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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d major concepts and flows that penetrate international guides or 
standards for developing a quantitative possibility measure of human errors that can be committed or omitted in nuclear 
power plants. Background: For a few past decades, lots of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effect of stress and/or fatigue which 
can result in human errors. Thus,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assumption that much of them were summarized as an 
international guidelines or manuals, if any, for human error prevention. Method: A literal survey was conducted with materials 
and documentation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with safety and standardization, such as ISO, OSHA, 
NIOSH, NASA, and so on with special reference to human error prevention through management of work stress and fatigue 
as major Performance Shaping Factors. Results: International guides or management manuals on stress or fatigue management 
for human error prevention hardly were found, and most researches seemed to concentrate on one of them individually. 
Conclusion: There was few vestige of research that studied both concurrently. However, it was verified that not a few 
researches have been tried to develop quantitative measures to estimate probability or job characteristics for human error 
prevention and/or performance downgrading.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help to develop a causal model 
of human errors due to work stress and fatigue that can result in unexpected accidents in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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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인적오류가 복잡하고 기술적인 시스템의 기능 이상이나 

사고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이

다(Meister, 1971). 또한, 그 비율이 화학플랜트의 경우 

37.2%(미국) 내지 51%(일본), 발전소의 경우에도 20% 

(화력발전소) 내지 46%(원자력 발전소)나 된다는 것도 새

삼스러운 보고는 아니다(Stewart, 1997). 원자력 관련 시설

의 경우 원자력 기술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발전로는 물론 

연구로 등에서 일어나는 고장정지 사건의 횟수는 매우 희귀

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해당 사건의 상당 부분은 인적요소와 

관련되며(Arkin et al., 1989; Bell et al., 1989; Bento, 

1990; Dennig et al., 1987; Lam et al., 1988; O'Reilly et 

al., 1988; Skof, 1990; Wu et al., 1989; Zech, 1988), 하

드웨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사고를 "물체, 물질, 사람 

혹은 복사의 작용/반작용이 신체 상해를 일으키거나 그럴 가

능성이 있는 계획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사상"이라고 정

의하는 한편, 사건(incident)이란 "업무활동의 효율을 저하

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Heinrich, 1931)"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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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보통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적오류를 "시스템의 

효능, 안전성,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Sanders, 1957)"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안전인간공학의 일

반적인 경향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원자력 시설의 기능을 저하시키거

나 정지시킬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행위나 의사결정은 인적오

류라는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 시

설에 종사하는 수많은 작업자들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많은 부분이 그들의 인적오류를 예방하는 

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적

인 작업수행은 상당 부분 주제어실에 근무하는 작업자들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이들의 인적오류를 예방하는 일은 원자

력 발전소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적오류에는 작업자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요인

은 물론, 작업자가 작업하는 작업환경, 작업관리 조직 및 관

리 방법, 그리고 배후요인으로서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이

르기까지 실로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 TMI #2 원전의 노심용융 사고에서는 주제어

실과 비상대응설비의 인터페이스(man-machine interface) 

및 절차서의 문제, 프랑스 상로랑 원전의 핵연료봉 사고에

서는 부분적 자동화의 문제,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 화재폭

발 사고에서는 종사자의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협

력(teamwork) 문제, 일본 JCO 임계사고 및 동경전력 은

폐/허위보고 사건에서는 관행 등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요소가 인적오류와 관련된 요소로 지적되는 등, 원

자력 안전을 위해 인간공학적으로 대처해야 할 기술적 범위

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적오류를 

야기시키는 메커니즘이나, 해당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이해하

거나 적어도 설명할 수 있다면, 인적오류를 예방하거나 지연

시키는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인간공학 분야에서는 작업자의 인적

오류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Stillwell et 

al., 1982; Beare et al., 1984; Comer et al., 1984; Dhillon, 

1986).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실은 기대할 만

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적오류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의 대부분이 사건 발생 후 회고적

(retrospective)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 사후평가이거나, 사

전분석이라 하더라도 정량적 확률 계산에 국한된 인간신뢰

도분석(HRA)이거나 포괄적인 안전문화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그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인적오류의 가

능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신뢰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통상 인적오

류확률의 추정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연구들은 언

제 인적오류가 발생하는지, 또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

적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스템 설계나 운전 기술을 어떻

게 바꾸면 좋을지 규명하지 못한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요

구되는 것은 인적오류에 대한 인과관계의 규명이다. 즉, 인

적오류의 원인을 이해하고, 작업자의 수행도를 저하시키는 

인과 모델을 구성하여, 어떻게 인적오류의 원인을 회피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원전 관련 시설의 인간-기계 인터페

이스 관련 인간공학 기술은 급격히 발전한 데 비하여, 시설

의 운영에 요구되는 종사자, 근무, 조직 등에 대한 기술 발전

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르

노빌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 안전협약에 의해 근무, 자격, 훈

련, 업무량, 안전문화, 조직행정체계 등 인적요소에 대한 평

가를 원자력법 및 시행규칙에 포함하여(제19조, 45조, 57조 

등) 인적오류관리,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및 

관리 기술은 물론 기술 기준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더욱이 

근년 원전의 수출과 관련하여 원전 종사자의 건전성(FFD: 

Fitness-For-Duty) 기준 등 상세 기술 기준 제시를 위해

서도 기술 개발 및 정립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작업자의 인적오류 가능성

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작업수행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 및 피로, 근무시간 등 인간공학적 위험

요소에 관한 국제 기준 및 지침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

교, 분석하고 이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 개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Overseas Research Trends 

2.1 Relationships among stress, strain and fatigue 

이제까지 작업자의 수행도를 저하시키는 요인들의 영향은 

대체로 부하(workload) - 스트레스(stress) - 부담(strain) 

- 피로(fatigue)의 도식(schema)에 기초하여 생각되어 왔

다. 그러나, 부하, 부담, 스트레스, 피로에 대하여 각각의 개

념의 차이와 관계를 명확하게 의식하여 검토한 보고는 극히 

적으며, 연구자에 따라 개념에도 차이가 있어 용어 사용상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 그 의미를 명확히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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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ization, ISO)는 1981년 작업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간

공학적 원칙(Ergonomic principles in the design of work 

systems)을 제정하고 기본적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시도하

였다. 이후 1985년과 2004년도 개정에 의하여 다소 변화는 

있지만, 그 의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 작업스트레스(work stress)란 "작업 시스템에 있어서 사

람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를 교란시키도록 작용하는 외적 

조건이나 요구의 총량"으로서, 외적 부하(external stress)

라고 부기하고 있다. 

- 작업부담(work strain)은 "작업 부하가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과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으로서 내적 반응(internal 

reaction)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 피로(fatigue)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또한, 국소 혹은 

전신에 대한 과도한 부하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태로서, 휴

식하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특히 정신 

피로(mental fatigue)는, "정신적 부담의 힘이나 지속 시

간 등의 영향을 받는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효율의 일시

적인 감퇴로, 휴식 등의 회복작용으로 소실하는 것(ISO 

10075-1, 2000)"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런 개념 설정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도 

마찬가지이어서, NIOSH에서는 직업성 스트레스의 Hurrell 

J.J. Jr 등(1988, 1998)의 문헌적 내용분석에 기초하여 

Figure 1과 같은 직업성 스트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작

업에 관련된 자극원 또는 부하원을 의미하는 스트레스

(stressor)가 작업자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스

트레스 반응은 인적오류를 유발시켜 사고를 야기시키거나, 

장기적으로는 직업병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스트레스와 피로의 관계이

다.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증가한 실정이지만,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피

로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둘을 서로 종속적인 

관계로 보는 연구가 많다. 이에 반하여 피로와 스트레스 각

각에 대한 연구에 비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한 연

구는 미비하다. Bultmann et al.(2001)의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피로와 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도 다르며 개념적, 기능

적, 요인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 발생을 예측하는 데에 직무특성이 가장 영향을 미

치기는 하지만,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직무특성의 하부요인에

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로와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으

므로, 통념적인 개념을 근거로 모델화하는 것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장애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2 Stress assessment 

스트레스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산업의학이나 작업생리학 분야에서

는 체내 호르몬 농도나 타액검사 등의 방법이 유용하다고 소

개하고는 있으나, 작업수행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인

간공학적인 접근 방법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법이

므로, 본 연구의 전개 방법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ISO는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Table 1과 같은 기

법들이 작업자 작업부담 평가에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어

(ISO 10075-3, 2004), 스트레스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고

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직무 스트레스 → 작업부담 → 작업에 미

치는 영향 순으로 평가하는 도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작

Table 1. Assessment techniques for work strain 

Figure 1. Occupational Stress Model developed by NI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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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미치는 영향을 피로, 단조로움, 심리적 포화, 주의로 나

누어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즉, 단조로움을 직무 스트레스

로 인한 부정적 결과 나타나는 영향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

어, 통상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보는 다른 연구자들의 

시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3 Research trends in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에서는 

작업 관련 스트레스 포인트들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

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ILO, 2012). 

그러나, 이것은 일반 생산현장에서 당면할 수 있는 위험점들

을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어 현장관리에는 활용

도가 높으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등의 관리활동에 체계적

인 틀을 제공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없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000, 2002, 2009). 내용은 주로, 유럽 각국

의 안전보건현황의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대응

책을 논의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심리적인 접근 

방법에 관심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예를 들어, 직

무 스트레스와 직업성 심장질환의 발병 기전은 Figure 2에 

보는 바와 같이 Cooper & Marshall(1976)의 모델을 도입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트레스란 "인

간과 작업환경 사이의 포괄적인 과정을 이루는 동시에 그 과

정을 반영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며,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접근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

다. 이 모델은 작업 스트레스 및 개인적 또는 조직적 결과물

의 성질과 상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직무 스트레

스는 자연히 객관적인 작업환경과 개인/조직의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간의 문제로 설명되어, 심리적 접근 방법을 강조하

는 데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신병

리학적인 질환으로 발전하는 데 대한 설명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적 차원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는, 개인적 스트레스의 차원과 집단적 스트레스의 

차원을 별도로 취급하여, 각기 다른 질환으로 발전한다고 설

명하는 점으로, 관리적 해결방안의 차이점을 하나의 모델로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활동의 통일성을 지향하

고 있다. 

이 외에 EU의 작업 관련 리스크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로는 PRIMA-EF를 주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럽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 관련 사회적 문제를 리스크관리

라는 측면에서 주제를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해결책을 모색

하고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작업 시간의 

설정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원자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 

과제는 아니므로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Table 2는 PRIMA-EF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응하는 EU Directives를 보여준다. 

2.4 Research trends in national organizations 

국가적 기관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 안전보건청

(Health and Safe Executive, HSE)의 노력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비하여 방대한 양의 연구 보고는 물론, 직

접 작업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리플릿이나 브로우셔 형태의 

보급물을 다수 개발하고 있다. HSE는 이 밖에도 깊이 있는 

연구 보고를 비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 중 2000년대 

초에는 직무 스트레스의 심각성과 현황을 보고하는 통계적 

분석에 치중한 반면, 2006년 이후부터는 교대작업, 경계 수

Table 2. Directives related to psychosocial risks 

Figure 2. The Dynamics of work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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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심인성 요인의 영향 등 각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NIOSH에서는 이렇다 할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많은 논문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는 생리학적인 연구 결과가 다

량 축적되었는데, 괄목할 만한 것으로는 1996년도의 보고서

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작업자의 작업수행도 저하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휴식 주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가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도에 발간

된 보고서는 문헌 연구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인식, 작업수행도의 변

화, 그리고 피로의 관계를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 관련 문건으로는 USNRC 10CFR Part26 

Fitness Duty Programs(2008)와 USNRC Regulatory 

Guide 5.73 Fatigue Management for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2009)를 들 수 있으나, 이들은 원자력 시

설 작업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요인관리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언급하고는 있으나, 지극히 원론적인 원칙만 제시하

고 있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많은 거리가 있다. 

2.5 Stress research trend for accident prevention 

사고 예방이나 안전과 관련지어 스트레스를 연구한 연구 

문헌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극소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

부분 사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률과 해당 요인의 점유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사고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었다. 

예를 들어, 일본 기계시스템진흥협회의 의뢰를 받아 인간

생활공학연구센터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간생활에 대한 다

양한 스트레스를 생리심리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관리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방법론적인 답을 모색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은 업무상의 사고나 상처의 발

생이 비교적 많은 제조업 생산 기능직과 급식 조리원을 대

상으로 직업성 스트레스 조사표를 사용한 자술식 설문 조사

이었다. 그 결과, 남성 제조업 생산 기능직의 경우, 업무상의 

사고가 있던 군은 없는 군에 비해 그룹간 대인 갈등, 역할 

애매함이 높고, 자존심이 낮고, 직무 만족감이 낮고, 우울성

이 높았다. 반면 여성 제조업 생산 기능직의 경우, 업무상의 

사고가 있던 군은 없는 군에 비해, 그룹 내 대인 갈등, 역할 

갈등이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연구 결과는 사고

와 관련된 인적오류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직접적으

로 평가하거나 정량적인 인과관계를 모델링할 수 없다는 한

계를 안고 있다. 

3. Domestic Research Trends 

3.1 Research trend 

국내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에 관한 연구로는 산업

의학 분야와 작업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직무 스트레스의 존재와 직업성 스트레스 

질환의 분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더욱이 질환 예방이

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측면에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즉, 2005년 피

로에 대한 한국형 평가도구가 개발된 이래, 소방공무원, 제

조업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들의 질병 

예방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인적오류나 사고의 위

험성을 증대시키는 등의 민감한 변화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3.2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elines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은 해당 작업자의 작업수행

도가 저하하여 업무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공학적 측면에서 논의

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표준협회(Korea Standard 

Association, KSA)는 VDT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자의 근골

격계질환을 예방하거나, 시력 및 작업수행도 저하를 예방하

기 위한 관련 지침들이 있을 뿐, 인적오류의 예방에 관한 지

침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침들이 개발 초

기에는 일본의 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s, JIS)

과의 기술적 대등성, 그리고 최근에는 ISO와의 정합성을 염

두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많은 지침들이 폐지되거나 

개정 중에 있는데, 이는 ISO와의 저작권 협의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에서는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 및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총 4개의 지침

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나마 그 중 두 개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어서 작업자의 인적오류

보다는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나머지 두 개

도 인간공학자에 의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의 

설계라는 틀 안에서 인적요인 관리의 필요성을 부가시키기 

위하여 기계설비 분야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것이라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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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나 개념적 설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미흡하다. 

그렇다고 원자력 관련 분야라고 하여 사정이 나은 것도 아

니다. 근년 들어 연이은 기기정지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원자력 시설 종사자의 개인적합성 및 조직적 오류에 대비한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

리 기준이나 지침이 개발된 바는 아직 없다. 특히, 직무 스

트레스 및 피로, 교대작업주기 등과 같은 개인적합성은 현재 

국내의 일부 일반 산업 기준과 USNRC에 의하여 규제 기준

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 지침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체적

인 측정 방법은 물론 국내 원자력 분야에 적합한 고유한 기

준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시도되어 온 인간공

학 기술은 디지털 원전계측제어계통(KNICS) 개발 과정에

서 주제어실 등 인터페이스(HMI)에 대한 기술이었던 반면, 

NUREG-0711에서 요구하는 조직(staffing), 근무, 훈련

(training) 등 종사자와 관련된 인적요소 기술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더욱이, 원자력 시설의 종사자 관련 기술

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한국인 문

화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 직접 도입적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근년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

한 "가동 중 원전 인적오류 대책 수립에 관한 기초 연구

(2007)"에서는 국내 가동 중 원자력 발전소의 인적오류 방

지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항목을 도

출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이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위

탁을 받아 한수원중앙연구원이 수행한 "인적오류 저감기술 

개발 및 응용(2009~2012)" 과제에서는 원전 가동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인간공학 

규제 현안이 무엇인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역시 체계

적인 스트레스나 작업수행도 관리에 의한 인적오류 대책과

는 거리가 멀다. 

4. Developing Causality Model for Human 
Error Possibility Index 

4.1 General performance shaping factors of NPP 

workers 

원전 시설의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형성요인

(Performance Shaping Factors, PSF's)에는 통상적인 작업

자들이 노출되는 요인들과, 작업 시설이 원전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요인이 특별히 부가된다는 것을 상정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Jung et al.(2010)은 기존의 행동

형성요인 분류체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Table 3과 같은 행

동형성요인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통상적인 행동

형성요인 외에 원자력 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가되어

야 하는 요인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때, 원전 시설의 특이성이 자칫 간과되기 쉽다. 안전성

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형성되는 개념만이 아니라, 실

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요인들을 포괄한다. 그런 점에

서 측면에서 볼 때, 원전 시설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하여 특

이한 성질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작업자가 위험

점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위험요인이 작업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인이나 산업현장 주

변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

다는 점,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안전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개소에 접근하여 위험

요인의 확대를 차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원전 

시설의 작업자가 당면하는 행동형성요인들이 사고와 관련된 

인적오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되

어야 한다. 

4.2 Stress effect on team performance 

개인적 차원에서 스트레스는 업무수행 시간과 인적오류

를 증가시키고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반면(Jones, 1983; 

Samman et al., 2002), 정보처리 측면에서도 주의 집중의 

폭이 좁게 만드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Wickens et al., 

1999).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팀 차원의 업무수행도에도 영향을 미

친다(Hackman et al., 1975; Karau et al., 1992; Johnston 

Table 3. PSF's suggested by Jung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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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7; Cannon-Bowers et al., 1998). 

팀의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스트레스 하의 팀 

구성원은, 동료들과 팀 업무에 대한 주의 집중 범위가 좁아

진다(Driskell et al., 1999). 이 점은 특히 안전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팀의 상황 인식 저하

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팀의 의사결정과 협동이라는 문제

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팀 내에서 스트레스 반응은 권한과 의

사결정활동을 상위 계층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

다(Hermann, 1963).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낮은 신분이

나 계급의 구성원들은 비상시에 행동을 망설이는 한편 상급

자들을 바라보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Driskell and 

Salas, 1991).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적지 않은 권한이 조직의 하부 구성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 개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지만, 팀의 영향이

나 거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하였다(Burke 

et al., 2005). 

4.3 Team decision making 

팀 의사결정이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의존

적인 개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의사결정까지의 도달 과정"

을 말한다(Orasanu and Salas, 1993). 

과거 연구들은 팀 의사결정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의사결정의 단순 총합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팀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개인적 의사결정들의 합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인적 의사결정을 간단하게 종합한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Orasanu and Salas, 

1993; Ilgen et al., 1995). 왜냐하면, 팀 의사결정은 최종 결

정을 얻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통합되어야 하는 많은 정보

원(information sources)과 업무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팀 구성원은 개인적 지식과 정보를 동료 구성원과 

공유하여야 한다(Shaw and Penrod, 1964). 그리고, 팀 내

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유형과 양은 당면 문제가 구체화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것은 다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점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 팀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양

쪽 모두를 이해하지 않으면 팀 의사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인 수준에서는 각자 일련의 정보 조각과 그 가

중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면 그만이지만, 팀의 구성원은 정

보원과 전문성에서 각각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설령 같은 정보를 취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 전문성, 그

리고 상황적인 측면에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

기 때문이다(Ilgen et al., 1995). 

더욱이, 팀 의사결정 과정은 단계, 단계로 진행되는 의사

결정이 아니라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기적이고 반

복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과정이다(Kontogiannis, 

1996; Hirokawa et al., 1989a, 1989b). 이러한 특성은 인

간의 자연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볼 수 있는데, 정신적 시뮬

레이션을 수행한 후, 인간은 특정 부분을 반복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비록 팀 의사결정이 복잡한 과정이어서 의사결정 요소와 

단서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재검토되며 정리되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른다고는 해도, 그 속도는 팀 구성원들의 인지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더구나, 구성원의 전문성이나 인식된 시간 압박에 따라 발

견적 기법이 이용되기도 하며, 이것은 결국 주기적인 과정을 

건너뛰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Klein, 1998). 

따라서, 팀의 의사결정은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결정 과정

을 통하여 예측할 수 없는 역동적인 특성을 갖게 되므로, 원

전 시설 특히 비상시 주제어실에서 대응하는 팀의 반응을 예

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복잡한 과제

이다. 

4.4 Efficacy 

자가통제신념(self-efficacy)이나 집단통제신념(collective 

efficacy)으로 대표되는 이 개념은, 개인이나 팀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주관적 인식을 가리키며(Gist, 1987; Bandura, 1997), 

스트레스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Jex et al., 1999; 

Schaubroeck et al., 2000; Jex and Thomas, 2003). 특히 

원전 시설은 비상시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Figure 3. Team decision making under stres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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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행동이 높은 리스크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는 더욱 커

져서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자가통제신념이 높은 사람은 좀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을 택하는 반면, 낮은 사람은 문제해결보다는 

근심을 포함하는 감정기반 접근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Lazarus and Folkman, 1984; Kinicki and Latack, 1990). 

한편, 집단통제신념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팀 내의 

지원이나 협조를 증가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저하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hen and Wills, 1985; Gore, 

1987). 

결과적으로, 원전 시설의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하는 개인

이나 집단의 통제신념은 본인이나 해당 팀의 신뢰성이나 안

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해당사태를 안전하게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5 Developing a human error causality model 

인간신뢰성에 관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인적오류율의 통

계적인 추정치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작업자인 

인간을 원전이라는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 파악하여,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투입되어야 하는 

기계의 고장률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는 언제 인적오류가 발생하

는지 규명하거나, 또 특정 상황에서 인적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나 운영상의 개선점을 제시할 수 없다. 요

구되는 것은 원전의 설계나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오류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Moray et al., 1988). 

인적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인과관계를 설명

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어 왔다. 

앞서 설명한 Figure 1의 NIOSH 모델도 그 중의 하나이고, 

Figure 2와 같이 Cooper & Marshall 모델(1976)도 그 중

의 하나이다. 이런 모델 중에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

장 주목할만한 것은 Figure 4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Meshkati(1988)에 의하여 개발된 모델로서, 

작업자의 정신적 작업부하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작업자의 인적오류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

의 상호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정량적인 지표들을 개발함에 있어

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5. Developing Quantitative Human 
Error Index 

5.1 Inventory of job characteristics 

인적오류는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작업자가 감당하

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공학자들의 견해

이다. 그러므로 우선, 인적오류 발생여부의 기준이 되는 업

무의 요구능력, 즉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결과로는 Fleishman과 그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들이 주목할 만하다(Fleishman 1972, 1975a, 

1982; Fleishman and Quaintance, 1984). 

그들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들

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능력요건접근법

(Ability Requirements Approach)을 통하여 업무들을 각기 

다른 인적오류율을 갖는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론을 개발

하였다(Fleishman 1975b, 1992; Fleishman and Mumford, 

1988, 1989, 1991; Fleishman and Quaintance, 1984; 

Fleishman and Reilly, 1992a, 1992b). 이 접근 방법의 특

징은 다양한 업무들의 업무수행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가능

한 한 최소한의 독립적인 능력 범주들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약 50가지 이상의 능력 범주가 개발되었는데, 각 능력 범주

는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기법은 연구자료들을 통합하여 비교하는 데 효과적이라

고 알려져 있어서 미국에서 1,100여 가지의 상이한 업무들

을 비교함으로써 효능이 입증되어, Fleishman Job Analysis 

Survey(F-JAS)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비교에 채택되어 활

용되고 있다. 

 

 

 Figure 4. Major components of comprehensive mental 
workload model and related assess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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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pplication of human performance index for 

accident prevention 

이제까지 몇 가지 인적오류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었다고

는 하나, 그 대부분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거나, 인적오류

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적요소를 

빼놓고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인

적오류확률로 대표되는 정량적 지표에 대한 요구는 날이 갈

수록 커져 왔다. 

객관적인 인적오류의 빈도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오

류 예측기법들의 유효성은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으므로, 전

문가들의 판단을 활용하는 방법은 업무수행 중의 인적오류

확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시간면에서나 비용면에서나 현

실적으로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료의 신뢰

성에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어서 결과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여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용면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시뮬

레이터의 자료를 근거로 인적오류확률 추정을 시도해 왔다. 

Comer et al.(1984) 등은, Beare et al.(1984)이 제공한 

원전 시뮬레이터에서의 인적오류 자료들을 이용하여, 인적오

류확률을 직접 추정하는 눈금자를 개발하였다. Figure 5는 

그 일부를 보여 준다. 이 눈금자는 log2에 기반을 두고 있

는데, 이는 쌍대비교에 근거하는 인간의 판단으로부터 직접 

인적오류확률을 추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 눈금자를 이용하여 원전의 계장 기술자들 및 운전원들

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전의 유형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일관성있는 인적오류확률을 제시

하였다고 한다. 원전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업

무에 대하여 제시된 인적오류확률간에 0.51 내지 0.67 정도

의 높은 상관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적오류확률을 예측

하는 데 이 기법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제시된 인적오류확률에 대하여 수행된 분산분석 결과에 따

르면 원전 유형, 업무, 그리고 원전 유형×업무의 교호작용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되어, 그 가능성을 더하였다. 

앞서 제시된 Fleishman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말하자

면 원전의 형태나 업무에 관계없이 작업자의 인지능력은 인

식-운동 능력보다 인적오류확률과의 상관도가 일관성있게 

높았고,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 계수도 0.734에서 0.848에 이를 만큼 높았다고 

한다.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문서 이해력(written compre- 

hension)과 연역적 추론(deductive reasoning)이 원전 유

형이나 업무 차이에 관계없이 인적오류확률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서, 인지능력이 인식-운동 능력보다 인적오

류확률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

하는 인식-운동 능력이라 함은 근거리 시각(near vision) 

및 손의 교치성(manual dexterity)과 크게 관련 있으며, 

Rasmussen의 두 가지 인적오류 분류 즉 슬립(slip) 및 미

스테이크(mistake) 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심리적인 잣대를 인적오류

확률잣대로 변형시킬 때에는 객관적인 인적오류확률을 알고 

있는 업무들이 일부 눈금자 구성에 포함되어야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Stillwell et al.(1982)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뮬레이터에서의 실험적 결과는 통상

적인 작업환경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 스트레스

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Misumi et 

al., 2005), 같은 이유로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비상시

의 인적오류확률을 추정하는 데에는 전용될 수 없다는 데 주

의하여야 한다. 

 

 

 

Figure 5. Scale for measuring Human Error Probability(H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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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iscussion and Conclusion 

인적오류가 사고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인

적오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을 하나의 프

레임 안으로 끌어 들이고, 그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으

로써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고를 야기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자는 의도는 아직 논의할 바가 많

다고 판단된다. 다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각기 다른 견해와 

시각을 가진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연구 결과를 정리

하여 인적오류를 야기시키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려는 연구

가 개별적 요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이제는 하나

의 모델로 통합하는 검도해 볼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인적오류를 작업자 개인적 문제로 이

해해 온 데 비하여 2011년도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의 사고나, 2012년 보고된 고리 발전소의 트러블 은폐기도

는 사고와 관련된 인적 요인, 특히 안전문화와 인적오류 전

반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동시에 불러 일으켜 국내외의 관

심이 증대되는 만큼, 인적오류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 

기술의 지원과 뒷받침없이 최근 국산 원자로 기술이 개발되

고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은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

지 아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시점에서 인간공학의 역할은 원자력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여, 원전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인적 요원들의 작업환경, 

작업조건들을 합리화, 최적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일일 것

이다. 그 방법론의 하나로 인간의 작업수행도를 정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인적오류의 확률 또는 가능성을 가늠하고 원전 

시설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올바로 평가해 보자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작업자의 인적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연관성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개별적 연

구자들의 관심과 목적에 따른 연구에 불과하여 포괄적인 이

론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 주요 영향요인의 중심에 

직무 스트레스, 피로 등의 요인이 있지만,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는 주로 산업의학과 작업환경분야에서 거론되어 직업성 

질환으로 발전되는 데 연구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연구 결

과들을 토대로 인적오류의 가능성을 논하는 평가도구로 활

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전 시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 산업현

장과 구별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현장의 

작업자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사고 발생시의 심

리적 부담, 팀웍과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상황판단(situation 

awareness) 등이 인적오류 발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한 두 가지 그 특이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연구결과가 일천한 요소들도 예상외로 많아 개별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인적오류에 미치는 종합적인 연구에 이르

기까지 아직도 많은 연구가 기대된다. 

더욱이, 안전문화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물관계자들의 고유 

문화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연구 결과를 국내에 전용한다거

나 이식한다는 것은 시간면에서나 비용면에서나 많은 노력

을 요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원전 시설에 

전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다른 인간공학 분야와 비교

할 때 특히 국산 기술의 개발이 불가피한 분야이다. 

어떤 산업현장에든 인적오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많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

찬가지이다. 더욱이 원전 유형이나 조직 분위기는 인적오류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지만 다

른 한편으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하면, 인간의 인지능력이

나 인식-운동 능력 또한 인적오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

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정량적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확률론적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Dhillon, 1986). 정량적 접근 방법이 곤

란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접근 방법이 불가피하

다. 그런 점에서 인적오류는 정량적인 접근방법 외에도 정성

적인 접근 방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연구대상이다. 

원자력 시설에는 작업자 관련 개인, 조직, 근무환경 등의 

인적오류 위험요인 등이 망라되어 있어, 작업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 완충요인 등의 직업성 스트레스 각종 요인이 

작업자의 인적오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나아가 

국내 원자력 시설의 사고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모델이 절대적으로 필

요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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