한 체계적 절차에 의해 이행되

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SAT 기법을 적용하되 국내 

원전산업에 적용할 수 있고 디지털 기반의 설계 개념이 적용

된 주제어실 운전원 교육훈련에 활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교

육훈련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체계적 교

육훈련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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