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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organize team decision
making (TDM) performance factors and apply them to the investigation of previous
accidents in complex systems.
Background: Team work, particularly TDM,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the safe and
efficient operation of complex socio-technical system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NPPs). For this reason,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 of TDM performance factors
has recently been an important issue.
Method: This study established a model for identifying and organizing TDM influencing
factors and then identified 34 TDM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model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ccident analysis.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34 factors can be reasonably used as causal factors of accidents and to examine
how each of them significantly affects TDM process, we examined 558 accidents in
three domains (NPPs, aviation, and railway).
Results: The 34 factors were useful for investigating accidents in which TDM process
was critical and they have different significance in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DM.
Conclusion: The proposed model and the 34 factors would be useful for examining
accidents in which TDM performance is problematic.
Application: The proposed model and the 34 factors would be effectively used for
modeling and analyzing accidents in complex systems and would be a theoretical
basis for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in severe acciden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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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원자력발전소나 항공관제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사회-기술적 시스템(Complex Socio-Technical Systems)에서의 개인 및 조직의 잘못된
의사결정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위험성은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을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Kontogiannis and Malakis, 2018). 이러한 사고의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라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및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만들어진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다양한 대형 시스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례들로부터 개인 및 조직의 의
사결정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사고를 대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Jung and Ham, 2018; Park et al., 2018).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항공, 헬스케어,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복잡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자
동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그러한 시스템의 모니터링, 감시 및 제어와 같은 인지적 작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중대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을 지는 시스템 안전의 최후의 보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대규
모화, 복잡화 및 지능화가 진전되면서 시스템의 생산성 및 안전과 관련된 많은 인지적 작업들은 작업자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Salas et al., 2009). 이러한 이유로 점점 시스템 내에서의 팀 기반의 작업 및 작업수행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
어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의 경우 발전팀장을 중심으로 5명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 안전한 철도의 운행을 위
해 기관사와 함께 관제사, 신호원 등이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팀 단위의 작업이 개인적인 작업보다 작업의 효율성 및 수행도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져 있다(Dinh and Salas, 2017). 팀 단위의 업무수행이나 활동은 팀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인지활동(상황인식
및 판단, 의사결정, 조작행위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팀 인지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팀 구성원의 개별적 인지활동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팀 단위의 인지활동이나 팀 의사결정(TDM: Team Decision Making)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 중요하다
(Cooke et al., 2013; Keus, 2002). 또한 팀 인지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인지활동의 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적 특성을 지닌다(Salas
and Fiore, 2004). 따라서 팀 단위의 인지활동과 의사결정을 인지시스템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활동의 수행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인지시스템공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Kontogiannis and Malakis, 2018; Palmqvist et al.,
2012).
인지시스템공학 관점에서의 팀의 정의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된 인지적 능력을 가지면서 상호의존적인 구성원들의 의
사결정 집합체라고 말한다(Cooke, 2015). 현재까지 팀의 작업수행도(특히 인지적 작업수행도)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Brannick et al., 1997; Paris et al., 2000; Salas et al., 2008; Salas et al., 2012; Salas et al., 2015; Salas et al., 2017). 다양한 형태의 연구
중에서도 팀의 인지적 작업수행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양한 요소들의 파악은 대부분의 팀 인지활동 관련 연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Salas et al., 2008). 그런데 팀의 세부적인 인지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팀의 의사결정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팀 의
사결정 수행도 영향요소의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연구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Dinh and Salas, 2017).
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해왔고 이러한 요소들을 시스템 및 작업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해왔다(Salas et al., 2017).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지심리학 및 행동과학
분야에서 제안된 이론 및 모형을 바탕으로 연역적 혹은 하향식 방식으로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를 도출하고 그 요소의 타당성을 실험
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의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했었다(Salas et al., 2008). 따라서 팀 의사결정이 중요했던 실제 사례의 분석에 기반한
상향식의 팀 의사결정 도출연구는 극히 드물고, 팀 의사결정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스템의 긴급상황이나 극한상황에서의 연
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연구가 필요하다(Kohda et al., 1996; Vessey and Landon, 2017). 더불어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와 인간신뢰도분석(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 분야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팀 수준
의 신뢰도분석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Kohda et al., 1996; Park et al., 2016).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의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를 모의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도출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에 따라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의 선행연구(Blank for Blind Review)에서는 문헌분석 및 대형시스템에서 발생한 팀 단위의 사고보고서
의 분석을 바탕으로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의 의미 있는 분류 및 요소 간 관련성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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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줄 수 있는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의 모형이 개발된다면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된 영향요소들이 팀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팀 의사
결정 영향요소의 하향식 도출에 도움이 되고 상향식 도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 모형을 제안하고,
이 모형에 기반해 기존 연구 및 문헌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34개의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를 제안한다. 아울러 세 개의 영역(원자력, 항
공, 철도)에서 발생한 국내외 558개의 사고분석을 통해 34개의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가 각 사고에 어느 정도 관련 있었는가를 분석함
으로써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Research Backgrounds
2.1 Review of studies on teamwork and Team Decision Making (TDM)
팀에 대한 정의는 논문의 저자 혹은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팀이란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
는 두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정의되며, 작업별 역량 및 특수 작업 역할을 가지고 공유된 자원을 함께 사용, 변화에 대한 적용 및 적응
을 위해 의사소통하는 집단이라 말한다(Dyer, 1984).
그룹과 팀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그룹은 특정 관계에 있거나 특정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 사람 또는
사물을 뜻하는데 팀은 그룹이지만 모든 그룹은 팀이 아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룹 구성원은 공통된 기능을 공유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공통 목포를 공유하지 않으며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반면
팀은 협력할 뿐만 아니라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이익과 비용을 공유한다(Annett and Stanton, 2000).
현재 팀은 항공, 의료, 국방,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
에 직면할 때 팀 기반의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업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조직은 팀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팀은 보통 계층적으로 구성되며 때로는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있고, 정보를 통합, 종합, 공유해야 하며 변화되는 작업요구에 따
라 조정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Salas et al., 2008). 그리고 팀 단위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업무수행 과
정, 팀 인지 및 수행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팀은 팀 작업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넓은 시스템 상황과 업무환경을 고려해야 하
는데 이는 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단순히 팀 내부영역뿐만 아니라 조직,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ozlowski and Ilgen, 2006).
팀의 직무수행(Team Performance)은 팀원 개인의 개별직무 수행(Taskwork)과 팀 워크(Teamwork)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팀원 개
인의 개별직무 수행은 다른 팀원과의 상호작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팀 워크는 다수 팀원들의 직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팀 직무수행의 상호의존적인 구성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팀 직무수행은 팀 구성원이 개인과 팀 차원의 직무수행(Taskwork)
과 팀 워크(Teamwork)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다단계 프로세스로 개념화할 수 있다(Kozlowski and Klein, 2000). 개
념적으로 팀 워크는 팀 직무수행의 하부 개념이며 팀 직무수행의 동적인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상호 연관된 인지, 태도, 행위의 집합
체라 할 수 있다. 팀 인지(Team Cognition)는 팀 수준에서의 인지활동에 관한 것이며 공유된 팀 인지는 팀 직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원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Salas and Fiore, 2004). 팀 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팀의 올바른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어 인
지적으로 그럴듯하게 팀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Cooke et al., 2013). 또한 공유된 팀 인지는 팀이 다양한 업무 조건 하에서 어
떻게 프로세스를 적응시키고 환경 단서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조정하는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이론적 근거이다(Entin and
Serfaty, 1999). 팀 효과성(Team Effectiveness)은 팀의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특정 기준 관점에서의 평가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팀의 직무수행도와 팀 효과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혼용해 사용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Blank for Blind Review)에서는 항공, 의료,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팀 의사결정 수행도와 관련된 연구(예: 팀 워
크, 팀 인지, 팀 의사결정, 긴급상황, 팀 직무수행, CRM (Crew Resource Management), TEM (Threat and Error Management))의 문헌분
석을 통해 팀 의사결정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범위나 분석대상 및 조건에 따라 팀 의사결정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르며 동일한 용어의 요소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연구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Andersson et al. (2017)은 의사소통을 언어적 소통에 초점을 두어 명확/효과적이라는 요소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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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s et al. (2015)는 의사소통을 단순히 언어적인 소통 뿐만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
데 Rothrock et al. (2009), Keus (2002), Kim and Jung (2003)은 정보 요인과 의사소통을 각각 개별적인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영향
요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요소들 간의 수준(계층)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로 Cooke (2015)은 팀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들을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Salas et al. (2015)의 연구에서 팀 인지는 팀 워크 내지는 팀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구분된다. 반면에 Andersson et al. (2017)은 팀 워크를 팀 의사결정 수행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 중 하나로 정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팀 의사결정 영
향요소들을 Table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Table 1. Summary of previous studies on team decision making
Factors

Previous studies

Culture

Salas et al. (2015), Kim and Jung (2003), Helmreich and Schaefer (2009), Jung and Ham (2018), Park
(2017), Nam and Thomas (2006)

Cognition

Salas et al. (2015), Manser (2009), Cooke et al. (2004), Keus (2002), Kim and Jung (2003), ReinermanJones et al. (2015), Heo and Byun (2013), Jung and Ham (2018), Palmqvist et al. (2012), Xiao et al.
(2013), Smith and Dowell (2000), Adelman et al. (1986)

Communication

Salas et al. (2015), Manser (2009), Cooke (2015), Keus (2002), Rothrock et al. (2009), Andersson et al.
(2017), Kim and Jung (2003), Hoegl and Proserpio (2004), Reinerman-Jones et al. (2015), Helmreich
and Schaefer (2009), Heo and Byun (2013), Jung and Ham (2018), Annett and Stanton (2000), Xiao
et al. (2013), Oh and Lee (2011), Park (2017), Adelman et al. (1986)

Composition

Salas et al. (2015), Cooke et al. (2004), Keus (2002), Reinerman-Jones et al. (2015), Helmreich and
Schaefer (2009), Jung and Ham (2018), Annett et al. (2000), Adelman et al. (1986)

Conflict

Salas et al. (2015), Helmreich and Schaefer (2009), Smith and Dowell (2000)

Cooperation

Salas et al. (2015), Manser (2009), Flin et al. (2003), Hoegl and Proserpio (2004), Reinerman-Jones et
al. (2015), Helmreich and Schaefer (2009), Heo and Byun (2013), Jung and Ham (2018), Xiao et al.
(2013), Adelman et al. (1986)

Coordination

Salas et al. (2015), Manser (2009), Cooke (2015), Keus (2002), Andersson et al. (2017), Flin et al.
(2003), ICAO (2005), Hoegl and Proserpio (2004), Helmreich and Schaefer (2009), Jung and Ham
(2018), Annett and Stanton (2000), Xiao et al. (2013), Adelman et al. (1986)

Information factors

Keus (2002), Oser et al. (1999), Rothrock et al. (2009), Kim and Jung (2003), Jung and Ham (2018),
Palmqvist et al. (2012)

Leadership

Salas et al. (2015), Manser (2009), Cooke (2015), Rothrock et al. (2009), Flin et al. (2003), ICAO (2005),
Reinerman-Jones et al. (2015), Helmreich and Schaefer (2009), Heo and Byun (2013), Jung and Ham
(2018), Xiao et al. (2013), Adelman et al. (1986)

Procedure

Keus (2002), Kim and Jung (2003), Jung and Ham (2018), Palmqvist et al. (2012)

Support behavior

Rothrock et al. (2009), Hoegl and Proserpio (2004), Reinerman-Jones et al. (2015), Jung and Ham
(2018), Xiao et al. (2013)

Adaptability

Keus (2002), Oser et al. (1999), Reinerman-Jones et al. (2015), Heo and Byun (2013), Jung and Ham
(2018)

Knowledge

Cooke (2015), Cooke et al. (2004), Keus (2002), Oser et al. (1999), Helmreich and Schaefer (2009),
Jung and Ham (2018), Annett and Stanton (2000), Xiao et al. (2013), Adelman et al. (1986)

Monitoring

Cooke et al. (2004), Oser et al. (1999), Flin et al. (2003), ICAO (2005), Reinerman-Jones et al. (2015),
Jung and Ham (2018), Xia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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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previous studies on team decision making (Continued)
Factors

Previous studies

Training

Keus (2002), Oser et al. (1999), Helmreich and Schaefer (2009), Jung and Ham (2018), Annett and
Stanton (2000), Xiao et al. (2013)

Context

Salas et al. (2015), Keus (2002), Kim and Jung (2003), Jung and Ham (2018), Adelman et al. (1986)

Time constraints

Keus (2002), Kim and Jung (2003), Jung and Ham (2018), Palmqvist et al. (2012), Adelman et al. (1986)

Attention

Jung and Ham (2018), Palmqvist et al. (2012)

Contribution

Hoegl and Proserpio (2004)

Cohesion

Hoegl and Proserpio (2004), Annett and Stanton (2000)

2.2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 of TDM performance factors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가이드해줄 수 있는 분류체계 내지는 모형이
나 프레임워크를 요구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분류체계, 모형,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들 대부분이 팀 의사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사례를 기반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단점은 있지만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의 모형 내지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단초를 제공해준다.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의 분류체계, 모형,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Salas et al. (2015)는 팀워크에 영향을 주는 9가지 요인을 핵심 프로세스 요소(협력, 의사소통, 갈등, 코칭, 조정, 인지)와 영향요소(맥락,
구성, 문화)라는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핵심 프로세스 요소는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상호의존적 활동 및 팀의 동적 특성에 관
련된 것이며 영향요소는 핵심 프로세스 요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의된다.
Paris et al. (2000)은 팀 수행도 요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5개로 분류하였다: (1)환경적 요소(문화, 교육/훈련 시스템, 보상시스템, 정보
시스템), (2)구조적 요소(물리적 환경, 조직의 배치, 기술적 시스템), (3)팀 설계요소(업무 설계, 직무 간 상호관련성, 팀 규모/구성, 리더
십), (4)프로세스 요소(팀 직무범위의 관리, 직무 간 응집성, 작업수행 규범, 의사소통, 팀 구성원 간 상호작용), (5)부수적 요소(자원의 이
용가능성, 절차상 요구사항, 운영 및 의사결정 규칙).
Jung and Ham (2018)은 실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석과 팀 의사결정 및 수행도 등에 관한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17가지의 팀 의
사결정 영향요소를 조직적 요소(문화), 팀 요소(인지, 의사소통, 구성, 갈등, 협력, 조정, 정보 요인, 리더십, 절차, 지원행위), 개인적 요
소(적응력, 지식, 모니터링, 훈련), 외부적 요소(맥락, 시간제약)의 4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Adelman et al. (1986)은 입력(개인 수준의 요소들, 그룹 수준의 요소들, 프로세스 통제, 환경 수준의 요인들), 그룹 상호작용 프로세스,
출력(수행도 결과, 기타 결과)이라는 3가지 변수로 이루어진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입력 변수가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이 그룹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통해 중재된다는 가정을 갖고 있으며, 출력 변수는 개인 및 그룹 수준의 프로세스와 수행
도의 질, 구성원의 사기, 대인 관계로 나타난다.
Helmreich and Schaefer (2009)는 병원 수술실에서의 팀 수행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입력, 프로세스, 결과라는 3가지 주요 요인으로 구
성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 팀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력 요인들이 다양한 결
과를 초래하는 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고유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ozlowski and Ilgen (2006)이 개발한 모델은 입력 요인에 해당하는 팀의 직무 및 상황적 요구사항, 프로세스 요인에 해당하는 팀 프로
세스 및 발현적 상태, 결과 요인에 해당하는 팀 효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팀 구성원은 팀 업무의 어려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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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 및 작업속도를 높이는 보다 광범위한 조직 시스템 및 작업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 시스템 및 작업 환경의 변화는 예
상하지 못하게 바뀔 수 있으며 팀은 변화하는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이 모델은 개인의 의사결정은 팀에 의해 영향을 받고 팀 의사결
정은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계층적인 조직구조의 특성이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 파악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Method
3.1 Development of a model of TDM performance factors
본 연구에서는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 분류체계 및 모형에 관련된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 및 선행연구에서의 경험을 종합해서 팀 의사
결정 영향요소를 의미 있게 파악하고 조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Figure 1). 이 모형은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
를 크게 다섯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조직화할 것을 제안한다. Figure 1은 5개 그룹 간의 관련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문헌분석 결과 및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17가지의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를 기반으로 5개 그룹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팀 의사
결정 영향요소 34개를 도출하였다(Table 2).

Factors to be considered at the higher
organizational level

Factors related to the nature of a
decision-making problem itself

Team-level factors that coordinate the
factors concerned with a team member

Situational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 process of a team
decision-making

Factors concerned with an individual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a team
decision-making

Team
decision-making
performance

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1)개인(팀 구성원) 수준의 의사결정 관련 요소, (2)팀 수준 의사결정 관련 요소, (3)조직 수준 의
사결정 관련 요소, (4)의사결정 문제 관련 요소, (5)맥락 관련 요소라는 다섯 가지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그룹은 몇 가지의 팀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다섯 가지 그룹 가운데 맥락 관련 요소와 의사결정 문제 관련 요소는 입력 요인
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른 세 요소 그룹은 고려된 그룹 의사결정의 프로세스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개인 수준 요소

: 팀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특징, 역량, 한계 등과 관계된 개인 수준의 요인들

- 팀(그룹) 수준 요소 : 의사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수준의 요인들과 그룹 의사결정 문제를 조정하는 그룹 수준의 요인들
- 조직 수준 요소

: 그룹이 조직 계층 구조에 있어 상위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조직 수준의 요인들

- 의사결정 요소

: 복잡한 사회-기술 시스템의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자연적 의사결정(Naturalistic Decision-Making) 맥락을 반영
한 팀 의사결정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의사결정 요인들

- 상황적 요소

정원준·함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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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influencing team decision-making performance
Category

Individual-level
factors

Team-level factors

Organization-level
factors

Decision-making
factors

Factors

Explanation and guidelines

Degree of expertise

Average expertise of team members (Average years of
members' working)

Experience of same or similar
decisions

Whether or not a team experienced same or similar DM
situations previously

Mental states

Mental states of team members (fatigue, attention, etc.)

Physical states

Physical states of team members (lack of sleeping, light
disease, etc.)

Awareness of roles

Degree of awareness of other members' roles in a team

The number of decision makers
(teamworkers)

The number of team members

The difference of teamworkers'
expertise level

Average difference of team members' expertise level

Clarity of teamworkers' roles

Degree to which team members' roles are clearly specified

Degree of team cooperation

Degree to which team members' attitude for cooperating
each other

Degree of DM conflict

Whether or not Decision-Making (DM) conflicts occur
between team members

Degree of DM coordination

Degree to which team members' attitude(readiness) for
coordinating their different opinions

Amount of communication

Amount of communication between team members

Quality of communication

Quality of communicated messages (Degree to which the
communicated messages actually influence DM)

Degree of leadership

Whether or not leadership exhibited

Delegation of authority

Whether or not DM authority can be delegated

Existence of organizational goals or
norms (to follow)

Existence of organizational goals or norms that a team
follow when they make a decision

Degree of just culture

Degree to which team members can make their DM
without worrying about the unreasonable punishment
against poor DM outputs or errors

Clarity of DM goals

How well can DM goals be clearly articulated?

The number of decisions
(to be done simultaneously)

The number of decisions to be made simultaneously

Number of data to be observed

The number of data to be observed for team DM

Number of data to be derived

The number of data to be derived through reasoning from
the data observed

The number of decision alternatives

The number of alternatives when a team considered for
making a final decision

The number of (DM) goals or criteria

The number of decision criteria when a team considered
for making a fin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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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influencing team decision-making performance (Continued)
Category

Decision-making
factors

Situational factors

Factors

Explanation and guidelines

Degree of uncertainty (Degree of
difficulty judging the state of external
situation)

Degree of uncertainty of variables observed (particularly
for identifying system states) for team DM

Degree of dynamics (Degree of how
external situation changes dynamically)

Degree of how quickly a system and its environment
change

Criticality of decision outputs to Safety

Degree to which DM outputs influence to system safety

The level of work domain abstraction
(to be considered)

The abstraction level of work domain areas to be
considered for DM in terms of abstraction hierarchy

Availability and quality of procedures

Availability of task procedures supporting DM and the
quality of procedure contents

Availability and quality of information
displays (for supporting TDM)

Availability of information displays supporting DM and
the quality of information contents of displays

Influence of (salient) alarms or
indicators

Whether or not DM are influenced by the attractive
alarms or indicators

Easiness of data (to be needed)
acquisition

Does a team easily obtain data to be needed for DM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several steps?

Delay of action feedback

The time needed to obtain action feedback

Time limitation (Time stress)

Time limitation within a decision need to be made

Distribution of team workplace

Whether or not team members work in different
workplaces

3.2 Collection and analysis of accidents
3.1절에서 기술한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 모형 및 함께 도출된 34개 영향요소의 유용성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에 발생한 안전사고 중
에서 팀 의사결정이 관련되어 있는 사고를 선별해서 조사 분석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34개 영향요소가 기존에 발생한
사고들의 원인요소(Causal Factors)로서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각 요소가 팀 의사결정이 중요했던 기존의 사고에 상대적으로 어
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회-기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항공, 철도, 원자력산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사고에 대한 사고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원자력산업의 경우 원자력안전정보센터와 원자력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서 사고보고서를 수집하였으나 중복된 자료로 인해 OPIS
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사고보고서를 통해 철도와 국내 항공사고자료를 수집하였고 해외 항공사고자
료의 경우 미항공우주국(NASA)의 ASRS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에서 사고보고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총 2,489개(원자력안
전정보센터 제외)의 사고보고서 가운데 864개의 인적오류와 관련된 사고를 일차적으로 선별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3).
864개의 인적오류와 관련된 사고 가운데 팀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사고 및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불확실 또는 불충분한 경우는 제외하
고, 하나의 사고에 대해 중복된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외해서 총 558개의 사고를 대상으로 34개의 팀 의사결정 요소의 역할 및 영
향유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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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athering and analyzing accident reports
Work domain

Nuclear power
plants
Railway
Aviation

Source

Number of accidents
related to human
factors

Number of
accident related
TDM

135

87

87

37

32

176

86

60

1,500

606

379

Number of
accident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696

Operational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Plant

726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3.3 Analysis of accidents in terms of TDM performance factors
도출 및 조직화된 34가지의 팀 의사결정에 영향요소들이 실제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 및 선별된 558개의 사
고보고서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항공기 착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있어 착륙지연 또는 연료 고갈 등의 이유로
해당 항공기의 비행을 빠르게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시간압박'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파일럿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육체적 상태와는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분석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고상
황에 대한 추론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단불가'로 표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558건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 of analyzing accident reports
Category

Individual-level
factors

Group-level factors

Number of events
affected by
the factor

Number of events
not affected by
the factor

Number of events
that cannot be
judged

Degree of expertise

109

62

387

Experience of same or similar
decisions

159

8

391

Mental states

152

9

397

Physical states

60

74

424

Awareness of roles

46

8

504

The number of decision makers
(teamworkers)

8

20

530

The difference of teamworkers'
expertise level

29

8

521

Clarity of teamworkers' roles

11

8

539

Degree of team cooperation

65

25

468

Degree of DM conflict

19

5

534

Degree of DM coordination

187

60

311

Amount of communication

105

106

347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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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analyzing accident reports (Continued)
Category

Number of events
affected by
the factor

Number of events
not affected by
the factor

Number of events
that cannot be
judged

179

60

319

38

0

520

6

0

552

Existence of organizational
goals or norms (to follow)

95

0

463

Degree of just culture

42

1

515

Clarity of DM goals

6

10

542

The number of decisions
(to be done simultaneously)

4

3

551

Number of data to be observed

476

0

82

Number of data to be derived

360

0

198

15

3

540

The number of (DM) goals or
criteria

133

0

425

Degree of uncertainty
(Degree of difficulty judging
the state of external situation)

173

8

377

Degree of dynamics
(Degree of how external
situation changes dynamically)

56

29

473

Criticality of decision outputs
to Safety

225

1

332

The level of work domain
abstraction (to be considered)

128

2

428

Availability and Quality of
procedures

81

4

473

Availability and Quality of
information displays
(for supporting TDM)

59

1

498

Influence of (salient) alarms or
indicators

464

4

90

Easiness of data (to be needed)
acquisition

183

5

370

Delay of action feedback

12

0

546

Time limitation (Time stress)

45

1

512

Distribution of team workplace

44

14

500

Factors
Quality of communication

Group-level factors

Degree of leadership
Delegation of authority

Organization-level
factors

The number of decision
alternatives

Decision-making (DM)
factors

Situat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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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mining the influence of TDM performance factors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측되어야 하는 정보의 양', '경보 및 지시자의 영향 정도', '추론해야 하는 정보의 양' 등의 순으로 팀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상 관측 및 추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인적 한계로 인해 이
러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보 및 지시자의 역할이 팀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판단할 수 없는 영향요소들이
불필요한 요소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유형이나 시스템의 특성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지
요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많은 사고보고서가 사고의 경위 및 원인 파악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불가의 경우수가 많아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고보고서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하나의 사고에
대해 34개의 모든 의사결정 영향요소들이 항상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특성이나 주어진 여러 상황적 특성에 의해 해당 사
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Table 5는 사고조사의 대상 영역별로 가장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 상위
7개(상위 20퍼센트에 해당) 영향요소를 순위대로 정리한 것이다. 각 요소 옆에 괄호 안의 숫자가 사고조사에서 해당요소가 영향이 있
다고 판단된 사고의 수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로 중요한 영향요소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고보고서의 분석 수준
이나 정도에 따라 보고서에 기재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영향요소들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은 인지할 필요
가 있다.

Table 5. Top 7 impact factors in each work domain
Rank

Aviation

Nuclear power plants

Railway

1

Number of data to be
observed (386)

Number of data to be
observed (70)

Influence of (salient) alarms or
indicators (30)

2

Influence of (salient) alarms or
indicators (366)

Influence of (salient) alarms or
indicators (68)

Existence of organizational goals or
norms (to follow) (29)

3

Number of data to be
derived (286)

Number of data to be
derived (65)

4

Criticality of decision outputs
to safety (194)

Experience of same or similar
decisions (46)

5

Easiness of data (to be needed)
acquisition (161)

Availability and Quality of
procedures (36)

Amount of communication (17)

6

Degree of DM coordination (155)

Degree of expertise (33)

Degree of uncertainty
(Degree of difficulty judging the
state of external situation) (15)

7

Degree of uncertainty
(Degree of difficulty judging the
state of external situation) (152)

The level of work domain
abstraction (to be considered) (31)

Degree of team cooperation (15)

Number of data to be observed (20);
Quality of communication (20)

4. Discussion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은 팀 의사결정 모형이 아닌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를 연역적으로 도출하고 조직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이다.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의 요건을 아래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의 모형이 이러한 요건을 어떻게 만족하는가도 함께 아래에 기술
하였다.
(1) 팀원 각각의 개인적 의사결정 영향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제안된 모형에서 개인적 요소그룹에 속한 영향요소뿐만 아니라 의사결
정 요소그룹 및 상황적 요소그룹에 속하는 많은 영향요소들이 개인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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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의사결정을 프로세스 관점으로 기술 가능해야 함: 제안된 모형에서 의사결정 요소그룹 및 상황적 요소그룹에 속하는 요소들은
팀 의사결정에 주어진 입력요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개인 수준, 팀 수준, 조직적 수준요소 그룹에 속하는 요소들은 프로
세스적 요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모형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팀 의사결정의 결과는 출력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3) 팀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요소 및 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모두 포함될 필요가 있음: (2)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 모형에 프로세스 관점이 반영되어 있고 제안된 모형 자체가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의 도출 및 조직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모형이다.
(4) 개인-팀-조직의 수직적 계층구조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제안된 모형은 이러한 수직적 계층구조 및 상호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5) 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구조적 관점에서 기술하기 위해 HTO (Human-Technology-Organization) 관점에서의 요소가 포
함되어야 함: 인적인 부분과 조직적인 부분은 (4)번에서 기술한 것처럼 반영이 되어 있고, 기술적인 요소들은 상황적 요소그룹에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팀 의사결정이 인지적 과정이므로 인지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야 함: 의사결정 요소그룹에 속하는 세부적 영향요소들 다수가 인
지적 요소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안된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 분류체계 및 모형들 중에서 위에서 기술한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모
두 잘 반영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은 모형 수립의 요건들을 모두 적절하게 반영했
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차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과 함께 제공한 34개의 영향요소가 완전성(Completeness)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지만 기존의 안전사고의 사고보고서의 조사를 통해 팀 의사결정이 관련된 안전사고의 사고 요인으로 활용하기에 크
게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이 복잡한 대규모의 사회-기술적 시
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예: 시간압박, 의사결정에서의 조직의 영향, 다수의 의사결정 목표 존재, 높은 불확실성, 동적인 시스템
변화 등)과는 거리가 다소 있는 시스템에서의 영향요소에 대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영
역에서의 기존의 사고분석을 통해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의 의미 및 역할을 파악했다. 이런 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 및 영향요
소의 차별성을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된 34개의 영향요소는 발생한 사고의 분석(Retrospective Analysis)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사고의 예측(Prospective Analysis)과정
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34개의 영향요소는 본 논문에서도 설명되었듯이 기존에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이나 요소는 사고분석 방법이나 사고모형과는 거
리가 있다. 대부분의 사고분석 방법은 특정 사고모형을 가정하고 그에 맞는 잠정적인 원인요소의 집합을 제공함으로써 사고분석 프로
세스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고분석기법 중 하나인 HFACS (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의
경우 스위스 치즈모델과 같은 다계층(조직의 영향, 불안전한 감독, 불안전한 행동의 전제조건, 불안전한 행동)의 방벽을 갖는 사고 및
안전모형을 가정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잠정적 원인요소(예: 조직의 영향 계층의 경우 자원관리, 조직문화, 조직 내 절차 등)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34개 영향요소의 경우 이 영향요소를 사고분석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고모형이나 사고분석 프로세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원인분석 과정에서 활용함에 있어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34개의 영향요소가 팀 의사결정 수행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제안된 것이지 안전사고의 잠재적 원인요소로 제안된 것이
아님으로 다른 의미 있는 원인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사고보고서를 통한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팀 의사결정이 관련된 안전사고를 분석하고 원인요소를 파악하는데 있어 34개의 영향요소의 활용은 유용하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고조사의 대상 영역이었던 분야(원자력, 항공, 철도)의 관련 전문가 집단의
폭넓은 의견과 검토 결과를 추후 반영한다면 34개 영향요소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유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회고적 사고분석과 함께 중요한 활동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측하고 그 사고의 발생확률을 정량적으
로 예측하는 위험도 평가라 할 수 있다. 인간신뢰도분석(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도 이러한 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법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인간신뢰도분석은 작업자가 미리 정의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작업을 종료하지 못하는 작업실패 확률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인적오류는 시스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인데 다양한 HRA 기법을 활용해
인적오류확률(HEP: Human Error Probabilities)을 추정할 수 있다(Kim and Jung, 2001; Kim and Jung, 2003). 인적오류확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행도 형성 인자(PSF: Performance Shaping Factors)의 파악과
이 인자의 인적오류확률에 대한 영향력의 반영이다. 그런데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대규모화 되어가면서 개인 수준의 신뢰도분석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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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팀 수준에서의 신뢰도분석이 중요해지면서 팀 직무수행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연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제안된 34개 영향요소가 팀 수준의 신뢰도분석에서의 수행도 형성 인자를 도출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Park et al.,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4개 영향요소의 558건의 사고와의 관련성만 파악하였기에 각 요소의 수
준별 영향력(예: 팀원의 전문지식 차이-높음/중간/낮음; 팀원의 수-3인 이하/4-5인/6인 이상)에 대한 기초자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추후에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

5. Conclusion
본 연구는 복잡하고 대규모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에서의 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조직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들이 다섯 개의 요소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요소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에 기반해서 34개의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도 함께 제안하였
다. 34개 영향요소가 팀 의사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기존의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
사하고 각 영향요소가 기존의 사고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었는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3개 영역(항공, 철도, 원자력)의 국내외
558개의 안전사고의 사고보고서를 활용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34개 영향요소가 기존 사고분석에서 팀 의사결정이 어떻게 사고 발
생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사고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이었던 558개
사고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련되어 있었던 영향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34개 요소 중에서 100개 이상의 사
고에서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된 요소는 다음의 9개다: '관측되어야 하는 정보의 양', '경보 및 지시자의 영향 정도', '추론해야 하는 정보
의 양', '(의사결정 결과가)시스템 안전성에 주는 영향도', '팀 의견조율 정도', '자료획득의 용이성', '팀 의사소통의 질', '정보 불확실성',
'동일/유사 상황 경험 여부'. 또한 작업영역별로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된 팀 의사결정 요소가 다르고 그 영향력도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34개의 영향요소는 한계점은 갖고 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고분석 및 위험성 평가 등에서 기
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고는 세 개의 영역에 걸쳐 수집된 것들인데 향후 국방, 선박해양, 제조업, 화학발전 등 다른 산업영역에서 팀
의사결정이 관련되었던 사고들을 추가 수집 분석해서 팀 의사결정 영향요소의 역할을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절
에서 기술했듯이 34개 영향요소의 세부 수준별 영향력을 신뢰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사고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영향요소가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 모형을 활용
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도 어려운 부분이었듯이 기존의 사고보고서에 기술된 정보가 구체성 및
완전성 측면에서 많은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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