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



;그ζ

뜯를제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인간공학기술개발” 과제의 (세부과제 “인간공학실험평가기술

개발η연차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4. 7. 20.

주관연구기관명:한국원자력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 심 봉 식

연 구 원;오인석

연 구 원:차경호

연 구 원:이현철



요 약

I. 제 목 :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개발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인적오류 저감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인간-기계연겨Il(MM I)시스템의 안

전성 및 수행도를 중진시키기 위하여， 운전원과 MMI의 상호작용시 운전원의

행위적， 신체적， 그리고 섬리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펼요하다. 운전원의

특성은 MMI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통합실험셜비 (ITF)와 인간공학 실험

기술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차세대 저l어실의 설계에 관한 인칸꽁학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 정보순항 : 디지탈기술이 웅용됨에 따라 정보의 구성은 전통적인

주제어실파는 매우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접근성을 인간공학

실험기술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운전원 특성의 반영 : 인간공학연구를 통하여 운전원의 특성을 규

명하여， 운전원/기계의 수행도를 증대시키고 조화시키기 위하여 차

세대 주제어실의 MMI 설계시 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수행도 평가 : 주제어실의 설계시 설계절차요건은 운전원의 작업부

하/수행도와 MMI의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단

계에 평가결과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운전원과 기계의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웅시간， 이해도 접근성동과 같은 수행도 척도

에 의하여 시스템의 효용성을 설명해주는 인간공학 실험기술이 펼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타의 수집， 데이타의 분석， 측정방법，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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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의 개발 둥을 포함하는 실험기술과 ITF 개발을 통하여 앞에서 언급

한 인간공학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공학 실험평가기술을 확립하는 것

이다.

II 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제 2 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실험대상시스템의 설계변수 추출

2) 인간공학 실험을 위한 측정장비의 도출

3) ITF의 기능요건 개발

4) eNS의 평가시스댐 구축

제 1 차년도에 선정한 10개의 실험평가항목에 대한 실험이 실제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해외 각국에서 제안한 차세대 주제어실을 비

교분석하여 실험평가대상시스템을 정의하였다. 그 결과， 대형정보화변 및 운

전원 작업반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연구의 관심사를 반영한 선정기준

에 따라서 기능분석을 하여 운전원의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를 추

출하였다. 이마 선정한 실험평가항목의 평가에 사용할 실험변수는 평가항목

과 설계변수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ITF의 측정장비는 인간공학실험에 관한 문환을 검토하여 규명하였다. 또

한 설계변수별 측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 측정방법을 측정데이타의 특성

에 따라 분류하였다.

ITF의 기능요건은 107~ 의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확

보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요 하부시스템으로 ITF를

구성하였다.

- Function 시율레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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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험실 : 대형정보화면， 전통적인 판넬， 운전원의 VDU , 통산설비 둥

一 수행도 측정장비

- 보조실험실

- SCADA((SupeNl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 데이타베이스와 저장도구

ITF의 각 하부시스댐에 대한 기능요건은 APTEA(Analysis, Pilot experiment,

Training, Experimentation, Analysis) 실험패러다임과 함께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Compact Nuclear

Simulator를 인간공학 지침이나 원리에 업각하여 검토하였으며， 정보표시의

대안평가와 운전절차서의 평가를 위한 두가지 실험설비의 배치룰 제안하였

다-

IV. 결과의 활용 및 건의

본 연구의 결과 평가대상시스댐의 실험변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

정된 실험변수는 대형정보화면에 대하여 6개(심볼의 모양 및 크기를 포함)，

표시기에 대하여 8개(정보밀도를 포함}， 화면제어에 대하여 3개(대화방식을

포함)， 그리고 제어시스템에 대하여 7개(키의 배열을 포함)이다. 이들 실험변

수는 제 3 차년도의 실험계획 수립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10개의 실험평가항목을 실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변수와 측정방법과의

연관성 분석에 의하여 7개의 측정장비가 선정되었다. 현재 확보하지 못한 장

비들은 제 3 차년도와 제 4 차년도 연구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ITF의 하부시스템에 대한 기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수는 개발한

요건의 수이다.

1) Function 시률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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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율레이터의 처리능력(8)

8: 모사가능한 malfunction의 범 위 (4)

C: 실험자의 작업공간(7)

2) 주실험실

A: 대형정보 표시화면(5)

8: 기존 제어반(2)

C: 피실험자 작업공간(1)

o : VDU monitor(8)

E : Annunclators(3)

F: 피실험자 제어설비(2)

G: 피실험자 통신설비(1)

3) 지원실험실 (5)

4) SCADA 계통(9)

5) 실험자료 기록장비 (3)

6) 설험자료 분석계통 (3)

본과제의 남은기간동안 상기한 기능요건을 이용하여 사양서를 작성하고

ITF를 설계 제작할 예정이다.

CNS에 대한 연구결과로 계기의 눈금진행 방향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피

실험자의 성능변화에 관한 실험평가가 펼요하며 이에 대한 실험을 차년도에

수행할 예정이다.

상기 실험을 수행하면서 확보할 실험기술과 know-how는 본과제수행

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인간공학 실험평가기술의 종합화와 ITF가 완료

되면 차세대 주제어실 설계시 야기될 인간공학에 관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

대한 공헌을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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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The development of human factors expenmental evaluation technique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and performance of the man-machine

Inte付ace(MM I) systems of a nuclear power plant by reduction of human erro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operator’s behavior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unng the Interaction between operator and MMI.

As the operator's charactenstlcs are maInly Influenced by the MMI, the

development of human factors experimental techniques and the integrated test

faclllty(lTF) becomes an Important reseach field to resolve the follOWing human

factors Issues on the design of an advanced control room.

- InformatIon navigation: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a digital technology,

the Information structure will differ greatl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ontrol

room.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accessibility of the Information

by the human factors expenmantal techniques.

- Reflection of operator charactenstics : By Identification of operator

characteristics through human factors reseach, the MMI design of an

advanced control room must reflect these Idenfltled characteristics both to

remove any dIscrepancy and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operator/machine.

- Performance evaluation : Dunng the design stage of a control roαn ，

the design process requrement enforces the evaluation of operator's workload/

perform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MI In order to feedback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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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valuation at an early stage of design process. For the evaluation of

operator and MMI performance, It requires human factors expenmental

techniques which explain the effectiveness of system by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reaction time, understandability, accessibility and etc.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hus to establish the human

factors experimental techniques to resolve the human factors issues mentioned

above by the development of an ITF and the experimental techniques which

cover the data acqUisition, data analysis, measuring methods, task scenario

development etc.

Il 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e 2nd year of the research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factors experimental evaluatIon techniques, we have

1) identified the design variables for the experimental target systems,

2) derived the measuring equipments necessary for the human factors

experiments,

3) developed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ITF,

4) established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compact nuclear simulator.

In order to make the experiment feasible and realistic for the 1a
experimental evaluation Items selected In the first year of the project, we first

defined the experimental target systems by the comparison study of the

advanced control rooms proposed by foreign countries. Then we have decided

to confine our research on the big board overview panel and operator

workstation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a selection cnterla for ou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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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we have identified the design vanables which ma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or by the functional analysIs. The experrmental

variables which w써 be u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posed Items are then

defined by the relational analysIs between evaluation Items and design

variables.

The measuring eqUlpments for the ITF has been Identified by the revIew

。f the published papers on the human factors experiment. Also the measuring

techniques are proposed for each design variables and they are classifi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asurement data.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ITF are developed to accommodate the

necessary functions for carrying 0니t the 10 evaluation items. The ITF is

consisted of the following major sub-systems;

- Function simulator,

- MaIn test room: Large scale display panel, conventional panels,

operator VDU monitors, communication facilities,

- Performance measuring equipment,

- Supporting test room,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lon(SCADA),

- Data base and storage devices.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each sUb-systems of ITF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experimental paradigm of APTEA(prelemlnary AnalysIs,

Pilot experiment, Training, Experimentation, and AnalysIs).

Finally we have reviewed the compact nuclear simulator(CNS) at KAERI

from the point of view of human facers guidelines/principles and proposed the

two possIble layouts for the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valu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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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alternatives and operational procedure.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e proJect, we have finalized the identification of the

experimental variables for each target systems. The identified experimental

variables are 6(including shape and sIze of symbol) for big board overview

panel, 8(including information density) for monitoring system, 3(including

dialogue method) for display control system, and ?(including keyboard layout)

for control system. These experimental variables will be used as bas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xperimental plan In the 3rd year of the project.

The seven measuring equipments derived from the relational analysIs

between design variables and measuring methods are necessary for the

experiments of 10 selected evaluation Items. The equipments which have not

been yet procured will be reflected on the 3rd and 4th years plan of the

project.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sub-systems of ITF are given below

with the number of requirements developed in parenthesIs.

1) Function simulator

A : Process capabilities of the simulator(8) 。

B : Range of malfunction slmulated(4)

C : Inst띠ctor workplace(?)

2) Main test room

A : Large scale display panel(S)

B : Conventional panel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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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perator workplace(1)

D : VDU monitors(8)

E : Annunciators(3)

F : Operator command facilitles(2)

G : Operator communIcation facilitles( 1)

3) Supporting test rooms(S)

4) SCADA system(9)

5) Experimental recordings(3)

6) Data Analysis system(3)

We are gOing to develop the functional specification from the functional

requirements mentioned above and design an ITF for the rest period of the

proJect.

For the evaluation of the eNS, we have proposed an experiment which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or on the consistency of display meter

needle dlrectlon(vertlcal and hOrizontal).

Although the expenmental techniques and know-haws acc니mulated through

the experiment will be an individual contributor for the project, a synthesIs of

the evaluation techniques and ITF will play an Important role on the

resoluatlon of huamn factors issues raised on the design of an advanced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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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개발의 배 경 및 필요성

인감공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9년 미국의 TMI

원전사고의 중요원인중 하나가 운전원의 실수였슴이 밝혀지고 부터이다.

미국의 TMI 사고와 더불어 I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λ}고의

주요원인중 하나도 인적요인이 깨입되었슴이 밝혀짐에 따라， 미국을 벼롯한

원전 선진 각국은 인적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인간공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1 ，2，3，4]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MMIS(Man-Machlne Interface System) 설계는 디

지탈 기술의 도입과 컴퓨터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VDU 중심으로 양상이 변화

함에 따라 작업공간도 질적，양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전원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5，6]. 국내에서도 현재 추전중인 차세대발전소의

MMIS 설계에도 컴퓨터 중심의 제어 및 정보처리 그리고 제어실 설계에

VDU 중심의 첨단 MMI 기기의 채택동 새로운 기술의 도업이 예상된다- 하지

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원자력분야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및 신뢰성의 보증

이 확인되지 않는 한 수용되기 곤란한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측면에서 EMI요건 내진요건 둥 기기 자체의

품질특성이 규제나 인허가 측면에서 만족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MMI 설계

에 있어서 인적오류를 방지하고 작업의욕 향상 및 운전효율성 향상측면의 인

간공학적 관점에서 첨단 MMl기기 및 새로운 기술의 적용시에 각 설계요소

뿐만 아니라 전체시스템 측면에서 발전소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인간， 즉 운전

원의 수용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인적요인에 관련된 MMI설계에서

시스템의 운전효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개별적인 설계요소에 대한 인간

공학적 기준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평가는 운전원의 작업능력 및 행동특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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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원의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특성동 고유한 사용자 특성을 기준으로

서스템을 평가하는 인간공학적 실험평가 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이

다. 특히 원전 제어실과 같이 복잡하면서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설계에 관해서는 인간과 기계 및 환경이라는 통합적인 체계내에서 시스템 각

설계요소가 갖는 기능 및 요건을 운전원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설계의 허용한

계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간의 수행도 및 작업부

하 측면에서 시스템을 평가하는 인간공학적 실험평가 방법이 더욱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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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개요

1. 연구개발의 목표

본 연구는 운전원과 상호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앙제어실의

MMI 설계에 대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운전원의 작업부하 및 수행도

측정과 같은 인간공학적인 실험평가을 통하여 인적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잠

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전원의 작업성능을 향상시켜 샤스템의 운전 효

율성 및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적의 MMI 설계를 위한 실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 추진중인 차세대원전의 제어설 설계

는 VDU(Vlsual Display Units)중심의 첨단 MMI로 구성되어 운전원의 작업형태

및 작업부하도 기존의 형태와 달라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실험

방법 및 실험환경의 구성을 고려한 실험평가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제어실 설계의 실험적 평가를

위해 적합한 “인간공학 실험평가 환경구축 및 실험적 분석기법을 확립”하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평가 방법론 및 실험변수 측정방법 확

립， 체계적 실험절차 확립， 실험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방법 확립， 실험시나

리오 개발퉁과 같은 실험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실험환경 (Integrated Test Facility: ITF)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개요

가. 1 차년도 연구요약

1 차년도에는 원자력분야의 인간공학적 실험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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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평가의 기본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측면에서 요구하는 인간공학

적 평가항목의 범위를 파악하고， 사업자 요건서 검토를 통하여 MMIS 설계에

서 신기술을 반영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요건을 파악하였으며， 인간공학 실험

사례 분석을 통하여 vou 중심의 차세대 원전 제어실 설계시 인간공학적 관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인적요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10개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 첨단 MMI에 대한 운전원의 수용성 빛 작업성능

- 운전원의 역할변화에 따른 자질요건파 선정기준

- 경보시스템의 효용성 및 경보표시 적합성

- 운전지원 기농 요건평가

- Color CRT Display상에서 작업시 운전원 인지적 작업부하 평가

- 인간과 기계의 기능적 분할

- 시스템 통합화 평가

- 운전원 협업기능 평가

- 인체측정학적 운전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 운전절차서 평가

그리고 선정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구개발의 방향을 주

로 운전원의 인지적 작업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MMI 설계요소에 대하여 운전

원의 수용성 및 운전 적합성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실험방법 및 자

료분석 기술과 같은 인간공학 실험수행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이러한 실험의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인간공학 실험평가 환경을 개발하는 것으로 셜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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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차년도 연구개요

당해년도 연구는 본 과체의 2차년도 연구로서， 제 1 차년도에서 셜정

한 연구방향에 따라 실험수행 기술확보 측면에서 우선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험변수를 도출하였다. 실험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

중인 발전소의 차세대제어실(NUPLEX 80+, AP-600. CANDU-3, N4, APWR,

ISACS.동의 7개)이 갖는 특정을 규명하였다[5，6，7 ，8，9 ， 10]. 차세대제어실은 단순

화된 운전원 워크스테이션， 대형운전정보화면， 전산화된 경보시스템， 정보의

탑색(Information navigation), 운전조직구성의 변화， 지능형 운전원지원시스댐，

자동화정도 강화， 정보의 중복화 동의 공통된 특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련 분석된 특정을 기반으로 현재 CRT중심의 운전

원 워크스테이션 및 대형정보화면으로 구축예정인 Flexible Inegrated Test

Facility에서 실험평가가 수행가능한 인간공학 실험평가 대상시스템을 주제어

실의 대형정보화면(Mimic Panel)과 운전원작업반(Workstation)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정한 대상시스템이 갖는 목적을 먼저 규명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시스템이 가져야할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시스탱의

설계변수 68개가 이 기능분석(Function analysis)을 통하여 추출되었으며， 인간

공학 실험을 통하여 평가될 실험가능한 설계변수를 재 분류하여 24개의 실험

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인간공학 실험사례 분석을 통하여 인간공학 실험에 사용되는

측정방법을 시스템자료(System data), 수행도 결과자료(Performance output

data), 생 리자료(Physi이ogical data) 주관자료(Subjective data) 둥으로 자료수집

원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설계변수 및 실험평가 항목과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

하여 설계변수별 측정자료를 분류하였다. 각 실험평가항목은 시스탱자료， 수

행도결과자료， 주관자료동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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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인간의 생리자료는 시스템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주로 실험이 수행되

는 일부의 실험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공학 실험실의 기능요건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차세대 제어실의

인간공학 실험평가를 위한 실험시설의 유형을 FUll-Scope Training simulator

기반. Desk-top 평가기반， Integrated Test Facllity(lTF) 동의 3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 선정한 실험평가 항목에 대한 실험수행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1차년도에 설정한 차세대 주제어실의 인간공

학 실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소로써 실헝분석 결과의 타당성 (Validity) 및

현실성 (Reality) 측면에서 ITF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어 ITF 개발의 타

당성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ITF의 효율척인 사용과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피

실험자(운전원)의 제한된 특수성으로 인해 실험수행에 적합한 실험수행계획법

(APTEA)을 개발하였다.

. APTEA는 실험의 목적분석， 예비실험， 피실험자의 훈련 및 실험준비，

실혐의 수행， 실험결과의 분석 동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인간공

학 실험에서 수행되던 4단계의 실험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은

ITF의 보조실험실을 활용하여 두개이상의 실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실

험수행의 효율성을 높일수도 있다. 또한 lTF는 주제어실 운전원이 사용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모사할 수 있어서 인간공학 실험평가를 통하여 주제어

실의 인간공학적인 검토 및 설계의 입력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F 또한 다양한 실험 채어 및 자료분석 설바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크게 Function Simulator, 자료수집 및 처리 설비， 자료

저장 및 분석 셜비， 실험자 피실험자 인터페이스 및 FunctIon 시율레이터와

인터페이스를 연계시켜주는 SCADA 동 6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ITF가 갖

추어야 하는 기능요건을 이들 각각에 대해 설정하였다. 이러한 ITF의 인터

페이스 및 입출력요건을 확정함으로써， ITF의 기능적인 구성 빛 연관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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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하였고， 3차년도 부터 수행하는 실험실의 설계에 중요한 입력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CNS를 이용하여 인간공학 기초실험을 수행할 목적으로 우선CNS

simulation program으로 수행가능한 task scenario를 정상운전과 비상운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인간공학실험에의 활용을 위하여 task scenario의 복잡

도， 발생빈도 풍을 고려하여 realtime의 5배로 진행되는 장시간의 운전， 운전

원에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단기간의 운천(realtime의 5배로 진행)， 운전원에

부하가 섬하게 걸리는 비상운전(realtime으로 진행) 동으로 구성된 비상시 운

전원 task scenario를 개발하였다. CNS 운전원의 행위분석은 직무분석 및 동

작분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적무분석은 종합운전절차서(정상운전，비상운

전)에 따라 운천원의 직무를 분류하였고 또한 작업순서에 따른 조치사항도

분석하여 task scenario 작성에 활용하였다. 동작분석은 제한된 범위의 운전，

작업 에 대한 운전원의 동작을 SIMO charHsimultaneous motion cycle chart)로

분석하는 것으로 Global Lab Image를 활용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운전원을 촬영한 Video tape로 부터 정지화상을 연속적으로 분석하여 SIM。

chart를 용이하게 작성하도록 전산화하였다[1 H

3차년도 부터는 당해년도에 수행한 측정자료분류 및 분석을 기반으

로 하여 자료분석 체계 개발을 수행한다‘ 자료분석 체계 개발을 위하여 기폰

의 분석체계를 검토하고 전산화의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5차년도에 완

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실험변수 선정결과를 이용한 예비실험을 3차년도 부

터 시작하는데， 실험평가항목과 관련하여 대형정보화면의 정보적합성 및 경

보시스템의 효용성 평가를 위한 컴퓨터 장비 대형스크린 및 프로젝트 장비

를 이용하여 이러한 장비를 활용하여 Pilot 실험을 수행한 후， 3차년도에는 정

보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험실의 개념설계를 2차년도의 연

구결과인 ITF의 기능적 구성 및 연관성을 기초로 하여 3차년도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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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에 수행한 측정설비의 내역 및 요건은 3차년도 부터 수행하는 측정

장비간의 인터페이스 및 실시간 자료수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입력자

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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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실험변수의 선정

1. 개요

현재 원자력산업계에서는 기존의 제어실과는 매우 상이한 특정을 가

지는 차세대 주채어실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주제어

실의 개발에는 발달된 컴퓨터 기술과 인간공학(Human Factors)을 충분히 반

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었다. 원자력산업계에서

널리 참고되고 있는 EPRI-URD(Utlllty Requirements Document) 에서도 새로이

설계하는 원자력발전소에는 입증된 디지탈 기술(digital technology) 빛 인간공

학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어실의 셜계지칩 (design 9비delines) 혹은 표준(standards) 둥에서도 인간공학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원자력산업계에서의 인간공학 웅용은 1979년 TMI사고 이후부터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연구와 응용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간

공학의 웅용은 주로 실험적 (experimenta l) 연구 혹은 분석적 (analytic) 연구를

통하여 수행되었는데 실험적 연구는 인간공학 실험을 통하여 인간공학의 목

적을 달성하고자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며 분석적 연구는 인간에 대한 모형

(human model)이나 행위분석 (behavIoral analysis) 둥을 주로 사용한다[12].

인간공학 실험평가룰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예비실혐의 수행 및 분석，

자료분석체계의 개발， Test FacIlity의 구축 동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를 위한 기본적인 입력자료로서 인간공학 실험변수(experiment variables) 가 우

선 필요하다.

실험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변수(design variables) 를 추출하여

야 하는데， 셜계변수는 인간공학 실험평가연구의 대상을 묘사하는 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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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설계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임과 동시에 설계자가 정하여야 하는 요소이

므로 설계변수라 부룬다. 설계변수들이 모두 어떤 임의의 값을 가지면 인간

공학의 연구대상이 결정되는 특성이 었다. 이 설계변수는 가변적인 특성을

지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자틀이 설계변수의 최적값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값

을 대치/비교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설계변수는 양적인 면에서 방대하다. 따라서 실험평가연

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실험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평가에 의하여

설계변수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험하는 것이 일반적아다. 이때 선정된 설계변

수를 실험변수라고 하며 실제 실험계획을 작성하여 실험을 수행할때에는 독

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s)라고 한다.

여기서， 설계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대상시스댐(target system)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시스댐은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스댐

으로서 일반적으로 주어지지만 현재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주제어실을 대상

으로하기 때문에 설정하여야 한다. 차세대 제어실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으므로 대상시스탬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해결해야하는 문제이

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효용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하기위하여 각국의

차세대 주제어실 구성의 공통점을 위주로 대상시스댐을 설정하였다.

이 대상시스템은 설계변수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이며， 인간공

학의 관점에서 설계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능분석을 사용하였다. 기능분

석은 대상시스댐의 목적과 기능을 반복적으로 정의하여 궁극적으로 설계변수

를 도출하게 해주는 하향식 분석방법이다.

기능분석의 결과는 설계변수이며 이 설계변수중에서 주제어실의 현

안이며 인간공학 실험을 통하여 연구될 수 있는 설계변수를 선정하여 이를

실험변수로 정의하였다.

주제어실을 정의하는 설계변수로 부터 추출되는 실험변수는 예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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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독립변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료분석체계의 개발시에 발생가능한 자

료의 유형 및 사용되는 측정방법의 분류기준 및 범위를 결정하는데 기본자료

로써 활용할 수 았다. 또한 구축하여야 하는 Test Fa이hty의 기능요건을 설정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13].

따라서 제 1절에서는 발전소 주제어실을 인간공학의 관점에서 실험

척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변수를 선정하였다. 실험변수 선정을 위

하여 우선 차세대 제어실의 특징을 살펴보고 대상시스템을 설정하였다. 설정

한 대상시스댐을 기능분석에 의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로 도출된 설계변수

중에서 실험가능성 및 중요도 동의 기준에 의하여 실험변수를 선정하였다.

2. 대상시스탱의 설정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을 인간공학의 연구대상으로 정할

때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은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이

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차세대 주제어실은 VDU(Vlsual Display Unit)의 채택

정도， 제어반(workstation) 의 형태， 운전원의 수 동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각 개발자틀이 가지는 설계개념상의 차이가 실제로 구현되는 주제어설

의 형태에서는 다양함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개발자플은 기존의 주

제어실보다 기술적으로 전보되고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safety) 및 생산성 (productivity) 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동일한 최상위 목

적을 가지고 있으나， 진보된 기술 혹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여부에서 다소 차

이가 있어서 실제의 구현시 유사성이 있는 동시에 또한 차이점도 있다.

동일한 법주에 속하는 다양한 제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할 때에 모든

제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제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어려웅을 수

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는 다양한 제품의 공통적인 특

야써



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차세대 주제어실의 경우 해외 각국

에서 다양한 주제어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어실의 모든 특성을

포함하는 대상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면 장기간의 연구를 요구하게 되고 인

간공학의 기술 확보 측면에서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의 주제어실은 그 구성측면에서도 방대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모두 연구해보고자 하는 의도는 주어진 연구기간 및 연구결과의 활용

을 고려하여 보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모체인 원자력

중장기사업인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개발에서는 인간공학 실험평가기술의

확보 및 실험환경의 구축으로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 동안에 확

보하는 실험평가기술 및 실험환경이 대부분의 차세대 주제어실에 적용훨 수

있도록 하가 위해셔는 차세대 주제어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

하여 연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시간척으로도 타당하며，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차세대 제어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정을 인간공

학 실험평가의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기반으로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실

험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투자하는 자원(시간， 인력， 시설 퉁)에 대한 이득(대

부분의 주제어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공학 평가기술 빛 실험환경의 보유)

을 주어진 여건(연구기간 투입인력 동)하에서 극대화하는 장접을 가진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인간공학 실험평가 연구를 위한 대상시스템을 설

정하가 위하여 우선 기개발된 혹은 개발중인 차세대 주제어실의 특정을 분석

하고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 공통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AP600,

NUPLEX80+, N4, CANDU, APWR, ISACS 둥을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

상시스템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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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세대 주제어실의 특정

기폰의 주제어실은 대부분 아날로그 계기 및 수동조작 누름 버튼

(push button), 손잡이형 조작기， 레버(lever)형 조작기， 노브(knob) 스위치 동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병렬식의 배치방식(parallel layout)을 사용하여 많

운 공간을 펼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채어실에서는 운전원이 운전시 감시，

재어 둥의 활동을 할 때에 불필요한 정신적/신체적 작업부하를 야기하여 운

전원의 상황인식 (situation awareness), 의사결정， 경계수준(vigilance)유지 풍의

착업시에 운전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발

전소 생산성 및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푼채점올 해결하기 위하여 차세대 주제어실에서는 운전원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차세대 주제어실에서는 최신의 디지탈 기술을 적용

하고 인간에 대한 진보된 연구결과-인간공학， 인지과학， 심리학 풍의 학문영

역에서 연구된- 를 폭넓게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에

서는 기존의 주제어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징을 갖는 주제어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특정으로는 VDU(Visual Display Termina l)로 구성된 운전원 작업

반(workstations) 과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향 및 방사선 누출감시 동을 감시하

기 위한 대형 청보화면 (overview information display) 퉁이 다. 이 러한 특정은 기

존의 제어실이 모든 정보를 동시에 표시하는 병렬적인 표시장치를 사용하여

정보를 표시한데에 비하여 상당히 단순화된 주제어실 (compact main control

room)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단순화된 제어실은 정보의 순차적 표현(serral

representatIon)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보의 구조， 정보의 탑색 (search) 방법 혹은 순항(navIgatIon) ， 정보의 표사순서

및 표시방법 둥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를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는 각 차세대 주제어실을 구별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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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제어실 운전원의 운전면의성 제고 및 운전실수의 저감을 위한 설

계는 각 차세대 주제어설의 공통적인 목표로 파악되었다. 차세대 제어실은

우선 단순화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운전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운전원 지원시스댐을 통하여 운

전원의 운전편의성 및 사용성을 제고시키려고 하고 았다. 운전원의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정신적인 작업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

고 있는 시스댐은 이러한 운전원 지원시스템외에도 경보시스템이라 할 수 있

다. 이 경보시스템은 인공지능 혹은 전문가 시스탬을 이용하는 추셰이며， 그

효용성을 많은 연구애서 평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차세대 제어실의 특정은 과거의 제어실과는 달리 인간

(운전원)을 전체 발전소 프로세스의 주요 구성요소로 간주한다는 개념을 충실

히 반영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의 반영을 위해서는 필수적

으로 인간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게 되어， 인깐공학을 차세대 주제어실의 설

계에 적용하여야 하는 현재의 설계추세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

차세대 주제어실과 관련한 인간공학의 또다른 관심사은 주제어실의

인간공학적인 평가이다. 주제어실의 구성이 기존과는 다른 물리적 부품(예콜

들면， 대형정보화면， 키보드입력장치， 볼 입력장치 둥)을 사용하게되고 이러한

다지탈 기술을 이용한 부품의 사용성 및 신뢰도가 주요해결사항으로 거론되

고 있다. 이와 함께 운전원의 수행도 역시 논의의 대상이다. 차세대 제어실에

서 운전원의 역할이 기존의 제어위주의 작업에서 감시 및 상황판단 둥의 정

신적인 작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운전원이 차세대

주제어실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운전원의 대응 혹은 역할을 새로

이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역할이 운전원에게 가하는 정신적 신체적

부담(mental/physical workload)을 평가하는 일은 인간공학분야에서 담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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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범주에 속하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

자로 인간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은 명확하다. 운

전원의 역할과 관련된 얀간공학 기술로는 작업할당(Job allocation) 혹은 직무

할당(task allocation) 이며， 이 직무활당의 수행을 위하여는 운전원의 수행도 분

석 및 자동화 수준의 결정 둥야 부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가

표 2.1.1 에 나타나 있다.

표 2.1.1 차세대 주제어실의 특정

특징
- Digital Technology의 채 택

- Man-ln-the-Loop의 설계개념 적용

- Information Navigation

설계
一 Operator GUidance

- Useful Alarm Processing

- Flexible Graphic Presentation

- System Evaluation(H/VV, S/VV)

- Human Factors Evaluation
ISUUES

평가 .Automation Level (Function allocation)

.Operator Role

.Performance Evaluation

- H/VV, S/VV Licensing

licensing - Human Factors Licensing

.Formal licensIng ReqUirement

m

앨



나. 대상시스템의 설정기준

본 과제에서는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을 실험적으로 평가하

는 기술을 확보하려고 한다. 어떠한 실험평가 기술을 확보하여야 차세대 주

제어실을 인간공학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설계자료를 생산하거나， 설계의

수정사항을 제시 셜계 지침의 개발 동에 공헌할 수 있는가는 차세대 주제어

실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차세대 주제어실의 구성이 결정되어 있다

면 그 구성에 대한 인간공학적 관심사(issues)를 분석하고 각 관심사를 해결

하기 위한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을 확보하면 연구의 목표는 달성되기 때문

이다.

차세대 주제어실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을

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제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현재 제시되어 있는

차세대 주제어실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대상시스템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확보하게 될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의 응용범위를 폭 넓

게 하면서 주어진 연구기간내에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는 장점을 가진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제시되어 있는 주제어실을 살펴보고 그들의 공통적

인 특정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대상시스댐으로 설정한다.

다. 대상시스템의 설정

차세대 주제어실로서 제안되고 있는 CANDU, AP600, NUPLEX80+,

N4, ISACS, APWR 둥이 가지는 특정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차세대 주채어

실에서는 대형정보화면(Overview Information Display)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차세대 주제어실의 특정이다. 대형정보화변은 발

전소의 전반전인 상황(global status of the plant)을 표시하며， 방사선 환경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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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발전소 프로세스 매개변수(parameters)의 표시， 발전소 안전시스템의

연관성 표시 둥의 기능을 갖춘 것도 있었다.

차세대 주제어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정은 VDU를 이용한 운전원

작업반(Operator Workstation)의 구성이다. 디지탈 기술의 발전과 맞추어서

기존의 주제어실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특정으로 대부분의 차세

대 주제어설에서 VDU를 주요 구성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NUPLEX80+의 경

우는 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차세대 주제어실과 기존의 주제어실간

의 중간수준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NUPLEX80+에서도 VDU를 기존의

제어실 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제어실에 VDU를 사

용하면서 발생하는 특정온 경보시스템의 전산화(computenzed alarm system) ,

지능형 운전원 지원시스템 (Intelligent operator aiding system) 의 사용， 소프트 1

제어 (soft controls) 채택 둥이다. 야들은 VDU기반 운전원 작업반에 잘 어울리

는 특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운전원 작업반은 발전소 제어를 위한 기능， 운전원의 지원기능， 발전

소 이상상태를 표시하여 주는 경보 기능 발전소 계통의 정보를 표시하여 주

는 기능 동을 통합하고 있다. 기존의 주제어실이 다분히 물리적인 계통분류

를 기초로 하여 단순 조합의 형태로 작업반을 구성한 것에 비하여 차세대 제

어실의 운전원 작업반은 기능별 계통분류하에 기능을 통합(Integrate) 한 형태

이다. 이러한 차세대 주제어실은 기존의 제어실 보다 단순하다는 특성윷 갖

는다. 정보의 순항과 관련하여 기능기반 정보순항과 직무기반 정보순항의 두

종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능기반 정보순항은 발전소 구성요소

와 기능을 근간으로 정보의 계층을 구성하고 이를 운전원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삭이다. 직무가반 정보순항 방식은 운전상황에 따라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

이며 운전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특정 운전작업에 대한 정보가 하나의 표시단

위로 되어 있어서 운전원이 다른 정보화면을 탐색할 펼요가 없는 특성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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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세분화된 분류항목을 기준으로 차세대 주제어설을 비교하여 보면 표

2.1.2과 같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차세대 주제어질의 공통적인 구성은 대형정보화

면(Overview Information Display)과 VDU를 사용하는 운전원 작업반(Operator

WorkstatIon)이라 할 수 었다. 전산화된 경보시스템이나 운전원 지원시스템 그

리고 정보의 처리 동의 관심사는 운전원 작업반이나 대형정보화면에 포함되

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개발의 대상시스템을

대형정보화면과 운전원 작업반으로 하고 이를 연구의 범위로 국한한다.

대형정보화면은 발전소 시스템을 도식화(symbolization)하여 운전원에

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발전소의 상황을 매개변수를 통하여 개략

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발전소 시스템칸의 연관성을 파악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운전원의 작업반은 발전소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기능 및 이상상태의 발생시 운전원에게 경보룰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대형정보화면보다는 더 상세한 발전소 상황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일반적으로 대형정보화면은 운전원 작업반의 전방에 위치하며， 운전

원이 앉은 자세에서 대형정보화면은 운전원의 시야안에 었다. 또한 대형정보

화면은 발전소 제어를 위한 기능온 갖추지 않고 있다. 운전원 작업반은 주로

VOU를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의 수단으로는 키보드나 볼(트랙볼) ,

접촉화면(touch screen)동을 사용한다. 또한 제어， 경보표시， 감사 둥을 위하여

VDU를 사용하는 특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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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 차세대 주제어실의 비교

항목 AP600 NUPLEX80+ N4 ISACS APWR CANDU

Westlngh Comburstlon
EdF

Halden
AECL

개발자 。use Engineering
(France)

project Japan
(Canada)

(USA) (USA) (Norvvay)

단순화된 운전원 VOT위주 기존의 제어 VOT위주 VOT위주 VOT위주 VOT위주

작업반의 사용 로 구성 방식도 사용 로 구성 로 구성 로 구성 로 구성

대형정보화면의
3개의 화

면으로 IPSO panel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사용

구성

전산화된 경보시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스템의 사용

정보의 순항
직무기반 기능기반 기능기반 기능기반 기능기반 직무기반

(nevlgatlon) 방식

운전원의 구성 2 - 2

지놓형 운전원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지원시스댐 사용

정보의 중복사용
중복함 중복함 중복합 중복함

여부

냉



3. 실험변수의 선정

설정한 대상시스템을 인간공학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기 위해서 몇가

지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평가시스템의 구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인간공학

실험평가는 어느 특정 구성에 대한 인간의 수행도를 실험적으로 조사，분석하

는 작업이므로 현재 실험자가 대상시스템의 어느 부분 혹은 전체를 그 연구

의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시스템의 구성을 분류/분석하여야 한다.

대상시스댐의 분석은 불리적 구성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보다는 각 하부

시스템이 가지는 기능별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하부의 기능을 정의하여 최

종적으로는 불리적 구성품에 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공학의 주

안점인 인간위주의 분석에 더 합당하다[12].

본 절에서는 설정한 대상시스템을 기능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대상시스템이 갖는 설계변수를 규병하였다. 또한 설계변수를 인간공학의 실

험에 사용할 수 있는 실험변수로 변환하도록 하였다.

가. 설계변수 추출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계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기능분석을 사용한다. 어

떤 임의의 시스템을 기능분석하는 방법은 우선 그 사스댐이 갖는 목적

(obJectives) 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규명된 목적은 다시 하위의 목

적 (sub-objectives) 으로 분할되는데 이 하위의 목적은 상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목적이다. 세부목적의 생성은 반복적으

로 계속하여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지한계(세분의 정도)는 제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분의 정도는 최종적인 목적어 다시 몇개의 기능

으로 정의되면 만족스럽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렇게 정의된 기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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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이어야 한다. 이 기능

은 다시 계충적으로 세분화되어 시스댐의 구성요소까지 즉 물리적인 구성요

소까지 연결된다. 이상의 절차는 단일의 시행에 의하여 완료되는 것이 아니

며， 계속적인 반복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관점은 상위의 항목은 하위

의 항목에 의하여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결과를 생성하기 전에 이를 면밀허 검토하여야 한다[13].

기능분석의 결과는 하나의 계충도(hierarchy diagram)로 표현할 수 었

다. 계충도에서 상위의 계층은 몇개의 하위계층을 소유하게 되고 이 하위계

층은 다시 몇개의 하위계충을 역시 소유한다.

나. 설계변수의 추출

설계변수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각 대상시스템에 대한 최상위 목적

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대형정보화면

@ 발전소 시스템을 도식화하여 운전원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 발전소의 상황을 매개변수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알려준다

@ 발전소 시스템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게 해준다

- 운전원 작업반

@ 발전소 프로세스를 제어한다.

@ 운전원에게 경보를 제공한다.

@ 상세한 발전소 상황정보를 제공한다.

(1) 대형정보화면의 설계변수

대형정보화면의 설계변수 추출작업은 앞에서 설정한 대형정보화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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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최상위 목적을 위의 세가지로 설정하고 각

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형정보화면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을 세분하

였다. 기능의 세분은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설계변수를 도출하

였다.

그림 2.1.1 에서 2.1.3은 설정한 대형정보화면의 목적에 따라 기능분석

을 수행한 결과이며， 대형정보화면의 설계변수가 나타나 있다. 추출한 설계변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심볼의 색상 : 발전소 구성품(component)에 대한 도안의 색상

- 섬볼의 크기 : 도안의 크기

- 섬볼의 모양 : 도안의 형상

- 정상/비정상의 표현변별성 :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한 수단

- 대형정보화면의 재질

- 조명조건 : 반사율 조도 둥에 의한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명수준

- 운전원 작업반과의 거리

- 대형정보화면의 크기

- 정보밀도 : 대형정보화변에 제시하여야 하는 청보량

一 수치/기호의 색상 : 매개변수나 추세기호의 색상

- 수치/기호의 크기 : 매개변수나 추세기호의 크기

- 수치/기호의 모양 : 매개변수의 글자체나 기호의 형상

- 동적표현의 변화율 : 계속 변화하는 수치， 기호 및 섬볼의 update 되는정도

- 풍적표현의 색상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의 표현색

- 동적표현의 크기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의 표시크기

- 동적표현의 모양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의 표시형상

- 심볼의 배치 : 심볼의 위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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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A

쳐l 계의 기능얼 연관성에

따라 표현빼야한다

발전소쳐|계간의

연관성률 파악하게 해푼다

L1 B

쳐|계의 툴리적 연관성올

보여추어야 한다

l 2A, l2B

뭘집한 연관성물 갖는 "tl 계는

근징하게 표현한다

설계연수 III

==============--=========--~===

- 섬몰의 배치(구성)

그림 2.1.2 대형정보화변의 기능분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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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리 훌g에이힌다

II힘쇼빼져간엌
g엉엉톨 피악빼저 빼훌다

UA. L2B

밀휠It e용성를 갇는 쩌찌는
E흩어게 훌톰암다

월1헌후 III

- 샘톨의 에져(구엉’

ltD-
빼，.~ 톨리쩍 힌g생를

톨여쭈어 ot ItO

그림 2.1.3 대형정보화변의 기능분석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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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원 작업반의 설계변수

운전원 작업반은 감시， 제어를 위한 VDU와 화면조작을 위한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운전원 작업반을 불리적인 구성의 관점에

서 표시기 및 제어기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능위주의 분석을 위해서는 표시

기능， 제어기능， 그리고 제어를 위한 표시기능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이

유는 단순한 청보의 표셔와 제어를 위한 표시는 기능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분석을 위하여 운전원 작업반을 화변， 화면제어， 제어

기 동의 세부분으로 분리하였다. 화면은 운전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 훨요한 설계변수로 구성된 운전원 작업반의 일부로서， 발전소 상황정

보나 경보 둥을 제공하여 주는 일을 담당한다. 제어기는 운전원이 습득한 정

보로 부터 적절한 의사결정을 발전소 프로세스에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불리적인 도구로서 현재 제셔되어 있는 차세대 주제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키보드 빛 볼(트랙볼)로 제한하였다. 화면제어는 제어기를 사용하여 운전원이

제어를 수행할때 펼요한 화면상에 표시되는 입력 인터페이스로서 운전원의

의사결정을 전4달하여 주는 역할 및 정확한 전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즉， 화면제어는 운전원 입력지원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세부분의 기능분

석은 각각의 최상위 목적을 설정하고 하위목적 및 그 하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분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능을 만족시키

는데 영향을 주는 각 부분의 구성 요소를 규명함으로서 수행하였다(그림

2.1 .4에서 그림 2.1.7 참조}.

(가) 화면(Monitor)

• 최상위 목적 :Q) 운전원이 원하는 정보를 선속/정확하게 제공

@ 운전원의 정보수용이 신체적/정신척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m
w



@의 하위목적 :

A. 화면의 표시내용은 시각적으로 감지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여

야한다.

0 기능 : VIsibility와 legibIlity가 만족되어야 한다.

O 설계변수 :

- 주변조도(Illumination) : 작업환경의 조도

- 명도(Brightness) : 화면의 밝기， 화변프레임의 밝기 및 반사율

- 대 비 (Contrast) : 화면의 대 비

- 노출시간(expose time) : 정보의 표시기간

- 색상(color) : 배경색에 대한 목표물의 색상

- 강조표시 : normal vs. reverse, highlight풍의 ·강조표시

- 화면표시불의 크기 (Visual Angle) : 사용자의 시각으로 측정된 화면

표시불의 크기

- Stroke: 글자 혹은 도안의 특정 (Width, height, ratIo, etc.).

@의 하위목적 :

B. 의미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기능 : Readlbllity (compatibility, understadablllty의 최 대화)가 만족되

어야한다.

O 설계변수 :

- 자형 (Font type) : 글자체

- 글자열 길이 (String Size) : 글자열의 길이

- 정보 밀도(Density) : 정보의 밀도

- 형상(Shape Coding) : 정보표시의 형상

- 표시 위치 : 정보의 표시 위치

- 정보배열 : 다양한 정보배멸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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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선 : 정보집단의 구분을 위한 경계선

- 정보의 Grouping: 효과적언 정보전달을 위한 정보의 Grouping

- 약어(abbreviation) : 문자열의 암호화(coding)

- 화면크기(Screen Size) : 안구운동(sacadic movement)과 관련된 화

면의 크기

- 표시순서 : 순차적인 정보표시방법

- 음성 : 청보표시의 지원을 위한 음성정보의 표시

- Style: 정보표시의 기본틀(윈도우의 모양， 관리방법， 구성요소 동)

@의 하위목적 :

A. 운전원의 시력저하 불쾌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가능 : 운전원에게 쾌적성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설계변수 :

- 사거리 : 사용자의 눈과 화면간의 거리

‘ 화변경사도 : 표시기의 화면과 지면과의 각도 또는 운전원 시선방

향에 대한 화면각도

- 화면 높이 : 지변으로 부터의 높이 또는 운전원 시선에 대한 화변

의 높이

- 주사속도(Refresh rate) : 사용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화면의

주사속도

- 전자파 장애 (EM!)

- 의자 : 사용자의 작업자세를 결정하는 요소

- 휘광(Glare) : 화변상에 나타나는 반사광

- 소음(Noise) : 작업환경공간에서의 불필요한 청각정보

(나} 화면제어

• 최상위 목적 : 주어진 정보입력올 바탕으로 원하는 제어목표를 향해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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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최단시칸내에 최소의 실수로써 제어목표에 이르

도록 화변을 제어함.

。 기능 : 제어효율성의 최대화 혹은 정보접근성μ}용자 조작실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 설계변수 :

- 대화방식(Dialogue type) : 최적의 대화방삭 선정

. 메뉴(menu)

. 명 령 어 (command)

. 질의/웅답(Inquiry/Response)

. 직 접조작(Direct manipulation(touch screen))

. 형식채우기 (Form fIlling)

. j}연어 (Natural language)

.기타

- 대화 제어(DIalogue Contrail : 다중정보화변의 제어방식 및 최적

체어요소 선정

. 순향 방법 (Navigation method)

. 제어 도구(Control tools) : 화면내의 단추(button) ， 대화상자

(dialogue box), sliding bar, 둥

- 사용자 안내(User Guidance) : 화면제어과정에서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도움말의 구성방식

. 도움말(help messages)

. 시스햄 메서1 지 (system messages)

. 오류 메세지 제어 (error message controls)

’ 설명서 (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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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어 기 (Control)

• 최상위 목적 : 운전원의 의지(의사결정사항)를 가장 신속/정확/편리한 방식

으로 시스템에 전달한다.

O 기능 : 조작의 단순성， 입력시간의 단축， 조작의 정확성， 신체적

부당의 최소화 둥을 만족시켜야 한다.

O 설계변수 :

- C/D 비율(contro l/display ratio) : 제어/표시변위 간의 비율.

- 화변상의 커서 형상 : 조작위치의 확인을 위한 표지설계.

- 키배열 : QWERTY 또는 다른 배치 유형.

- 키보드/볼 의 전체형상 : 분리형， 직사각형 I etc.

- 키/볼 의 크기

- 키/볼 의 높이

- 키보드/볼 의 전체넓이

- 키/볼 의 명 명 (labelling)

- 키의 민감도 : 업력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힘

- 키/볼 의 표면처리에 의한 구분 : 촉각의 암호화(coding)

- 제어기의 표면 밝기 : 표면반사율

- 기능커/특수키 의 구성

- 키의 피드백 (feedback)

- 키의 환치(displacement) : 키의 상하 이동거리

- 키간 거리

- 키보드 두께

- 키보드/볼 경사

- 키/볼의 위치

- 볼의 키 배치 :(트랙)볼의 누름단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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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견윈이 윈하논 쟁보톨산흑/청 ~하깨 째콩함

연외 표시내용픈 시각쩍으호 강져훨 수 있어야 하며 식벌이 용야하여야
l한다

Visibility 와 Legibility가 만촉획어야 한다.

정보외 의매가 청확하고 산휴하깨 견말획에야 한마

Re혀j뻐ity 가 만촉획 어야 한다.
(Cαnpa뻐피ty와 Understanda바ity톨 획대화하여야 한다.>

Stnng size

청보에옐

그림 2.1 .4 운전원 작업반의 기농분석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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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견훨외 정보수용이 신체쩍/청산쩍으료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륙 합 l

l시핵 껴하 불폐캄융 왜소화하여야 한다 l

녁훈견윈얘게 혜랙합과 연외생융 제긍하예야 한다 l

l 시거리
l

: 화연경사도

l 확연높이

I Refresh Rate

: 견짜확 창예 (E뻐) I

l 의자

: 휘훌(G바)

i 소융( Noi풍)

그립 2.1.5 운전원 작업반의 기능분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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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융바른표외에사킬갱융 도와화추연고. 찌획어단함셔간내예 빼소의 상수료써
어혹 이르도혹 율

'.

--- 1어효율생(정보쟁근성. 사용자 죠작잉수 왜소화)율 획대화

l αa1앵ue type

그림 2.1.6 운전원 작업반의 기능분석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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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윈씌 씌쳐(외샤킬형사항)톨 7.왕 산속/청확/연리한 빵씩으료 셔스엠예 견당11'

초확의 단술생. 입력시간씩 한흑， 청It썽. 션에찍푸당의 
A

αDrat찌 ←-예 꺼씌 안강도

화면상씌 커셔 행장

커빼일

키효탁를획 견혜행장 I 개농키/륙수꺼외 구생

키/훌빼 크기 커의 펴드펙

키/톨의 높이 커의 상하。l풍꺼리

꺼.!it드/톨의 견~냉이

키/톨외 La벼파1&

켜/홉의 해쳐 홉의 키 빼쳐

키보드/톨 컴사

그림 2.1.7 운전원 작업반의 기농분석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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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변수 선정 기준

제 2 절의 2에서 추출한 설계변수는 대상시스템을 결정하는 인자로

의미가 었다. 그러나 인간공학 실험평가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좀더 실험목적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재 정의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계변수

의 재 정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인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의 확보를 주어

진 기간내에 달성하고 확보된 기술의 웅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변수중

에서 인간공학의 관심사인 설계변수이고 인간공학 실험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는 셜계변수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설계

변수는 그 명칭을 실험변수라고 하고 이를 인간공학 실험시에는 독립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개발과제에서는 1차년도에 인간공학 실험평

가항목을 설정한 바 있다. 이 실험평가항목은 EPRI URD, 규제， 그리고 인간

공학 실험사례의 분석 동을 조사 분석하여 설정하였으며 구채적으로 다음과

같다[14].

- 첨단 MMI에 대한 운전원의 수용성 및 작업성능

- 운전원의 역할변화에 따른 자질요건과 선정기준

- 경보시스템의 효용성 및 경보표시 적합성

- 운전지원기능 요건

- Color CRT display상에서의 작업시 운전원 인지적 작업부하

- 인간과 기계의 기능할당

- 시스템 통합화 평가

- 운전원 협업기능 평가

- 인체측정학적 운전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 운전절차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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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대상시스템을 기준으로 위의 실험평가항목융 분류하여보면

첨단 MMI에 대한 운전원의 수용성 및 작업성능 평가항목은 첨단 MMI가 대

형정보화면과 운전원 작업반을 포함하므로 대형정보화변과 운전원 작업반의

설계변수를 모두 포함하게 됩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시스댐에서 경보기， 운

전원 지원사스템 절차서 동은 주로 운전원 작업반의 VDU에 표시하게 되므

로 경보시스템의 효용성 및 경보표시 적합성/운전지원기능 요건/운전절차서

평가 풍의 평가항목과 관련되는 설계변수는 운전원 작업반의 설계변수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인체측정학적 운전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평가항목은 대상

시스댐의 설계변수중 운전원 작업반의 제어기와 표시기 그리고 대형정보화면

동에 관한 설계변수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운전원의 자질요건과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설계변수와의 관련성보다는 교육훈련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타

당하다. 운전원 인지적 작업부하 평가항목은 인간공학 실험측정방법과 관련

되어 있으며 따라서 어떤 실험을 수행하면서 운전원의 안지적 작업부하를 측

정/분석하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정악 설계변수를 설정하여 인

지적 작업부하를 측청/분석하는 것은 효용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기능할당 평

가항목은 설계시 혹은 설계후 인간이나 기계가 과도한 직무를 담당하여 전반

적으로 시스댐의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안전성을 위협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

으로서 이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이다- 또한

시스템 통합화 평가항목 역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이 두가지 실험평가항목은

대상시스템의 일부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

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용성이나 적합성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방법/측정기

술/분석방법 동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원 협업기능은 현재

설정한 대상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다. 운전원간의 통신방식이나 통신을 위한

장비를 대상시스템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평가항목은 시스

템의 통합화나 운전원 자질요건 혹은 운전원 지원기능 동의 평가항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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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1차년도에 설정한 실험평가항목은 다음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 설계변수를 통한 실험평가에 의하여 연구될 수 있는 평가항목:

. 첨단 MMI에 대한 운전원의 수용성 및 작업성능

. 경보시스템의 효용성 및 경보표시 적합성

. 운전지원기능 요건

. 인체측정학적 운전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 운전절차서 평가

- 실험을 수행하면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항목:

. Color CRT Display상의 작업시 운전원 언지적 작업부하

-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평가항목:

. 인간과 기계의 기능할당

. 시스템의 통합화

. 운전원 협업기능 평가

- 운전원의 교육이나 훈련에서 주로 다루야 하는 평가항목:

.운전원의 역할변화에 따른 자질요건과 선정기준

또한 위와 같은 분류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인 연관성이 었다. 설계변

수를 통한 실험평가를 하면서 실험측정이나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반

복적인 설계변수의 평가를 통하여 구성된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분석을

하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설계변수를 통한 실험명가에 의하여 연구

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이는

인간공학 실험을 수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시간적인 순서상으로도 합

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평가항목은 설계변수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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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또한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다수의 설계변수가

관련되어 있다. 예를 틀면 첨단 MMI에 대한 운전원의 수용성 및 작업성능항

목과 관련한 설계변수는 Color CRT display상의 작업시 운전원 인지적 작업

부하 평가항목과 관련되는 설계변수와 밀접하며， 또한 첨단 MMI는 대형정보

화면 및 \IOU 를 포함하게 되므로 모든 설계변수를 포함하게 된다. 모든 설

계변수에 대하여 실험을 계획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실험계획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본다변 하나의 실

험변수에 대하여 2개의 수준(실험변수의 값)을 실험적으로 비교분석하려하고

이러한 실험변수가 10개이고 반복실험이 없이 실험을 하고자 할때에 펼요한

총 실험회수는 210(=1024)번이며 1 회의 실험에 1 일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실

혐의 준비작업 및 결과의 분석작업둥에 소요되는 일수를 고려하여 보면 3년

이상의 연구기간 필요하다. 이는 시간적으로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공학적인 실험을 통한 과학적인 분석과 결파물의 효용성을 증

진시키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설계변수를 중심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요한 설계변수의 값은 변화시켜가면서 실험평가를 하는 반면에 다

른 설계변수들은 고정된 값-일반적으로 지침이나 표준둥에서 제시된-으로 일

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관심의 초점은 중요한 설계변

수에 었다. 상대적 중요성은 연구의 목적 및 기술추세 동을 고려하여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많은 설계변수중에서 대부분의 설험평가항목에 관련

되어 있으면서도 인간공학 실험평가가 가능한 설계변수흘 선정하여， 과제의

궁극척인 목표인 평가기술의 확보를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적으로 차세대 주제어실이 가지는 현안인 정보순항과의 연관성

을 실험변수 선정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정보의 순항은 운전원이 차세대 주제

어실을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주어진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얻어내는 행위

로서， 차세대 주제어실이 기폰의 병렬식 정보표시 방식에서 통합된 직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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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표시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

보순향과의 연관성을 중요한 실험변수 선정기준으로 삼아서 차세대 주제어실

의 설계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

다. 정보의 순항온 앞에서 언급한 설계변수를 통한 실험평가에 의하여 연구

될 수 있는 평가항목에 모두 포함되는 현안이다.

라. 실험변수 선정

설계변수중 정보순항(information navigation)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서 인간공학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하는 설계변수를 실험변수

로 선정하였다(표 2.1.3 참조) .

선정한 실험변수가 차세대 주제어실의 정보순항에 중요한 영향인자

로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실험변수를 통시에 하나의 실험을 통하

여 실험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정한 실험변수중 일부

를 어떤 일정한 값으로 고정 (fix)시키고 그 밖의 실험변수를 실험을 통하여 평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실험을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하여 수행하고

난후， 그 실험결과를 통하여 얻은 실험변수의 최적값을 고정시키고 이전에

고정시켰던 실험변수률 이제는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모든 실험변

수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설험을 통하여 본 연

구에서는 설계변수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실험평가항목을 정보의 순향이

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색상은 고유의 의미(색감}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

는 색상의 종류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험변수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였

다. 대신 심볼이나 수치/기호의 사용시 추천되는 색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그려나 대형정보화변에 나타낼 심볼이나 수치/기호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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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통일된 사양이 없는 이유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설계변수라고 판단하

였다. 정보의 순항시 이러한 심볼이나 수치/기호가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 배

치되어 있을때 운전원에게 얼마나 잘 얽히고 이해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펼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여러한 심볼이나 수치/기호를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사용하여야 하는 지 역시 관심사이다. 이는 정보밀도를 말하며 정

보밀도는 정보의 순항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는 요소로서 밀도가 높을수록

운전원의 정보탐색시간 및 정신적 작업부하가 증가하는 경향이 었다. 특히

운전원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형태가 직혈식 (serial)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순간

의 청보표시량은 제한을 갖게 되므로 이 제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얻어내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전원 작업반과의 거리나 조명조건 그리고 대형

정보화면의 재질/크기는 상대적으로 정보순항과 관련성이 적고 대형정보화면

의 목적 및 관련되는 인간공학 지침둥에 의하여 해결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

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주변조도， 명도， 대비， 색상， 강조표시， Stroke동은 과거 많은 연구결

과가 있으며 또한 지침 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

록 하여 이에 대한 실험을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는 것이 마람직하다고 판단

하였다. 대선 정보의 노출시간과 화변표시물의 크기는 운전원이 정보를 인식

하는데 영향을 주며 일반적인 지침 풍을 여과없이 사용하는 것은 원자력발전

소의 다양한 하부시스댐의 상태표시나 차세대 주제어실의 직렬식 정보표시형

태를 고려하여 볼때 정보순항과 관련한 셜계변수로 분류하고 이를 실험변수

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접촉화변(touch screen)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주제어실에서 정보표시물의 크기나 노출시간 등은 실

험평가에 필요한 설계변수라고 판단하였다.

Readibility와 관련되는 설계변수는 운전원야 정보를 얼마나 잘 이해하

고 이미 얻은 정보와의 양립성(compatibility)을 확보하는 지에 대하여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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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요소들이다. 이 설계변수중에서 자형， 글자열 길이， 약어， 화면크기 그리

고 style풍은 실험을 통한 평가보다는 지침을 기반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단기칸에 용이하게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정보멀도， 정보의 배열， 정보표시의 형상， 그룹핑， 정보의 표시순서 둥

은 그래픽화된 VDU상의 정보를 탑색하고 순차적인 검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실험변수로 션청하였다. 음성에 의한 정보표시논 시

각정보를 주로 다루는 상황에서는 부적합한 설계변수이나 경보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실험평가를 하여야 하는 설계변수이므로 이를 실험변수로 선정하였

다.

쾌적성 및 편의성과 관련된 설계변수는 직접적으로 정보순항에 영향

을 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소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배채하였

다. 화변제어와 관련한 설계변수들은 운전원이 청보순향을 수행할 때에 원하

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운전원의 의도대로 화면을 제어하는데에 영향을 주는

설계변수들로서 정보의 직렬식 표시형태를 가지는 차세대 주제어실에서 원하

는 정보를 단기간에 오류없이 찾아내는 것은 청보순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따라서 모두를 실험변수로 선정하였다.

제어기는 입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운전원의 의사를 입력시

키는 장치로서 현재는 키보드와 볼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반인이 사용하는

첨퓨터 키보드나 트랙볼과는 그 형태나 구성 동의 측면에서 달라야 되는 것

은 당연하다. 따라서 기능키/특수키의 구성 전체형상， 위치， 키의 배열과 배

치， 키보드/볼의 전체넓이 그리고 키/볼의 크기 동은 인간공학적으로 설험평

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보순향과도 연관성이 깊다. 그러나 그밖

의 설계변수들은 인간공학의 촉변에서 상세히 다루는 것보다는 실제 제조자

의 기술수준파 일반적인 컴퓨터 용품으로서의 키보드나 트랙볼에 관한 지침

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야W



어떤 설계변수가 실험변수로 선정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실험에 영향

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변수들이 납득할 만한 특정값을

가져야 설험변수에 대하여 원하는 분석을 수행하기가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설계변수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소의 인간기계 Interface 설계방안

연구 (KAERI!RR-1061/91)에서 작성한 지침을 따르고자 하며 이를 표 2.1 .4에

나타내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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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스템

대형정보화면

표 2.1.3 실험변수

실험변수

심볼의 모양

섬볼의 크기

심볼의 배치

수치/기호의 모양

수치/기호의 크기

정보밀도

감시 기 (Monitor)

화면제어

Visibility

Legibility

Readibillty

쾌적성

편의성

화면표시물의 크기

노출시간

정보밀도

정보표시의 형상

정보배열

정보의 그룹핑

표시순서

음성

대화방식

대화의 제어

사용자안내

제 어 기 (Control)

키배열

키보드/볼의 형상

키/볼의 크기

키보드/볼의 전체넓이

기능키/특수키의 구성

키/볼의 위치

볼의 배치

-67-



표 2.1 .4 실험변수가 아닌 설계변수와 VDU설계의 인간공학적 지침간의 관계

설계변수 참조자료

심볼의 색상 KAERI/RR-1 060/91 , B-48
정상/비정상의 표현변별성 KAERI/RR-1060/91 , B-67
대형청보화변의 재질 Unspecified, but not critical
조명조건 KAERI/RR-1061/91 , B-9, B-125

대형정보
운전원 작업반과의 거리 KAERI/RR-1061/91 , B-114
대형정보화면의 크기 KAERI/RR-1061/91 , B-41, B-114

화면
수치l정보의색상 KAERI/RR-1 061/91 , B-48
동척표현의 변화율 KAERI/RR-1 061/91 , B-102
풍객표현의 색상 KAERI/RR-1061/91 , B-48, B-67
동척표현의 크기 KAERI/RR-1061/91 , B·53
동적표현의 모양 KAERI/RR·1061/91 , B-52, B-67

주변조도 KAERI/RR-1061/91 , B-125
명도 KAERf/RR·1061/91 , 8-9, 8-12, B-55
대비 KAERI/RR-1061/91 , B-8
색상 KAERI/RR-1061/91 , B-48
강조표시 KAERI/RR-1061/91 , B-56, B-58, B-62
Stroke KAERI/RR-1061/91 , B-38

자형 KAERI/RR·1 061/91 , B-37
글자열 길이 KAER1/RR-1061/91 , B-15, B-20, B-28, B-34
표시위치 KAERI/RR-1061/91 , B-39
구분선 KAERI/RR·1061/91 , 8-47, 8-78, 8·79
약어 KAERI/RR-1061/91 , 8-22
화연크기 KAERI/RR-1061/91 , B-41
Style KAERljRR-1061/91 , B-37, 8-39, B-47, B-78, B-79

시거리 KAERI/RR-1061/91 , B-114
화변경사도 KAERI/RR-1061/91 , B-119

운전원 화연높이 KAERI/RR-1061/91 , B-110, B·111 , 1·113
작업반 주사속도 KAERI/RR-1061/91 , B-7

전자파장애 KAERljRR-1061j91 , B·123
의자 KAERI/RR-1061/91 , B-120
휘광 KAERI/RR-1061/91 , B-11
‘~‘-도IiL Unspecified, but not critical

C/D 비율 KAERI/RR-1061/91 , B-87
화연상의 커서형상 KAERI/RR-1061/91 , B-13
키l볼약 높이 KAERI/RR-1061/91 , 8-89
키l볼의 명명 KAERI/RR-1061/91 , B-88
키의 민감도 KAERI/RR-1061/91 , B-86
키/볼의 표면처리 Unspec에ied ， but not critical
제어기의 표면밝기 Unspecified, but not critical
키의 피드백 KAERI/RR-1061/91 , B-85
키의 환치 KAERI/RR-1061/91 , B-85, B-87
커간 거리 KAERI/RR-1061/91 , B-69
키보드 두께 KAERI/RR-1061/91 , B-91
키보드/불의 경사 KAERI/RR-1061/91 , B-111

-68-



4. 결론 및 적용

가.컬론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을 인간공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시스댐의 설정 및 분석 그리고 설계변수 및 실

험변수의 선정 둥을 수행하였다.

인간공학 실험평가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확보된 기술의 웅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대상시스템을 각국에서 채시된 차세대 주제어실의 공통적

인 구성요소로 셜정하였다. 설정한 대상시스템은 발전소의 개팔정보를 운전

원에게 제공하여 주는 대형정보화변과 발전소 프로세스의 감시 몇 제어， 경

보 기능을 갖춘 운전원 작업반이다. 젤정한 대상시스햄은 기능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기능분석문 대상시스햄 혹은 대상시스햄의 하부시스탬이 갖는

목적으로부터 기능을 규명하고 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펼요한 대상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분석해 나가는 하향식 (topdown) 분석방법인 기농분석을 사용하

였다. 기능분석의 결과는 대상시스템의 설계변수이며 따라서 셜계변수는 대

형정보화면 및 운전원작업반에 대하여 각각 추출 하였다. 설계변수는 인간공

학 실험시 독립변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연구의 제약을 고려하기 위하

여 실험변수로 재변환시켰다. 재변환 작업은 차세대 주제어실의 현안(issues)

인 정보의 순항(navigation) 에 관련되어 있고 인간공학실험으로 평가가 가능한

설계변수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순차적인 작업을 통하여 선정된 실험변수는 본 연구의 모체

인 인칸공학 실험평가 기술개발 과체의 예비실험의 수행 및 분석， 자료분석

체계의 개발， Test FacilIty의 구축 동에 활용할 수 있다.

n
3

g
u



나. 결과의 적용

본 연구에서논 인간공학 실험명가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션행되어야

하는 실험변수의 선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실험변수의 선정은 인간공학 실험

평가 기술의 개발범위를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능분석은 인간공학 혹은 산업공학애서 시스탬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서， 시스템의 사용자가 인간인 경우 기능위주로

시스댐을 분석하는 기능분석은 시스댐의 물리적인 구성을 위주로 분석하는

방법보다 바랍직하다. 인간공학의 효용을 이해하고 또한 인간공학을 시스렘

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인칸(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탬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

하며， 따라서 물리적인 연관성보다는 인간이 시스댐을 이해하는 방식인 기능

적인 연관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공학에서 기능분석은

유용하다-

현재 선정한 실험변수는 모두를 한번의 실험에 의하여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실험변수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록

A에서는 정보의 순항에 비중을 두고 있는 차세대 주제어실에서 현안요로 간

주되는 대형정보화변의 정보표시 적합성 평가의 실험계획이 하나의 예로 나

타나 었다. 제안한 실험에서는 정보밀도를 실험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차년도

에 수행할 예비실험의 실험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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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방법 분류

본 절에서는 인칸공학 실험평가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측정방법을 조

사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제어실의 실험평가를 위한 측정방법 및 측정데

이타의 효율적 취득및 처리를 위한 장비구축과 앞으로의 이러한 자료에 대한

통합된 자료분석체계를 구축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의 특성별로

분류하였다. 측정방법 분류에 대한 주요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측정방법에 대한 문헌조사 및 분류

o 측정데이타의 특성

o 측정데이타의 특성에 따른 설계변수별 측정방법 분류

o 설계변수와 측정방법과의 연관성 분석

측정방법의 분류기준은 측정데이타의 특성 웅용영역， 작업의 특성

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측정데이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집원

에 따라 시스템데이타 수행도기반데이타 생리학적 데이타 주관적인 평가데

이타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설계변수와 측정방법과의 연관성 분석을

측정기기의 특성， 측정방법의 난이도， 측정데이타의 중요도 풍의 관점에서 수

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관성 분석결과를 CRT-기반 주제어실의 인간공학적 실

험평가를 위한 측정기기의 선정， 측정시간의 효율성， 그리고 효율적인 측정방

법 개발에 활용한다.

1. 측정방법의 조사내용

문헌자료를 통해 측정방법에 대해 조사하여 주제어실의 인간공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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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평가에 이용될 주요 측정방법들을 측정목적 측정대상， 측정기기 풍의 관

점에서 검토하였다.

가. 주관적 측정방법

(1 ) 관측

관측은 운전원 및 시스댐의 모든 행동 및 동작에 대한 측정을 관측

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측의 목적은 묘사를 위한 것， 평가을 위

한 것， 그리고 셜명을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관측에 의한 측정방법은

관측자의 입장에서 최소의 추리를 하는 직접 관측방법과 작업의 수행도를 관

측하는 작업 수행도 관측방법으로 대별된다. 이때 관측대상은 사물이나 물체，

사건발생， 피실험자， 및 실험자 자신이될 수 있다. 주제어실에 대한 관측의

예로，

1) 운전원의 계기 디스플레이의 판독에 대한 관측，

2) 운전원 행위나 상호작용의 관측，

3) 개개인， 팀 혹은 전체시스템의 반웅 기간 관측，

4) 수행되는 행위순서 관측，

5) 발생되는 오류수의 관측，

6) 장비조작에 대한 관측，

7) 고장의 관측， 그리고

8) 극단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운전원의 행위나 사건의 관측 둥이될 수

었다.

(2) 면담

데이타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담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전문지식을 수집하는데 주로 이용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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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작업성능에 대한 면담이 측정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며， 실험 참여자로부터

정보(post-test interview)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3) 설문서

설문에 의한 측정은 측정변수를 설문으로 피실험자가 측정 데이타

(값)을 결정하는 방법이며 실험 전후로 많이 이용된다. 셜문서는 일정한 양식

의 척도(Rating scale)를 사용하는 Rating Method[16]가 인간공학 실험에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Rating Method는 1) 작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의 정도，

2) 작업성능의 질 3) 시스댐의 특정에 대한 효과 4) 작업성능에 영향을 마

치는 조건(예， 시야) , 그리고 5) 성능의 출력을 평가하는 것둥에 주로 적용된

다.

나. 생리학적 측정방법

주로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심혈관 기능측정(심박수， 섭전도 혈압).

근활동 측정(근출력 측정， 근전도) , 뇌파측정， 호기분석， 그리고 맥박 및 혈압

측정이 생리학적인 측정방법으로 이용된다. 호기분석은 노동의 강도를 측정

하기 위해 노동하는 사람의 호기에 대한 산소 탄싼 가스량을 측정함으로써

피로의 정도를 측정한다. 맥박(심박수) 측정은 인간의 순환기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섬장의 박동(심박수)을 측정하며， 단위시간당의 심박수에 의해 산정

된다. 이러한 섬박수 측정은 주로 전기식 펄스 측정기에 의해 측정된다. 시

각적 피로도 측정은 환경의 개선 및 관리상 중요하나 피로 그 자체는 정량

적인 특성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시각적 피로측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러한 시각피로의 특정으로 인해 작업의 양이나 질의 변화， 생리적 기능의

변화， 그리고 섬신상태의 변화 동을 측정하여 시각적 펴로도를 결정한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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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피로도 측정은 청각적 피로도를 판청하는 F.A.S.(Fatigue Measuring

Instrument by Auditory Sence)와 펄스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논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다. 환경공학적 측정방법

어떤 정해진 환경요건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데 사용된

다. 특히 VDU의 인간공학적 설계측면에서 조명 소음 퉁이 운전원 성능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두되고 있으며， 단순한 기기에 의한 측정방법

은 사실 무의미하다.

라. 정신불리학적 측정방법

정신물려학적 측정방법은 자극값을 지표로 주로 반용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요로 자극역 차별역 그리고 주관적 평가점과 측정대상에 대

해 연속적인 자극을 주어 측정하는 극한법， 자극값의 단계적 조정을 통하여

측청하는 조정법 그리고 미리 선택한 자극값의 무작위 이용에 대한 판단출

현율을 측정하는 항상법 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측정방법 중에서 정신적

부하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어떤 작업이나 시스댐 기능의 성

능과 관련된 부하의 운전원 판단에 기반을 둔 주관적 측정방법， 시스템 기

능을 수행하는 운전원의 작업능력을 통해 평가하는 작업성능 기반 측정방법

과 시스템이나 작업요구에 대한 운전원의 신체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생리학

적 측정방법이 다. 주판적 측정방법으로는 Cooper-Harper(CH)와 Task Load

Index둥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관적 측정치들온 구현되지 않은 시스템

이나 설계와 연관된 부하의 측정에 유용하다. 작업이나 시스템 기능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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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능력을 통하여 평가하는 작업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방법은 시스템

의 정상기능을 수행하는 운전원의 능력을 측정하는 1 차적 작업성능 측정과，

시스템 비정상 기능시 운전원이 수행하는 작업능력을 측정하는 2차작업 측

정방법의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측정방법에 자주 이용되는 측정변

수로는 운전원이 시스댐의 기능변화에 얼마나 빨리 반웅하는가를 결청할 수

있는 반응시간 측정이 주로 이용된다. 그리고 성능측정의 공통적인 측정변

수로서 특정한 시간에 대해 수행되는 표준성능을 기준으로 편차의 양을 측

정하는 정확도측정과 작업성능 기간동안 운전원이 반응하는 빈도수 측정이

차주 이용된다.

2. 측정 데이타의 특성별 분류

주제어실의 인칸-기계 연계시스템의 실험적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측정데이타의 특성을 측정데이타를 취득하는 대상(originator) 에 따라 시스템

자체로부터 얻어지는 ‘시스햄 데이타’ 사용자(운전원)의 육체적 생리적인 현

상에 대한 ‘생리학적 데이타‘， 시스탬이나 실험자의 성능으로부터의 ’성능 출

력 데이타‘， 그리고 피실험자나 작업 관측자의 해석이 요구되는 ’주관적 데이

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데이타의 특성별 분류에 따라 제 2장

1 절에서 선정한 설계변수별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가. 시스템 데이타

주제어실의 시스템 자체로부터 측정가능한 페이타의 종류로서 프로

세스 상태， 운전원과 제어시스템과의 상호작용， 경보 및 안전한계억제 (safety

limit VI이atlons) 둥과 같은 것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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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리적 데이타

사용자(운전원)으로 부터 육체적， 생리적인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타의 종류는 근전도， 심전도， 피부전위， 안구운동(gaze and

fixation), 톰위치(body position) 둥이다. 이러한 측정으로부터 얼어진 데이타는

작업성능을 통해 해석되는 관계로 ’간접적’인 특정을 갖는다. 심전도의 측정

은 쉬우나 작업성능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없는 관계로 안구운동에

관련되는 신호가 다소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훨씬 많이 이용된다. 안구운동

의 측정은 운전원이 프로세스를 모니터렁하는 방법 및 순서를 기록하기 위해

주로 이용한다. 또한 장비나 운전원작업반의 설계를 평가하기 위해 운전원

자세를 기록，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18]. 이러한 운전원 자세분석은

주로 비디오 기록을 이용한다. 이밖에 Cardiovascular 및 Respiratory 측정도

생리학적 데이타의 측정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 성능 출력 데이타

성능 출력 데이타의 측정은 작업수행에 대한 속도， 정확도， 반웅시간，

그리고 빈도수와 같은 성능데이타로 부터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라한 데이타들은 운전원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을 포착하기에는 부족하여 운전원-시스템간의 상호작용과 관련

된 측정으로 보충해야 한다.

라. 주관적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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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실험자나 작업 관측자에 의해 상당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인 데이타라 하며， 이러한 주관적인 데이타의 예는 사용자 성능의 비

디오나 오디오 기록， 관측자로부터의 데이타(운전원 성능관측) , 실험 과정이나

실험 후의 셜문서， 면담 둥이 있다.

3. 셜계변수별 측정방법 분류

대형 정보화변과 운전원 작업반을 대상사스템으로 설정하여 시스댐

분석을 통해 추출된 설계변수(제 2 장 1 철)에 대해 측정데이타의 특성에 따

른 측정방법을 선정한다. 이러한 분류표가 (표 2.2. 1) - (표 2.2.4)에 나타난다.

표에서 사용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TS(Telemetry System), ARS(Audro Recording System), VRS{Vrdeo Recording

System), RR(Respiration Rate), ETS(Eye Tracking System),

EOG(Electrooculargram), ECG(Electrocardiogram), EMG(Electromyogram)

EEG(Electroencephalogram), RSP(Respiration)

표 2.2.1 대형 정보화면의 설계변수별 측정방법
?

성픔훌력、 생라적、
썰’져|변수 、시스텔다Lol 타 쭈판적터l 이 E~ 흩정장바

/、 ‘ 터101 타 더101 타、 {

-심전도
-TS

-오류발생률 -설문서 -Flicker
심볼색상 ‘뇌파

-반웅시간 -Verbalization -ARS
-Flicker

-Mike
섬볼크기 ” " ” ’t

심볼모양 ” ” " ”

비정상/
-입력장치로 부

정상표현
터의 데이타

”
-안구전위 -셜문서 -VRS

변별성
-경보순서 -심전도 -Video기록 -ETS
-프로세 A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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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대형 정보화면의 설계변수별 측정방법 (계속)

f 、

시스템 설능출력 생리적

/

r설계혈수
추관적

、、

더1'01 타、 t 、; 터I어타 、폐 Ol타 、 더10\ Et<
측정장비

화면채질
-오류발생률 -안구전위

-셜문서

-반웅시간 -Flicker
-면담

-Rating Scale

-안구전위

화면크기 1’ -심전도
-Rating Scale -TS

-R.A.
-면담 -ETS

-안구전위 -TS

조명조건 ” -섬전도
-Rating Scale

-면담
-ETS

-Flicker -Flicker

작업반과의
4」전도 -Rating Scale

l ’ -심전도
-TS

거리
-Vide。기록

-R.R -면담
-VRS

-심전도
-TS

주변조도 “ -안구전위
-Rating scale -ARS

-Flicker
-Verbalization -ETS

-Flicker

명도 “
-안구전위 -Rating Scale -TS

-Flicker -면담 -Flicker

대비 “ “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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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운전원작업반-가독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 >‘
、、、

、、、/， ,I'
’

‘생리
‘ tι 、 ,

‘ u ιV 사λ탬 r성능훌력: ι l주됐 、、、 -“ 、‘’

설겨!변수;、
적 적 、 {'

촉점장비
데 01 타 ‘/데마타 、더101 타 、、 ι /、더101 타

‘, ι 、 ι tι ‘t " 、/r rr r t///、}" 、‘ ", "
、 J 、 、‘‘，< 、 、 。 、 、 <‘‘

f 、 、 r ‘쩌 ι r “ “‘ 0',

노출시간
-오류발생률 -뇌파 -설문서

-TS
-반웅시간 -심전도 -면담

-심전도
-설문서

-TS

색상 ” -안구전위 -Flicker
- VerbalizatIon

-Flicker -ETS

‘심전도
-T8

강조표시 "
-Flicker -설문서

-ETS
-안구전위 -면담

-Flicker
-안구운동

-안구전위

화면 표시물
”

-뇌파 -설문서
”

크기 -Flicker -VerbalizatIon

-안구운동

Stroke " -Flicker -면담 O-Fll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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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운전원작업반-가독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계속)

、、

시소햄 성농훌력 생라척ι
ι，ιιJ、

싫져l 변수
대 01 타 ‘ 떼 OIE~ ι 데이타 ~ι’

쭈관펙 데 01 타 혹청장바
,,,

、、

-오류
-심전도 -TS

자형 발생률 -면담
-Flicker -Flicker

-반응시간

-심전도
-TS

」」전도 -셜문서
정보밀도 ” -ARS

-뇌파 -VerbalizatIon
-VRS

-안구천위

-안구전위 -셜문서 -TS

표시위치 ” -섬전도 -Video기록 -Fhcker

-R.A. -Verbalization -ARS

-심전도

정보배열 ” -뇌파 ” “

-안구전위

구분선 ”
-섬전도 -설문서 -ETS

-안구전위 -면담 -TS

정보의 -심전도 -설문서
-TS

-ETS
” -뇌파 -Rating Scalegrouping

-VRS
-안구전위 -Video기록

-ARS

-심전도
·설문서 -TS

약어 " -뇌파

-안구전위
-Verbahzatlon -VRS

-심전도
-셜문서

-TS
화면크기 " -안구전위 -Flicker

-면담
-Fhcker -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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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운전원작업반-가독성-의 셜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계속)

‘/ N

;
‘、、、

/ ‘
‘、, )、‘ 、 、 ‘ " 、‘

、시스템 /、성능훌력
ζ

생리적
‘、

τ 주관적ζ、 ‘ }" μ , c 、

설 r쳐i 변수
더1\ 0\ E~' '" 페이타 터'\ 0\ Er ; 데이 E￥ μ

측정장버

’ 、

‘‘
‘ r

cc

‘
/、

음성정보
-오류발생률 -심전도 -면담 -TS

-반웅시간 -뇌파 -Video기록 -VRS

-안구전위
-셜문서

-TS

Style ” -뇌파 -Flicker
-Verbalization

-Flicker -ARS

-ETS

업력장치로 -뇌파 -Rating -TS

표시순서 부터의 “ -심전도 -Vrde。기록 -VRS

데이타 -안구전위 - Verbalization -ARS

-Fl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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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운전원작업반-쾌적성， 편의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J 셜껴l 변수、
시소탬 성능출력 생2.1적 、 주관적

측정장벼
더l이타 r 더101 타 、;더lot 타、;、 더101 타

-오류
一심전도 -면담

서거리 발생률 -TS
-안구전위 -Rating Scale

-반웅시간
-RR

화면
-반응시간 -안구전위

-면담
-TS

경사도 -셜문서
-심전도

-안구전위 -셜문서
-TS

화면높이 ” -VRS
-심전도 -Video기록

-Goniometer
그」전도

-안구전위
-설문서 -IS

주사속도
tr

-면담 -Flicker
-Flicker

전자파 tr
-심전도 -셜문서 -TS

장애 -안구전위 -면담 -Flicker

-Flicker

-얀구전위 -설문서 -TS

의 자 ” -심전도 -면담 -VRS

-뇌파 -Video기록 -Goniometer

-R.R.

휘 ”
-안구전위

-설문서
-TS

도
-섭전도 -Flicker

-Flicker

소 음 “
-뇌파 -질문서

-TS
-심전 -면담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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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운전원작업반-화변제어 효율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 ' ;、‘ 、 , ‘ , , 、

、 r ι f 、

、、생2.1 적 r 주관적
I

2측정장비 ε 、
시 λ탱 성、능훌협、/

, , , ι 상’설껴|변-수/、 J 데이’타 / ;;、 γ 다l 이타 2 、 “ 、;、더101 타‘ 기더191 타 / ι
J 、 ι ‘/ ‘ r 、、、 、 /“ ’'I I L

-입력장치 -TS
-오류 -심전도 .

-ETS로부터
발생률 -뇌파 -설문서

-ARS대화방식 데이타
-반용시간 -R.R. -Verbalization

-VRS-Active
-안구전위

-MikeDisplay수

-섭전도

」」전도 -설운서 -TS

” -뇌파 -Rating Scale -ERS대화제어 “

-A.R. -Verbalization -ARS

-안구전위

-뇌파
-설문서 -TS

사용자안내 “ " -섬전도
-ARS-Verbalization

-R.A.

-심전도 -TS

-안구전위
-셜문서

-ETSC/디 비윷 "
-Verbalization

」」전도 -ARS

-심전도 -TS
커저형상 ” -셜문서

-Eπ-안구전위

곧전도 -TS

-섭전도
-설문서

-ETS”키배열
-Verbalization

-안구전위 -ARS

그」전도 TS
키보드/

’l -심전도 -셜문서 -ETS
볼의 형상

-안구전위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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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운전원작업반-화면제어 효율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계속)

시 λ템 성능출력 생2.1철 、
주관적데 01 타“ 축정장바설계협수

데이타 퍼fOIE~ 핵101 타
/

-오류
그처도 -ETS키/볼의

발생률
l....., • ....:•

-설문서
-심전도 -TS크기

-반웅시간

키/볼의
” “ -TS”

높이

-십전도
-설문서키/볼의

/I
-안구전위 -TS

- Verbalization명명
-안구운동

TS
키의 」L 처」도

-설문서 -ETS/I

민감도 -심천도
-ARS

키/볼의 -심전도
-셜문서 -TS’I

표면처리 -안구전위

기등/ -심전도 -TS
-설문서

특수키 ” 」처도 -ETS'- \.• - Verbalization
구성 一안구운동 -ARS

키의
” -설문서

피 E 백

그L 전도
-설문서

키의 환치 ” -시처도 -TSo-~

-면담
‘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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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운전원작업반-화면제어 효율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계속)

~ ιι ι Jr λI .A탬 r 、/ 상t느;출력 시 t、~ ~ 생려쩍 끽 ‘ ""준판적 I U ;;i:장장닙 l“- ‘、 @ τ"" <::1 -0 .... 1 , '.철계변;수 페이 E~'、、 더101ξ~. " 、 대이타 : 데이타

-<liT전위켈문서

키간거리 -반용시간 -뇌파 -Ve「baIizat|0n -TS
-Flicker

키보도 -오류발생률 -T8
두께 -반용시간

-T8키보드

보의 -반웅시간 /I I /I I-CRS
/ E -Gon|0meter경사각

-섬천도 -T8

-큰-저-도 -설문서 -ETS
키/쁨치“귀R 개”띠%기로「째

-안구전위 -Gonrometer
-안구운동

-근전도 -T8
볼의 -오류발생률 -심전도 -설문서 -ET8
키배치 -반웅시칸 -R.R. -Verba|izat|0n -ARS

‘안구운동

-그저도 -T8"- ·C

키보드I I I L심전도 -젤문서 -ET8

볼의 -A.R. I-Video기록 -VRS
전체넓 이 -안구운동 -Goni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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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수의 측정특성

대부분의 설계변수들은 생리학적 측정 Audio-Visual 측정， 면담， 설문

서， 반웅시간， 오류발생률 측정이 대부분을 이룬다. 이러한 설계변수들의 전

체적인 측정특성은 주로 주관적 측정과 생리적 측정이며， 이러한 측정을 위

해 Vedio 거록， Eye-Tracking 시스템， 설계변수별 Rating Scales 개발이 요구

된다. 대형 정보화변의 측정특성은 주관적 측정이 중요성올 가지며， 대부분

설문서 및 면담의 측정으로 구성되어 각 설계변수별 설문 빛 Rating Scale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운전원작업반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은 시스템 데

이타， 성능 출력 데이타， 생리적 데이타， 그리고 주관적 데이타의 다양한 측

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운전원작업반의 측정들은 각 설계변수에 따라 2가

지 이상의 측정방법이 동시에 수행될 필요성을 가지며 이러한 측정방법 및

측정데이타들을 동기화시켜 해석하는 방법야 요구된다.

5. 측정특성과 설계변수와의 연관성 분석

측정특성과 설계변수와의 연관성 분석은 측정데이타의 중요도， 측정

방법의 난이도， 측정기간 및 측정기기의 특성에 대해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

관성 분석은 실험에 따른 측정의 효율성 및 실험자/피실험자 수의 결정， 측정

기기의 선정， 그리고 측정 테이타의 효율적인 해석을 수행하는데 일차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대형 정보화면의 설계변수와 측정특성과의 연관성

대부분 주관적 측정과 생리적 측정으로 구성되며， 주관적 데이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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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갖는다. 대형 정보화면의 정보에 대한 설계변수틀은 대부분 설문서

및 면담에 의한 측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은 각 설계변수에 대한 설문 및

면답내용， 설문 및 면담으로부터 얻어지는 측정 데이타(값)과 정보에 따라 측

정에서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여러한 즉정상의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해 관측

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펼요가 었다(표 2.2.5).

나. 운전원 작업반의 설계변수와 측정특성과의 연관성

운전원 작업반의 외형에 대한 측정과 운전원·운전원작업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측정으로 대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운전원 작

업반의 평가를 위해서는 외형(예， 크기， 높이 동)에 대한 측정보다 제어의 효

율성 및 가독성에 대한 측정이 성능평가에 작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

단되며， 측정 자체도 이러한 제어의 효율성 및 가독성에 대한 측정방법이 가

장 난이도가 높은 특정을 가진다. 그 이유로는 반응시간， Video-audio 기록，

안구운동 측정， 그리고 대화방식에 대한 반웅시간 퉁이 동시에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정방법과 설계변수와의 연관성은 (표 2.2.6) - (표

2.2.8)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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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대형 정보화면의 설계변수와 측정방법과의 연관성

“ 、‘

측정방협의
촉정데야타와 충요도

측정기기 및
성껴|벌수

남아도 숙*처.<;:j륙 서。
ι 、

、r、 、

-주관데이타 중요
-Telemetry, Flicker,

Video기록을 동시 실시

-생리적데이타 및
-면담은 도중，실험

심볼색상 중간
후에 설사

성능출력데이타는
-설문서는 실험 전/후에

부수적엄
실시

섬볼크기 “ ” ”

심볼모양 “ ” ”

정상/비정상
“ ” “

표현변별성

화면재질 쉬움 -주관적데이타로 충분 “

화면크기 쉬움 ” “

-주관적데이타가 중요

조명조건 중간 -생리적데이타는 “

부수적임

작업반과의
쉬움 “ “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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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대형 정보화변의 설계변수와 측정방법과의 연관성 (계속}

? / ; rl측정방법의 I '、 / 」 /”t ” ，、'. I
썰껴l 변수 t ι • -:' 1 혹정다IQI타~I 홍요도、‘ I ι 측정 71 기 ι및 J 측점;특성 :、

、 l난ι01도? J /{ 니:、、 ι rr f; f2 ;L 、、 l

-Telemeσy 및 Flicker,
Video기록을 동시 실시

-면담은 도중，실험후에

실시

-설문서는 실험 전/후에

실시

정보밀도 어려움

-주관데이타가 중요

-생리데이타 및

성능축력페이타는

부수적임

호

호

호

키

상
一
끼
기
-
끼
양

‘
자
색
-
차
크
-
자
모

l
<T

수
’

수
’

중간 ”"

“ " ”

“ " “

동적표현의

변화율
“

-시스템데이타，

주관적데이타，

성능출력데이타 중요

“

동적표현의

색상
“ “"

동적표현의

크기
“

-주관적데이타가 중요

-생리적데이타는

부수적임

“

동적표현의

모양
“ “ “

섬볼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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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운전작업반-가독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 f 설겨{변수
、、 ι 측점방법의 측정테이타와 μ e 촉정 71켜 및 "

:? 난이도
、2‘ 、- ’ “

、、중요도、〈、、 r 、‘ 、~ ，、 측정를성
r 、

-주관데이타가
-Telemetry

/Flicker의
1 차척임

주변조도 중깐 피로측정은
-생리데이타는

장기칸소요
부수적임

-실험후 면담실시

명도 “ ” “

대비 “ ’j ”

-시스탬데이타，

노출시간 중간 주관데이타가 “

1 차적임

색상 중간 ” “

강조표시 중간 ” “

화면표시물
쉬웅 ’J “

크기

-시스댐데이타，

주관데이타가

Stroke 중간 1차적임 “

-생리테이타는

부수적임

음성정보 중간 “ “

Style 중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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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운전작업반-가독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계속)

ι" 설겨i 변수、 / 촉정방법의 측정더191 타의 、 ι" 혹정기기 ι 및 t

난이도 r 중요도 : 츠「처。트「 서。
‘

、

-시스탬데이타，
-TS

자형 중칸 주관적데이타가
-Flicker

중요

-TS
정보밀도 어려움 " -ARS

-VRS
-TS

표시위치 중간 ” -Flicker
-ARS

정보배열 “ ” “

구분선 “ "
댄

-T8

정보의
-T8
-ETS

어려웅 "grouping
-VRS
-ARS

약어 중간 ”
-TS
-VRs
-TS

화면크기 “ ” -Flicker
-ETS

-ETS
-TS

표시순서 “ “ -ARS
-VRS
-Fl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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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운전원작업반-쾌적성， 편의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ι, .'
측정방법:… ι 측정터101 타의 ‘/ ‘ 측정 71 기 및 、

설껴l 변수
l싼OlEξ 중요도 ￡-1S Xζ그{ 트*1; AC>{

J、

‘

-생리적데이타，
-Telemetry

시거리 중간 시스템에 의한
주관적데이타가 중요

측정과 측정해석

화변경사도 쉬움 -주관데이타 중요
‘설문， Rat|ng

scale개발

화면높이 “ ” “

-성능출력데이타 가

T1사소「도 중간
1차적입

“
-주관데이타는

2차적엄

-생리적데이타，

전자파장애 중간 시스댐데이타가 “

중요

-생리적데이타，

의자 쉬움 주관적데이타가 “

중요

휘도 중간 " “

-가‘、-걷nL 중간
-시 λ템데이타，

“
주관적데이타가 중요

-92-



표 2.2.8 운전원작업반-화면제어의 효율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설계변수 r、
의

、

법

도

방

ρ아
.

장

난

-
즉

측정데 °L타의 ’ ',I ‘ ; 측정 71 기 및

/ 써 중요도、기 f ‘ Iι 、 닝측정톰성

대화방식 중간

-성능출력데이타，

주관적데이타，

생려적데이타，

시스탬데이타

모두중요

-Telemetry,

Eye tracking,

AudloNldeo

측정 동시 수행

-주관츰정은 실험

후 실시

-생리적데이타，

시스댐테이타， -안구운동에 대한
대화제어 “ |주관적데이타가 측정이 중요

중요

뉴
“사용자안내 “ ”

” “C/O 비율 “

-시스댐데이타，

주관적데이타，
“커저형상 |생리적데이타가

중요

키배열

’

가

타

타

이
，

시
η

데

데
웹
생
요

추

시

중

키보드/볼의형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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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운전원작업반-화변제어의 효율성-의 설계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계속)

r 、 , 、 ? ι‘ 、 、 /
、”

축정기기 및;”촉정방법의/
、 ι 、

설쳐|벌수
난01 도

측정 더101 타회 충요도
촉점륙성

-Telemetry System,

키/볼 크기 쉬움 주관적데이타가 중요함
Eye tracking 어1

의한 생리적측정

은 부수적 측정

키/볼 높이 “ " “

키/볼 명명 중간 " ”

키의 민감도 “ ” “

키/볼의
“ ” “

표면처리

거능/특수키 구성 “ 1’ “

키의 피드백 “ 1’ “

키의 환치 “ ” “

-주관적 데이타 중요

키간 거리 “ -성능출력 데이타는 “

부수적 평가자료

키보드 두께 “ “ “

키보드/볼의
“ “ “

경사각

키/볼 위치 “ ‘i “

볼의 키배치 “ “ “

키보드/볼의
“ “ “

전체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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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연관성 분석의 수행결과 각 설계변수별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를 도

출하였다. 실험데이타 수집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측정장비로는 Eye Tracking

시스템， Goniometer, 영상정보 기록 사스햄， 그리고 음성정보 기록 시스템이

다. 한편， 주관적인 데이타분석이 필요하나 현재 원자력 분야에 국한된 주관

적안데이타의 분석방법이 없으므로， 인간공학적 평가에 웅용할 수 있는 새로

운 주관적인 데이타의 분석방법에 대한 개발을 필요로 한다.

또한， Pilot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testbed로 실시간 전문

가시스템 개발 도구인 G2를 이용하여 통합 실험설비를 구축한다. 이러한 실

험설비 환경에서는 대형 정보화면 및 운전원작업반에 대한 피실험자 데이타

의 해석용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험적 평가를 위한 발전소 프

로세스 디스플레이와 시율레이션 코드(LTe. SMABRE) 의 인터페이스의 개발

이 요구된다.

표 2.2.9 측청장비 보유현황

‘ t

잠 J 비 、 ; 측 /정 ; 대 /‘상
、 、 、‘/

、、

~특i 정C 보。현황、〉 1T

Telemetry 시스템 생체신호 측정 보유

영상정보 기록장치 운전원 행위 미보유

음성정보 기록장치 운전원 음성 미보유

마이크(Mike) “ 보유

Goniometer 운전원의 인채측정 미보유

Eye Tracking 시스템 운전원의 안구운동 미보유

Flicker 운전원의 피로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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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Jntegrated Test Facility의 기능적 요건

1. 언간공학 실험설비 (Test Facility) 검토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인간공학 실험은 제어실 셜계 전체에 걸쳐 설계

의 효용성 측면에서의 평가 및 특정한 작업성능 평가둥과 같은 원자력발전소

운전에 관련된 특정한 사향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따라서 실험은 운전조건

의 특정형태나 특정한 문제해결 사향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

여 실험수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수집시 작업성능， 실험목적 및 실험현상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되는 요소는 실험변수(Experimental Variables)를 조정하여 실험자료 수집의 효

용성을 높인다. 그러나 실채 작업환경에 비해 오히려 실험환경을 악화시키거

나 중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간공학 실험평가를 위해 사용

되고 있는 실험시설로 운전원 훈련용시율레이터， Desk-top 및 Integrated Test

FacIlity둥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이용현황 및 각 실험시설을 사용

할 때의 한계점 및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1차년도 연구에서 설정한

실험평가 항목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고 추진중인

종합적인 인간공학 실험환경구축(Integrated Test Facility : ITF)의 개발타당성

을 입증하고 실험평가 항목을 위한 ITF의 기능요건을 설정하였다.

가. 훈련용 시률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설비

실제 원자력발전소의 실제환경과 가장 근접한 환경을 제공하는 훈련

용 시플레이터는 원자력발전소 비상시나리오와 관련된 인적오류의 형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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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수집을 위해 대부분 사용된다. 보통 정성적안 자료는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운전에 관련된 인적오류의 형태 (type)나 인적오류를 야기시키는 수행

도 형성인자(PSF:Performance Shaping Factor)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된다.

그리고 정량적 자료는 관찰되는 인적오류의 특정한 형태에 대한 빈도수에 근

거하여 수집한다. 정량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훈련용 시률레이터의 대표적인

이용사례는 프랑스의 EdF가 발전소 비정상 상태에서의 인적오류 데이타뱅크

(CONFUCIUS)를 개발하기 위해 1984년말에 900 MWe PWR 훈련용 시율레이

터룰 사용하여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

훈련용 시율레이터의 총류는 부분작업 시률레이터 (Part-task)부터 전

규모(Full-scope) 시률레이터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부분작업 시률레이터는 보

통 어느 특정한 작업의 특징만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다른 모든 부분

은 생략되거나 간략화된다. 예를 들어 오류진단을 위해 운전원을 시험하는데

사용되는 부분 작업 시률레이터는 Process Dynamics의 정확도나 표현되는

범위의 정도때문에 사고복구 전략과 같은 다른 관점의 운전원 작업은 시험될

수 없다. 훈련용 시율레이터에서의 평가는 실제발전소와 가장 유사한 환경과

경험있는 운전원이 피실험자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타의 신뢰성측

면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훈련용 시률레이터상에서의 시험은

유효성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기폰의 설치된 시률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

으므로 아주 적은 운전비용으로서 수행 가능하지만 운전원의 피실험자로서의

활용 및 시율레이터의 사용을 위해서는 이미 설정된 훈련과정에 맞추어서 실

험을 수행해야 하기때문에 Expenmental Control에 제약을 받아 실험항목이나

실험자료 수집 둥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훈련용 시률레이터는 MMI 변경에

대한 적당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의 범위 및 종류가 제한된

다. 이러한 특정으로 인해 훈련용 시플레이터는 설계에 있어서 정확한 인간

공학 실험에 사용하기 보다는 인적오류의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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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톡히 국내의 원자력 산업분야의 사정을

고려해 볼때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의 훈련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훈련용 시률

레이터를 인간공학 실험평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

능하다.

나· Desk-top을 이용한 실협설비

Desk-top 평가는 화면표시의 효율적 설계， 제어가의 배치 및 절차서

의 구성둥과 같은 개별적인 측면에서의 실험을 위해 적합하다. 실험장치 구

성 (Experimental setup)은 시험하려고 하논 수행작업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따라서 다른곳에 웅용할 수 있는 일반성은 없지만， Desk-top 설비의 이용은

디스플레이 설계 작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기능에서 부터 제어실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작업부하 측정의 검증까지 Experimental Control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

Desk-top을 이용한 평가는 여러가지 다양한 MMI 형태로 Process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기 배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Mock-up이 사용될 수 있고 고장진단을 수행하는 운전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서는 후면투사 디스플레이 (back-projector display)나 Process의 과도상태가 녹

음된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험수행을 위해 피실험자와 상호작용

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동적 시률레이션을 마이크로 컴

퓨터에서 구현할 수도 었다. 이와 같이 실험수행에 필요한 플랜트의 상황을

피실험자에게 여러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점

이다. 그러나 결과의 유효성은 정보표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수행도 척도가 운전원의 심리학적인 측정과 같은 아주 세심한 부분을 요하는

것과 관련될때는 동적모사는 정적모사를 하는것보다 상대적으로 유효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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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으나， 단지 제어조치름 취하지 않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실험을 수행할

때는 후방투사와 같은 정적모사 방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Desk-top을 이용한 전형적인 예는 ‘93년 미 일리노이즈 대학교의 Moray 교수

에 의해서 수행된 직접적인 인식화면 (Rankine cycle display)과 기존의 제어판

넬을 비교 평가한 실험을 들 수 있다. 부분직무 시율레이터 (35개의 공정파라

미터의 측정포함)와 각기 다른 전문지식을 가진 3그룹의 피실험자를 통하여

2개의 화면 디스플레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실험은 변수의 조정 및

제어를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디스플레이 비교결과를 혼란시키거나 그

결과가 단순히 우연이라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Marshall둥은 ‘81 년 화학플랜트에서 고장진단에 대한 몇가지 훈

련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후방투사 제어판넬 (Back-projected static control

pane l)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측정방법으로는 피훈련원이 Process정보를

요청할때까지 다음정보를 계속 유보하는 방법으로 진단의 정확도나 속도보다

는 진단능력을 정성적으로 즉정하는 법이 사용되었다. 선택된 Process 과도

상태를 비디오 녹화하여 정보상황윷 제시하는 방법은 통적화면을 제시하는

방법이지만 피실험자와의 상호작용이 수행될 수 없는 일방적인 동적청보 표

시방법이다‘ 오류탐지나 진단퉁과 같이 Process 에 대해 직접적인 제어가 포

함되지 않는 작업에서의 실험수행에서는 전체 Process을 모사하논것이나 피

실험자와의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동적 청보표시 방법은 불필요하다.

또한 Desk-top 실험설계는 디스플레이 평가나 작업부하 평가를 위한 여러가

지 다양한 인간공학적 방법론 비교를 위해 유용하다. 이의 전형적인 실험사

례는 ’80년대 초에 미국 Idaho 국립기술 연구소에서 디스플레이 평가를 위해

서 5가지 방법을 5가지의 실험프로젝트에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

가 있다.

결론적으로 Desk-top을 이용한 실험실 구성은 실험제어가 용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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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넓은 범위까지의 수행도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려고 운전비용이나

설치 및 구입비용이 비교적 척다. 반면에 Desk-top 모사는 실제상황에 비해

충실성이 부족하여 실험수행에 대한 유효성이 낯고 또한 경험있는 피실험자

를 구하기가 어려워 실험수행전에 펴실험자의 교육을 펼요로 한다. 그리고

실험수행 가능범위도 시스댐의 기능적 복잡성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한을 받는다.

다. Integrated Test Facility

앞에서 서술한 두가지 경우의 실험환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

는데는 실험제어가 용이한 Desk-top을 이용하는 시설과 실제적인 환경에 가

까운 훈련용 시률레이터가 결합될 수 있는것이 요구된다. 즉， 실험을 수행하

기 위한 필요한 실험설비 (Test facility)와 대규모 시율레이터나 전규모 시률레

이터가 합해진 형태의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Process 표현에 있어서 충실성을 확보해야 하고 가능하면 경험있는 운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에 Process를 상세히 모사한 프로그램은 MMI, 자료저장

능력 및 시률레이션의 시간조정 둥 여러가지 실험제어(Experimental Control)

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셜비와 통합이 되어야 한다.

즉， Integrated Test Facility논 제 어실 빛 Process 측면에서 필요한 유

효성을 확보하고 실험을 수행하기 위책 설계되고 구축되는 종합적인 실험환

경이다. 또한 Integrated Test Facility는 어떠한 다른방법으로도 수행될 수 없

는 연구나 실험을 수행 가능하게 하고 특히 운전원이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제어하는냐 하는 이해를 톱는 측면에서 더욱 필요하다. Desk-top 설비뜰 가

지고 수행되는 실험은 실험된 값을 실제환경으로의 변환시키는 제한이 따른

다. 그리고 훈련용 시율레이터를 가지고 수행되는. 실험은 조사될 수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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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Integrated Test Facility는 이러한 모든 단

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에 충분한 경험올 가지고 숙련된 펴실험자를 확보할 수 있는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실험사례를 통해 본 결과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실험시설은

대부분 훈련용 시률레이터와 Desk-top올 이용하는 시설이었다.ITF의 대표적

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Halden Reactor Project에서 개발된 HAMLAB

실험시설이다. 그러나 HALO 경보시스템을 실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전규

모 시블레이터에서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원의 작업에 근거하여 정밀한 시설

및 방법론동의 실험설계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Halden의 실험시설 조차도 충분한 ITF의 요건을 만족하지는 못하는 ITF와 훈

련용 시설의 중간둥급으로 분류할 수 었다.

표 2.3.1 인간공학 실험시설의 비교

정보
유효성

실험 피설험 현실성 실험 초기 운전

표현 제어 자확보 (Fidelity) 범위 비용 비용

훈련용
전규모

모사 매우
시율 곤란함 높음 뇨SI:SIlL 제한 없음 적음

}님’ τH 직무’ 뇨II:j口L

레이터
모사

정적

Desk-top 동적 *1 낮음 용이함 낮음 낮읍 제한 적당 척음

동적*2

Integrated 전규모
매우 제한

Test 부’분직무 용이함 낮음 높음 뇨II:SDL 뇨~~디L
높음 없음

Facility 모사

창조 -1 Dynamic, but non-Interactive representation . 비디오 이용

-2 Dynamic & Interactive representation . 기본원리 및 부분직무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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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ITF 개발의 펼요성과 피

실험자 확보측면이나 운영측면에서 ITF운영에 대한 전문요원 확보가 펼요함

을 보여주고 있다.

2.ITF의 개발 타당성 분석

일반적으로 인간공학 실험시 수행되는 실혐의 복잡성이나 실험목적

에 맞는 자료수집동 여러가지의 형태로 분류하여 실험수행에 적합한 환경이

나 측정장비동의 실험계획을 설계한다. 본장에서는 실험환경 구축에 필요한

특정을 다음과 같이 5개 형태로 분류하였다.

- 필요한 수행자료 형태(판찰， 설문조사， 측정 풍)

- 실험상황의 복잡성 정도(개별과 그룹， 단순과 복잡， 단기와 장기간)

- 상호작용의 중요성 정도(평가를 위해 의사전달 협업 및 팀 수행을

필요로 하는 상호작용의 필요성과 개별적인 수행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판단)

- 실험제어의 정도(높음， 낮음)

- 시나리오와 모의정보의 복잡성 정도

그리고 5개의 특정별 항목에다 표 2.3.2와 같이 1 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실험평가 항목과의 상관성 분석올 통하여 각 평가 항목당 요구되는

특정에 따라 각 실험시설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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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평가항목별 실험특징 분석

자료형태 실험상황 상호작용 실험제어
시나리오 및

모의정보

첨단뻐n에
주로관찰， 그룹， 의사전달，

대한 운전원의
수행시스템 복잡， 협엽， 낮음 양n

수용성 및 작업
자료 장기간 소요 팀 수행

성능 평가

운전원의 역할
그룹， 의사전달，

변화에 따른 주로 관찰 및
복잡， 협업， 낮음 높오n

자질요건과 측정
장기간 소요 탑 수행

선정기준 평가

경보시스템의 주로측정
개별，

대체적으로
효용성 및 경 (특별한 측정 개별적 수행 뇨II:jp2- 비교적 낮음

복잡，
보표시 적합성 기술 필요)

단기간

운전지원 기능
관찰， 개별，그룹

측정(특별한 복잡 개별적 수행 냥n 높음
요건평가

측정기술) 단기간

Color CRT 디
개별，

스플레이상의
측정 간단， 개별적 수행 노효一。a 낮음

작업시 운전원
단기간

인지 작업부하

인간과 기계의
관찰，

그룹，
개별적 수행+

기능적 분할 효-1i;tXj , 보통 즈ItI;3i그~

제한된 측정 팀 수행
장기간

시스템 그룹， 의사전달，

통합화평가 관찰 복잡， 협엽， 낮음 높음

장기간 팀 수행

운전원 협업 그룹， 의사전달，

기능 평가 주로관찰 복잡， 협엽， 낮음 뇨II:irL1

장기간 팀 수행

인체측정학적 개별，

운전편의성 및 츠...，처。 단순 개별적 성능 스IzI; 드g 낮음

정보접근성 단기간

운전절차서
관찰，

그룹，

평가 복잡， 개별+팀 수행 낮음 높음
츠...，처。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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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정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학 실험평가 항목을 평가 할 수

있는 실험설비의 적합도 정도를 아주적합， 가능함， 불가능함의 3단계로 구분

하여 표시하면 다음 표 2.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3.3 평가항목과 실험시설과의 적합성

훈련용
Desk-top ITF

시율레이터

첨단 MMI에 대한 운전원의
아주적합 불가능 아주적합

수용성 및 작업성능 평가

운전원의 역할변화에 따른 자질
가느。 불가능 아주적합

요건과 선정기준

경보시스템의 효용성 및 경보표시
가':-。 가능 아주적합

적합성

운전지원기낱 요건 명가 불가능 불가능 아주적합

Color CRT 디스플레이상의 작업
불가능 아주적합 아주적합

시 운전원 인지적 작업부하 평가

인간과 기계의 기능적 분할 가능 불가능 아주적합

시스템 통합화 평가 가능 불가능 가능

운전원 협업기능 평가 가一」。 불가능 아주적합

인체측정학적 운전편의성
불가능 아주적합 아주적합

및 정보접근성 평가

운전절차서 평가 가느。 불가능 아주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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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 2.3.3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실험평가 항목은 훈련용 시

율레이터나 Desk-top을 이용하여서도 가능하지만 몇개의 항목을 제외하면 대

부분의 평가 항목을 실험하는데는 아주 적합하지는 않다. 그러나 ITF는 대부

분의 평가항목을 평가하는데 아주 적합한 실험시설이다. 특히 운전지원 기능

의 요건 평가를 위한 실험이 오로지 ITF에서만 수행가능한 이유는 훈련용 시

율레이터는 컴퓨터구동의 운전지원 기능을 통합시키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고 Desk-top 시설은 작업조건에 대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

문이다.

3. rTF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실험설계

ITF의 개발타당성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인

인간공학 실험평가를 위해서는 ITF의 개발이 반드시 펼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인간공학 실험을 위한 실험패러다임의 검토.분석을 통

하여 앞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할려는 ITF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실험 패랴

다임 제안 및 ITF 개발시 고려되어야 될 점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ITF

의 가능요건 개발시 반영하고자 하였다.

가. 얀간공학 실험패러다엄 검토

인간공학 실험을 수행하는것은 넓은 의미에서 평가항목을 실험하기

위해 실험전반에 대해 기술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실험 설계로 언급펼 수 있

다. 원자력분야에서 이러한 실험설계는 1982년에 OECD Halden Reactor

Project에서 실험제어실을 구축할때 수행된 작업이 그 기초가 되어왔다. 이때

개발된 실험설계는 실험목적과 요건분석(초기분석)단계 (AnalysIs) ， 피실험자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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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단계 (Training), 실험수행 (Expermentation) 및 자료분석 (AnalysIs) 의 4단계

(ATEA)로 구성되었다. 실험목적과 요건분석 단계에서는 실험목적분석， 평가

되어야 할 개념분석 시스템의 기능요건분석， 기대되는 결과 및 영향분석，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정의， 이상적인 수행경로 예측， 제약조건 확인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는 피실험자 훈련， 동작관찰 및 측정， 시율레이

터의 변경， 피실험자 선정， MMI 설계， 시나리오를 개발을 위해 펼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된다.

피실험자 훈련단계에서는 초기분석 단계로부터 훈련요건을 도출하

여 필요한 개념적 및 실질척 훈련을 예측하고， 훈련프로그랩 및 훈련에 필요

한 보조장비를 선정하고 난 다음 피실험자를 선정하여 훈련프로그랩에 따라

훈련을 수행하고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보통 이 단계에서 실험수행을 위해

실험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상세히 기술하고 실험에 펼요한 보조설비 준비，

MMI 설계 및 측정 장비를 준비한다.

세번째 단계인 실험수행 단계애서는 실험조건을 기술하고 난 다음

실제실험을 수행하면서 실험변수를 측정한다. 측정된 중요변수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자료를 조합하고 필요한 형태로 변형

하고 전체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고 초기에 규정한 목적측면에서 결과를 해석

한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여러다양한 자료형태의 조합， 동기화， 자료변형둥

과 같은 분석작업을 위해 생체신호나 기록된 동작(바디오 기록)을 위한 자료

분석도구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자료분석 지원도구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

다.

나.ITF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실험패러다임의 확장

실제의 실험수행은 전체 4단계중에서 가장 짧은기간을 소요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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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몇 주나 월보다는 몇 열이 걸린다. 그러나 대신에 Function 시플레이터

라는 가장 비싼 자원을 요구한다. 이에 비하여 다른 3단계는 Function 시블레

이터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거나 휴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실험요건의

분석단계에서는 Function 시물레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며 결과의 분석을 위해

서도 데이타의 수집이 적절히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Function 시률레이터를

다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훈련 및 준비단계에서는 실제 훈련을 위하여

Function 시율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결국 위의 3단계에서는 Function 시율

레이터의 사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따.이러한

Function 시율레이터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더불어 또 다른 제한은 피실험자

의 확보 문제이다.

ITF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unction 시율레이터가 ITF에서

항상 활용되고 았는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따라서 lTF를 효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실험자의 훈련과 이용은 전체 실험의 일부로서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82년 ATEA 개발후에 MMI의 기술에는

콘 발전이 있었다. 특히 전산화된 정보표시(예를들변 그래픽 사용차 인터페

이스)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표시기， 제어기， 혹은 절차서

의 보조수단 풍으로 사용할 MMI의 개발 및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이런 개발 및 준비활동을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이핑 (inte바ace pretotyplng) 이

라 한다. MMI가 완전히 구체화되어 간단한 절차애 악하여 설치되고 시험되

는 경우도 있으나， 흔히 MMI 설비의 개발은 단순히 표시만을 위하여 사용하

든지 혹은 지식기반시스댐이나 다른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든지 간에 프로토

타이핑과 사전실험 (pilot experiment) 을 사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가지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은 실험

패러다임을 프로토타이핑과 사전실험 (pilot experimen t)의 필요성에 따라 확장

시키는 것이다. 적절하게 수행된 사전실험는 개발과정의 기간이나 비용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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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결과물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실험은 주실험실을 사용할 필

요는 없으며， 주 시스댐 일부의 설비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림 2.3.1과 같은 확장된 실험패 러다엄 APTEA(Analysls, Pilot experiment

(prototyPlng), Training, Experimentation, AnalysIs)을 제한하였다. APTEA의 각

단계에 대한 전형적인 수행내용은 표 2.3.4에 나타나 었으며 사전실험과 훈련

을 중첩하여 수행 할 수 있다. 또 다른 개선사항은 주실험실과 더불어 지원

실험실(STR:supporting test room)을 설치하는 것이다. 지원실험실은 주로 실

험의 준비 및 분석 그리고 부분적인 훈련 둥과 같은 실험전후(pre and post

experiment) 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프로토타이핑과 같이 주실험실의 준비나

사용이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의 실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지원실험실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지원실험실과 같은 소규모의 실험실의 사

용은 주실험실보다 적웅이나 수정이 용이하므로 ITF의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지원실험실은 소규모의 실험이 수행될 수 있는 장소로서 MMI의 하부시스템

이 시험될 수 있다.

이때에 주실험실에는 전체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 설비(실험용) ,

Function시 률레 이 터 , 실험자실/관측자실(instructor’s room/obseNer’s room), 측

정장비， 비디오 및 음성 기록장치 둥이 설치되며， 지원실험실에는 주실험실로

부터의 소규모 실험이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표시하는 종속표시

장지(slave display),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개발 설비， 지원실험실올 위한 실험

자용 설비 퉁이 설쳐된다.

그림 2.3.2는 주실험실이 지원실험실의 사용에 따라 어떻게 이용효율

이 증대되는 지를 보여준다. 보통 인간공학 실험을 위해 각 단계에서 소요되

는 기간은 2, 8, 6, 2, 12주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일반적인 수

치이므로 실제의 실험시에는 변할 수 있다. 그립 2.3.2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실험을 중첩된 형태로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ITF의 사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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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표 2.3.4 APTEA의 단계별 내용

Phase Contents, activities

Analysis of

requIrements

- Definition of experiment purpose

- ClarifIcation of conceptual contents of Investigation

- Requirements to MMS functionality

- Specification of expected results(general "Ideal path")

- Definition of Independent and dependent vanables

- Identification of main ∞nstraints(tlme ， money, peap’e, customer

expectations, et히

- Selection & devcelopment of speαflc experiment design)

PIlot experiment

(pratotyplng)

- MMI design and testing

- aUI development and testing

- Prepare performance recording apparatus

- Fine tune specific experiment design

· Development supplementary falαlites ， pro∞dures ， etc.

뼈m빼
빼

떠

얘

Tl

nF

- Derivation of training reqUlrements(needed ∞nceptu려 and practical

tramlng)

· Design of training program and training aids

- Selection of subjects

- Implementation of σalnlng program ’

• Evaluation of results

· Define detailed scenario of actual expenment

actual Experiment

- Description of experiment conditIons

- Identification of possible sources of failure and safeguards against them

- ExeαJt!On of experiment

• Measurement and data collection

AnalysIs of results

- Transformatlon and merging of raw data

- Ana’ysis 이 performance registrations
- Development at "Ideal path" descrIption for actual performance

‘ Analysis of Independent and dependant variables

- Evaluation at total system pe에armance

- Interpretation 이 results in terms of speCIfied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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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APTEA와 지원실험실의 활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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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TF의 기능요건

제어할 수 없는 실험변수는 피실험자에게 가능한 실제 환경과 유사

한 작업조건어나 충분한 작업의 상세성 및 복잡성을 가지는 작업이나 조건을

제공하여 실험결과의 유효성 및 실험결과를 실제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

의 변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측정설비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

설에 의해서 요구되는 모든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평가하고자

하는 실험변수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주변요소가 운전원의 작업성능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험제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공학 실험을

위하여 개발되어야 ITF는 수행도 측정과 관찰을 포함한 실험조건을 적당히

조정할 수 있는 기능 및 원자력발전소 제어실의 실제환경을 모사하거나 표현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의 두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Function 시률레이

터는 시율레이터 가능범위， 플랜트 SUb-System외 수， 비상 시나리오의 포함

범위， 운전수행 모드(정상 비상조건)범위둥이 충분히 고려되어 요건이 정의되

어야한다.

그리고 실험제어 및 자료수집 측면에서 ITF가 가져야 할 기능적 요건

은 일반적으로 Desk-top 시설의 장점인 유연성과 용이성을 가져야 하고， 또

한 시률레이터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펼요로 하지 않

아야 하고 비 원자력 전문가라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Test Facility는 시률레이터 자체를 통한 성능데이타와 실험자를 통한 생

체신호 및 여러가지 신호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실험범위에 따라 생체학적

측정， 설문서 및 면담을 통한 자료흑정이 요구되므로 여러가지 형태의 자료

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해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리고 여러가지 다른 성질을 가전 자료를 공통된 형태로서 데이타를 통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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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자료를 동기화하는 요건이 필요하고 자료분석 및 자료변환을 위해

자료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본절에서논 이상의 일반적인 요건을 만족

할 수 있는 ITF의 구성요소를 기술하고 각 요소별 기능적 요건을 제시하였

다.

가.ITF의 구성

ITF는 크게 원자력발전소 공정상태를 모사할 수 있는 Function 시율

레이터와 실험자 빛 피실험자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Function 시율레이터를 연계시켜주는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lsltion(SCADA) 시스댐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여기서 사

용자 인터페이스는 피실험자와 직접 접촉되는 피실험자 인터페이스와 실험전

후를 위한 설비 및 데이타 수집 분석을 위한 설비의 인터페이스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험수행에 펼요한 각종 설비가 포함된

ITF-MTR(Maln Test Room) 및 ITF-STR(Supportlng Test Room)에 주로 설치

된다. 설비 인터페이스는 Performance 측정장비와 실험데이타 저장 및 보관

을 위한 데이타베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애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는 ITF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여 각 요소별 기능요건을 개발하

였다.

- Function 시률레 이터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lsltlon(SCADA) 시스댐

- 실험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비가 포함된 주실험실(ITF-MTR:Maln Test

Room)

- 실험전，후 피실험자 훈련이나 자료분석을 위한 시설이 포함된 지원실험

실(ITF-STR:Supportlng Test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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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도(performance) 측정장비

- 실험데이타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데이타베이스

다음 그립 2.3.3과 2.3.4는 각각 실험수행을 위한 ITF의 구성과 실험자료

분석을 위한 ITF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각 구성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다. 그림 2.3.3과 2.3.4서 알 수 있듯이 ITF의 주 구성요소인 FunctIon

시률레이터는 실험수행시 뿐만 아니라 자료분석시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시

나리오의 상세한 분석이나 특정한 시헨스를 재현하여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

되는것과 실험수행시에 사용하는 것과는 사용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림

에서 Data Base와 Data Storage룰 분려하여 표시하였는데 Data Base는 설험

동안에 모든 시률레이터의 시스템 데이타를 저장하는 시률레이터의 저장장치

이고 Data Storage는 생체신호 기록이나 비디오정보 및 읍성정보를 저장하는

설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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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unction 시율레아터 요건

원자력발전소 시율레이터는 주로 운전요원의 교육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도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운전원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수행되는

사스템의 반응은 실제 모발전소의 실제반응과 아주 유사하게 모의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타입이나 제어기의 형태 및 위치

풍을 포함한 MMI도 실제상황과 똑 같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공

학 실험을 위한 시율레이터의 구축에는 훈련용 시율레이터가 기본적으로 지

녀야 하는 각 운전모드를 포함하여 실험자의 실험목적에 맞는 실험변수의 변

경이 용이하도록 인터페이스 설계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여러 다양한 운전원

의 성능자료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한 부가적인 기능요건이 첨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차세대 제어실 평가를 위해 Integrated Test Facility를 구성

하는데 있어서 실험도구로 사용될 시율레이터를 설계의 열 수력학적 모델령

을 중심으로 계통을 모의화하는 프로그램의 요건 및 실험제어 빛 실험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측면의 기능요건동을 포함한다-

(1) 발전소 모의화

1300MWe 4-Loop PWR 발전소의 열 수력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공정

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플랜트 운전요건 공정모렐링 요건 및 소프트웨어 구

성요건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가) 운전요건

발전소의 안전운전 및 효율적인 열 생산을 제공하는 1차적인 목적에 부

합될 수 있는 발전소 기동에서 부터 발전소 정격출력 상태까지， 그리고 정격

출력에서 안전한 저온정지상태로 어르는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운전모드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플랜트 상태를 표현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Malfunction 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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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어실의 MMI 확인 및 검증을 위해 IEC-964, NUREG-0700둥에서 제시하

고 있는 Initiating Events를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나 사고에 인해

공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방사능 누출의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Malfunction 이 포함되어야 한다.

· Loss of coolant accidents

· Total loss of electrical supply

·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 Reactivity accidents

· Loss of natural circulation capability

· Condenser failures

· Problems with the chemical volume control system

· Total loss of heat sink

· Loss of feedwater

· Steamllne rupture

· Failures in rod ejection

· Turbine failures

· Failures of the heat decay system

· Failures of equipment in the contalnment(e.g. sprays and vents)

또한 안전계통이나 플랜트의 각 소자 즉 벨브 펌프 센스 및 파이프

둥의 Malfunction 플 모사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 조정된 계기나 보수 부주의

로 인한 계기의 고장으로 언한 제어반(Control Panel)의 Malfunction 을 모사할

수 었어야 한다.

(나) 공정모델링 요건

운전상태에서 LOCA와 같은 다양한 initiating events 취급할 수 있는

모의사고룰 취급하기 위해서는 2상 유체운동(two-phaseflow) 를 취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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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기본으로 질량보폰 법칙， 에너지 보존법칙 및 운동량 보존법칙을

만족하는 실제발전소의 상태와 같은 계통상태를 모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

어야 한다. 이러한 계통상태를 모텔링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계통이 포함되어야 한다.

· Reactor Vessel and Control Rods

· Reactor Coolant System

· Secondary System

· Auxiliary Feedwater System

· Turbine and Condensers

· Heat Decay System

· Power to the Instrumentation

(다) 소표트웨어 구성요건

컴퓨터 하드웨어는 요구되는 사고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모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속도를 가져야 한다. 소프트혜어는 플랜트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규명하여 실험자가 제어알고리즘을 자동(컵퓨터가

제어기능 수행}으로 혹은 수동(펴실험자가 제어기능 수행)으로 쉽게 할당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인간과 기계에 대한 기능할당의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는 설

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수정 변경이 용이하도록 High-level 프로그랩 언

어상으로 모률화되어 전체 운전조건에 걸쳐 실제 플랜트와 될 수 있는 한 유

사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율레이션 소프트웨어

는 범용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시율레이터 관측자 제어기능 요건

실험목적에 맞도록 손쉽게 각 사고 시나리오를 변경하거나 원하는

시점에 사고를 즉시에 initiating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의 구축이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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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시율레이터의 운영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

외어야 한다.

(가) Backtrack 기능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이천에 수행된 모의화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

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Replay 기능

이 기능은 Backtrack과 빌접한 관계가 있으며， 운전원의 의사결정이나

조치가 관련된 인적오류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나간 운전상황에 대해 플

랜트 사건의 시헨스뿐만 아니라 운전원의 상호작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기능이 펼요하다. 그리고 과거상황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이미 진행되

었던 process events와 상호작용을 연속적인 slow motion 뿐만 아니라 진행사

향을 단계별로 천천히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Restart 기능

플랜트 상태를 원하는기간 만큼 과거운전 상태로 되돌려 그때이후

새로운 운전상황을 모의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

고 새로운 운전전략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주로 운전원의 훈

련이나 시스템 교육등의 활용을 위해 펼요하다 또한 플랜트를 임의의 상태

로 설정하여 모든 절차적 운전조치를 생략하고 단번에 설정한 상태를 모의할

수 있는 기능도 이 기능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Run/Freeze 기능

운전도중에 사용자의 펼요에 의해 일시 정지했다가 재 기동 시킬 수

있는 기능， 이때에는 그때까지의 운전정보가 그때까지 운전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재 기동하면 그 상태부터 시스댐이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Snap-shot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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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사용할 프로세스의 특정한 상태를 기억장치 속에 일시 저장

했다가 필요에 의해 그 상태를 다시 불러내어서 새로운 모의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Direct Change 기능

모의화 변수의 값을 조사하고 그 값을 직접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실험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모사속도 (Simulation Speed) 가변 기능

실제 운전상황보다 모의기능을 빠르거나 늦게하는 기능을 갖추어서

운전원을 위한 훈련설비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율레이터 Process 정보를 통하여 운전원의 작업상황을 쉽

게 평가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농과 실험자가

피실험자(운전원)의 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변수의 추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 및 주로 파실험자의 훈련동안 피실험자의 요구에 따라 펼요정

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Process 정보를 통하여 운전작업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MalfunctIon 을 원하는 시점에

삽입하는 기능 및 각 수행병령에 대한 도움기능을 제공하여 시률레이터를 쉽

게 운영할 수 있는 Help 기능과 같은 운영자를 위한 기능들도 포함되어야 한

다.

다. SCADA 시스템 요건

Function 시율레이터와 주실험실 (MTR)사이의 정보전송을 위한 기능을 제

공하는 SCADA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SCADA는 Function 시률레이터와 주실험실 (MTR) 인터페이스사이의 정

보를 실험자 및 피설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20-



- SCADA는 시스템데이타(Process 변수， 운전원이 반웅결과 자료， Safety

Limit 위반동)를 Data-Base 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보를 보관할 수 있

어야 한다.

- 화면청보는 실험자가 원하는 화변에서 직접변경 할 수 있도록 화면정보

설계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 SCADA는 음성청보나 시각자료{비디오 녹화) 및 생체신호 뿐만 아니라

SCADA에 의해 저장된 시스템데이타률 풍기화 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하여

야한다.

- 모든 정보는 실서간으로 저장되어야 하고 데이타의 전송이나 자료의 저

장이 Function 시율레이터의 실시간 동작기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SCADA는 실험환경의 변경 즉 운전지원 기능의 첨가나 Workplace의 다

양한 구성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확장가능해야 한다.

- SCADA는 산업체 표준 통신 프로토콜(예:TCP-IP)을 사용하여야 한다.

- 데이타를 저장하는 Data-Base는 실험 동안의 모든자료가 저장 될 수 있

도록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라. 주실험실(MTR:Matn Test Room) 요건

주실험실 (MTR)은 주로 피실험차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공간으

로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ACR의 주요특정을 반영하는 첨단 MMI 및 각종 측

정장비가 설치되는 공간으로 피실험자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피

실험자 인터페이스는 Process 제어를 위한 스위치， 푸시버튼， 터치스크련 버

튼 둥과 워크스테이션에서의 Process 정보 및 경보 및 대형 디스플레이 판넬

의 프로세스 정보 빛 경보의 형태와 같이 Process와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

되는 것과 운전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이나 컴퓨터화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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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둥과 같이 컴퓨터화된 제어요소와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간과 인간사이에

서 발생하는 인터페이스로 나타날 수 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MTR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요건을 개발

하였다. 따라서 여거서는 대형정보 표시판 및 VDU동에 대한 요건 및 경보등

에 대한 요건이 포함된다.

(1) 대형정보 표시판(Large Scale Display Panel : LSDP)

원전 Process의 개관정보를 표현하는 LSDP는 여러가지 형태로 개발

되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LSDP를 ITF에 포함하기 위한 특성을 고려하여

요건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음은 NUPLEX 80+. A-PODIA 및 AP-600풍의 다

양한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능요건이다.

- LSDP는 다음과 같은 Process 정보의 형태나 포멧을 포함하여야 한다

. 플랜트 Mimic Diagram

. 중요 안전변수가 Mimic diagram에서의 표시나 LSDP의 독립된 영

역에 추이정보로서 표시되는 중요안전변수

. Process 정보의 여러가지 텍스트나 그림형태

- 4가지의 색상으로 정보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 LSDP의 크기(실제제어실의 경우 50ft의 거리에서 가장 작은 부호나 변

수값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수평시작 확보 및 해상도동을 고려하

여 운전원의 작업반(operator workstation)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

다-

- 주변 조명으로 인해 LSDP상에 눈부심 (Glare)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 주변 조명하에서 깜박임 (Flicker)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LSDP의 Scan

Ratet+ Flash-Rate 가 충분히 커야한다.

(2) Conventional 판넬

- 동적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Conventional 판넬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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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원 Workplace

一 원자로 운전원， 터빈 운전원 및 교대 감독자를 위한 Workplace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4) VDU(Visual Display Units)

- 운전원이나 교대 캅독자의 workplace에 VDU 모니터를 지원하는데 제한

을 받지 말아야 한다.

- VDU 모니터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Process 정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 플랜트 Mimic Diagram

. 중요 안전변수가 Mimic diagram 에서의 표시나 추이정보로서 표시되

는 중요안전변수

. Process 정보의 여러가지 텍스트나 그램형태

- VDU 모니터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16가지 색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화면 해상도는 2 feet 거리에서도 피실험자가 화면심볼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하며， 1024x1024 pixels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 VDU 모니터의 크기는 피실험자가 화면요소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

록 적어도 24“가 되어야 한다.

- 주변 조명을 조정함으로서 VDU 모니터에 눈부심 (Glare) 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 주변 조명하에서 깜박임 (Flicker)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LSDP의 Scan

RateY- Flash-Rate 가 충분히 커야한다.

(5) 경보기 (Annunciators)

- ITF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경보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재래식 경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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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DP에 표시되는 경보

. VDU 모니터에 표시되는 경보

- ITF는 경보를 Mimic diagram상 및 VDU상에서 문자경보를 독립된 영역

(Page)로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보는 시각 및 청각의 형태로 채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각경보

는 간단한 경보음이나 읍성메시지 신호와 같은 합성음도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6) 기타

- 피실험차가 모니터나 LSDP상의 정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키보드， 마우

스 및 touch-screen 둥과 같은 다양한 입력장치가 채공되어야 한다.

- 피실험자가 특별한 Function 키보도나 Menu-driven Display를 사용하여

VOU상의 정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ITF에는 음성제어 입력을 위

한 설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一 ITF는 피실험자가 주 실험실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一 실험자가 개개의 운전원 Workplace 에 할당된 기능(플랜트의 기능， 제어)

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비상시 각 팀구성원의 각각(운전원， 교

대감독자)에 할당된 기능의 역할을 조사할 때 필요하다.

- 환경요건에 대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실험자가 환경요

건(온도， 조명， 습기， 소음레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지원실험실(Supporting Test Room :STR) 요건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FunctIon 시율레이터의 효율적인 사용과 피실

험자 훈련 및 보조실험 수행을 위해 지원실험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지원실험실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한 기능적 요건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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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ITF는 실험자가 실험전후(pre- and post-experiment) 여 러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 ITF는 될 수 있는한 실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험을 동시에 중첩

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두개의 지원실험실을 갖추는것이 좋다.

- 지원실험실은 Function 시율레이터에 연결할 수 있는 실험자의 작업장과

피실험자의 작업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lTF는 피실험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다수의 부가직무(secondary

task)를 모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지원실험실은 실험자가 실험결과의 분석과 기록을 위한 실험데이타베이

스를 사용(access)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원실험실은 실험결과의 통계적 처리 및 분석을 위한 분석시스템을 갖

추어야 한다.

바. 실험 기록(experimental recordings) 요건

피실험자의 실험수행통안 측청할 수 있논 자료는 여러가지 형태이다.

여기서는 제 원자력발전소 인간공학 실험평가를 위해 적합한 자료를 중심으

로 그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험기록은 모두 SCADA 시스템에서 제어

된다.

- ITF는 다음과 같은 데이타의 영역에 대한 기록 빛 측정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생리학적 데이타(예를들면 심박수， 피부저항 동)

. 행위적 데이타(예를들면， 신체의 위치 눈의 움직임 동)

. 음성 기록(예를들면 운전원의 구술(verbalization) ， 실험자 및 실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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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자의 의견， 피실험자간의 대화 퉁)

. 비디오 기록

- 음성-비디오 기록은 디지탈(digital)의 형태이어야 한다.

- ITF는 시간의 표지기능(tagging)과 모든 측정장비와 동가화 할 수 있는

동기화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ITF는 실험자가 유선(wire) 혹은 무선(radio) 으로 생리학적 데이타와 행위

적 데이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체 실험실은 자료수집 과정에 장애를 유발할 수 었는 외부의 무선전파

(radio waves)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사. 데이타 분석 시스햄(data analysis systems) 요건

측정된 여러가지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시스템이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성질에 따라 필요

한 세부기능은 다르겠지만 자료의 통합 빛 다른 분석도구의 적용측면에서 요

건을 채시하였다.

- 데이타분석시스템은 실험데이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타의 단위화(chunking)

. 비공식적 인 데 이타와의 결합(Insertion of informal data)

. 다른 분석코드와의 결합(Insertion of codes)

. 다른 데이타와의 연결

.비교

. 데이타의 여과(filtering)

. 데이타의 변환(trans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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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빛 통계처리

- 데이타분석시스렘은 결과의 통계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데이타분석시스템은 데이타를 쉽게 가시화(visualization)할 수 있어야 한

다(예흘틀면 이해하기 쉬운방식으로 수행도 측정치들의 조합을 그래픽화 하

는 것) .

5.ITF 기능요건의 활용

지금까지 개발된 ITF의 기능요건은 3차년도 ITF의 기본설계 및

Function 시율레이터 구축 그리고 페이타분석시스템의 개발퉁 종합적인 인간

공학 실험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자료로서 활용된다.

특히 Function 시률레이터는 인간공학 실험에 적합한 MMI 설계의 유

연성과 확장성을 가져야 하며 CRT에 제공되는 화면 정보체계의 변경 및 화

면정보의 배치， 포멧퉁의 화면정보 인터페이스의 변경에 있어서는 특별한 프

로그램 능력이나 원자력 시스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각각의 정보가

객체 (Object)화 되어 실험자가 원하는 화면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는 인터페

이스로 설계 (Objected oriented program 기법 도입)되어야 한다. 불론 시률레

이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전문적언 지식없이 쉽게 운용가능하게끔 운용자

측면에서의 인터페이스도 중요하다. 첨단제어실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기

능을 갖는 Function 시률레이터를 구비한 인간공학 종합 실험시설은 앞으로

차세대발전소 주제어실의 독자적인 기술확보 측면에서 인간공학적인 설계지

침을 즉시에 제시할 수 있고 특히 MMI 설계의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 가능하여 설계측면에서나 실험평가 측면에서나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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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체신호측정시스템의 구축

인간공학 실험에서 사용되는 생리학적 데이타는 정량화가 용이하여

통계적 처리가 가능하며， 인체의 세밀한 움직임이나 정신적작업의 시간대별

추적 및 분석이 가능하여 상당히 많은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리

학적 데이타를 얻기 위하여 거폰의 실험에서 사용하였던 생체신호측정장비들

은 피실험자와 장비간에 유선통신방법을 사용하여서 피실험자가 임무를 수행

할 때에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실험자의 수행도에도 영향

을 주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한순간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타의 양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데이타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주로 단일의 채널을 통

하여 하나의 생체신호만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디지탈기술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단점이 많

이 감소되었다. 우선 유선통신방법의 한계를 넘어 현재의 생체신호측정장비

는 FM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장비로 개발되고 있다. 생체신호를 수집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피실험자의 불편함 빛 피실험자가 수행하는 작업임무에 대

한 영향을 감소시킬수 있어 웅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었다. 그리고 현재의

생체신호측정장비는 기본적으로 4채널이나 8채널 혹은 그 이상의 채널을 제

공하여 동시에 다양한 생리학적 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하드혜어적인 발전이외에도 소프트혜어적안 발전이 있었는데， 컴퓨터

의 보급이 증가하고 컴퓨터 사용자를 배려한 사용환경들이 보면화됨에 따라

생체신호측정장비를 사용하는 실험자가 보다 용이하게 생리학적 데이타블 수

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소

프트웨어 도구는 간단한 키보드나 마우스의 조작에 의하여 실험자가 채널의

선택 및 생체신호의 변환 간단한 통계적 처리 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

반적으로 이러한 특정을 갖는 생체신호측정장비를 Telemetry System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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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생체신호측정장비는 대부분의 인간공학실험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도 제 2장의 제 2절에서 이러한 Telemetry System

이 필요하다는 결과흘 얻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Telemetry System을 도입

하였으며 이를 셜치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Telemetry System은 세

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립 2.3.5에 구성도가 나타나 있다.

- signal condltioner(1 for each channel)

- Mulitiplexer

- Analog to Digital converter

- Microprocessor control

- Crystal controlled FM transmitter

- Crystal controlled FM receiver

- Digital demodulator under microprocessor control

- Channel separator under microprocessor control

- Digital to analog converter

‘ Channel output position and size control and buffer amplifier

- Displays and computer

본 연구에서 구축한 Telemetry System은 8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동시

에 8개의 각기 다른 생체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데 각각의 신호는 ECG,

EEG, EGG, EMG, Respiration, Skin Temperature, Blood Presure 등이다 이

신호들은 제 2장의 제 4절에서 설정한 Telemetry System의 요건을 만족한다.

실험자는 얻고자하는 생체신호에 따라 측정장바를 피실험자의 신체

부위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sIgnal conditioner, NO encoder, 그리고 signal

conditioner풍으로 구성된 transmitter를 피실험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

록 신체의 일부에 부착시킨다(그림 2.3.5참조). 이로써 기존의 측정장비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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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약점인· 신체활동상의 불편함이나 위치이동시 불필요한 정신적인 압박

퉁이 Telemetry System의 사용시 제거될 수 있다. 피실험자의 생체신호는

receiver를 통하여 수신되며 수신된 신호는 디지탈값으로 컴퓨터에 실시간으

로 저장됨과 동시에 실험자의 컴퓨터 화변에 나타난다. 그림 2.3.6은 8개의

생체신호가 Telemetry System에 의하여 수집되어 한 화면에 동시에 나타난

결과를 출력한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서는 각 채널에서 얻어진 신호를 동시

에 관찰할 수 있으며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파일로 저장하거나， 원하

는 형태로의 변환， 통계량의 감시 동을 조작할 수 있다. 또한 채널의 선택과

같은 조작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수행하므로 보다 용이한 실험제어가 가능

하며， 따라서 실시간의 생려학적 데이타의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 저장된

생리학적 데여타는 원하는 시기에 다시 재생시킬 수 있어서 실험후의 분석도

편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장시간동안의 분석을 통하여 생리학적 데이타의 추

세분석둥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 화면에 여러개의 하위화면을

생성하여 전반적인 생체신호의 감시와 더불어 특정 생체신호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여 분석할 수가 있어서 실험자의 분석작업

을 상당히 용이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Telemetry System에 의하여 수집된 피실험자의

생체신호는 통계처리에 의한 분석이나 패턴분석동의 결과에 따라 피설험자의

정신적 작업부하나 신체적인 피로도 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제 2장의 제 2

절에서 살펴본 생리학적 데이타의 대부분이 Telemetry System에 의하여 측정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공학 실험평가사 생리학적 데이타의

수집 및 분석은 본 연구에서 구축한 Telemetry System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생체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Telemetry System은 ITF구축에 필요한 장비이며

따라서 ITF구축에 필요한 장비 (Function 시률레이터， 음성/영상정보 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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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 Tracking System, G2 동)와의 동기화가 필요하다. 이 작업은 차년도부터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G2를 이용한 종합적인 데이타의 수집 및 분석시스댐

의 구축시 Telemetry System은 중요한 데이타수집 장비중의 하나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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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Telemetry System에 의한 8개 생채신호의 수집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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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eNS의 인간공학적 실험평가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수원에 설치된 Compact I\Juclear

Simulator(CNS) 를 활용하여 정상/비상 운전 task 개발 MMI의 개별요소에 대

한 평가 및 운전원의 작업부하 측정 둥 각종 중소규모의 인간공학 실험을 사

전수행하고 대규모 실험 평가환경과 연계하여 이의 구축에 펼요한 각종 정

보I Know-how 및 기반기술을 차질없이 확보하고자 한다.

CNS의 인간공학적 실험명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독립변수와

실험목적에 맞게 MMI시스댐의 성능을 반영하는 종속변수(평가기준)를 선정하

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원자력 발

전소 주제어실의 인간공학적 평가실험에서 널리 사용되어진 평가항목과 평가

기준을 분류하였고 이 중에서 CNS의 성능평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는 방법

을 채태하였다. CNS의 인간공학적 실험평가의 1차적 대상(독립변수)은 일반

적언 인간공학적 설계기준에 벗어나며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하여 잠정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제 2차년도에

NUREG-0700과 같은 checklists로서 CNS제어반을 세부평가한 후 선정하기로

한다. CNS의 인간공학적 설험평가기준(종속변수)을 선정하거 위하여 Halden

Reactor Project를 비롯한 과거의 주제어실 평가실험에서 널리 사용되어진 실

험 종속변수들을 분류 검토하였다. 이중에서 잠정적으로 선정된 eNS 실험대

상들의 인간공학적 성능을 평가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속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는 가용한 실험장비 동 주어진 실험여건도 함께 고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예정인 각종 실험장비들은 주제어실의 각종 평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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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이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따라

서 차년도 이후에 도입예정인 Task Sim미ator， 생체정보측정장비， Protocol 분

석장비 및 운전원 행위분석장비 도입/선정시 요구사항들은 이러한 장비들의

포괄척 측정특성을 도출하여 결정하였다.

설정된 실험평가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장비는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실험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성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

어질 실험장비 구성은 CNS평가실험에서 선정된 평가기준을 측정하는데 사용

되어질 수 있는 장비로 국한하여 선정하였고 잠정적인 배치안을 제시하였다.

CNS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실험후 평가대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 실험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의 종류 및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중

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결정된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이틀

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항목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틀을 Database로

구축할 경우의 자료운용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CNS 종합운전절차서를 기준으로 정상운전인 원자로 계통 충수

및 배기 운전에 대한 직무분석을 수행하였고 운전원의 임무시나리오를 개발

하였다. 수행한 직무분석 및 임무시나리오는 CNS의 인간공학적 실험평가 제

1차년도 연차보고서 부록 3에 나타나 었다[11 ].

2. CNS의 인간공학적 실험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선정

주제어실의 인간공학적 설계기준으로서 MMI에 대한 운전원의 수용

성， 정보접근성， 경보시스템의 효율성， 정보표시의 적합성， 또는 인체측정학적

운전편의성 동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목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시스템의 운전원 수용성이나 경보시스템의 효용

성과 같은 기준을 실험평가를 통하여 실제로 측정하는 일이다. 운전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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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이라든지 경보사스댐의 효율성 둥과 같은 기준은 개념이 추상적이고 평

가대상을 광범위하게 포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평가하고자 할때

구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며 많은

연구자들이 각자의 기준을 정하여 나름대로의 다양한 형태로 측정을 시행하

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선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제어실에 대한 설

계평가 실험에서는 각자의 실험목적에 따라서， 평가대상에 대한 다양한 실험

변수들을 도출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 제어실와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제어실의 인간공학적 실험형가기술은 시급히 확보해야할 과제이지만 현재

까지는 실험목적이나 평가대상을 설정해가는 단계에 불과하다. 주제어실의

인간공학적 평가실험에 있어서는 측정대상이나 평가기준이 다양하므로 실험

에 쓸수 있는 자원과 시간이 한정된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좀더 효과적으로

측정항목과 평가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실험목적이나 평가대상이 정해졌을때 선진각국의 실험사례로 부터 효과적인

실험변수를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실험변수 참조모텔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NS의 인간공학적 실험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서 실험변수 참조모텔의 한 형태로서 선진각국의 인간공학적 평가 실험에 사

용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분류체계를 확립하여 변수선정시 참고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자로 제어실의 인간공학적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겨준이 무엇이며 어떠한 항목들을 우선적언 평가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가

를 결정하는데 펼요한 기반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1) 이전의 연구에서 실험평가항목으로 별도 분류되어 선

정된 빈도가 많거나 (2) 제어실시스댐의 다른 요소와 기능상 차이가 두드러지

거나 (3)체계안전상 특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별도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분류방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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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적 설계대상의 가장 큰 단위인 주제어실은 여러요소로 이루

어져 있다· EPRI URD에서는 주제어실 구성요소로서 크게 주제어실 운용시스

탬， 운전원， 실내환경 둥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CNS 주제어실의 인간공학

적 성능평가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를 모두 포괄하므로 CNS의 인간

공학적 평가항목의 대분류 체계로서 사용할 수 있다.

주제어실 운용시스템은 주제어실 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를 포괄한다. 주제어실 운용시스댐으로 부터 도출할 수 있는 독립변수는

주제어실 구성 하드웨어의 핵심이며 운전원의 직접적인 작업대상이 되는 제

어반， 주제어실 운용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운전절차， 운전원의 직무부담

경감을 위해 작동되는 각종 운전원 직무보조시스댐 및 운전효율과 인간공학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어실내의 각종 설비배치에 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평가항목의 대분류중 운전원에 관한 항목 역시 직접적으로 실험평가

대상이 되는 그룹과 실험에 제한적요소로 작용하는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운전원 개인의 특성은 실험에 제한적요소로 주로 작용하므로 별도 구분

하는 것이 좋다. 실험평가대상아 되는 그룹중에서 여러 연구에서 자주 거론

되는 분야로서 운전원 조직구성과 운전원 교육방법을 들수 있다. 이를 종합

하면 운전원에 관한 평가항목은 운전원 개인특성， 운전원 조작구성 및 교육

방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주제어실 운용시스템중 제어반은 인간공학적 평가의 주대상으로서

여러 연구에서 좀더 세분화되어 다루어 지고 있다. 제어반은 크게 원자력발

전소의 각 하부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이를 통제하는 표시장치와 제

어기로 분류되며 그 밖에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기능의 특성상 제야반의

하부시스템으로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어반의 표시장치 및 제

어기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보시스댐은 여러 연구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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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두어

이러한 분류를

별도또한 제어반악 하부체계로서

기반으로 독립변수를 선정한 결과

이었으므로평가하고

바람직하다.것이분류하는

비중을

는 다음 표 2.4.1 표 2.4.2와 같다.

표 2.4.1 주제어실 운용시스댐의 독립변수

주제어실 운용시스템

표시장치

제어반

제어기 통신시스템

반웅시간

운전절차

-작업의 특성

-작업복잡도

-운전철차서 형태

-운전원-제어기간의 기능척

분할방식

-제어반 직무수행철차

-운전원 감시동작의 통합여부

-주제어실 유지보수 방식

-인간기계 대화방식

-운전원 주의집중 요구시간

-근무시간 일정

-작업부하

-운전시나리오의 특성 또는

내용

-새로운 쩌}어천략의 도입여부

설비배치

신

설

또

는 공간구성

-제어실내의

비배치방법

-통신장비의

호음 형태

-통신방법

여부

직무보조시스템

-직무수행보조도구

종류 및 사용여부

-보조도구에 있어서

변수조정방식

-운전자동화 지침

도입여부

-제어기 코딩

-표시장치의 특정 표시방법 또는 1-제어반상의 배치멀도

표시기상 특청정보 청가여부 1-처리흐륨순서에 따른 스위치

-표시기 코딩방법 또는 i 배치

각종 표시기 구분방법 1-특정 계어기 형태의 도입

-계기를 처리흐릅 순서에 따라 1-제어기 조작방식

배치하는 방법 1-제어에 의한 시스댐

-표시장치 반웅시간

-천자표시기 채용여부

-대형미믹보드 사용여부

-보조판넬 사용여부

-제어반 분할여부

-표시장치의 신체측정학척 변수

-표시기상에서의 운전원

호출방식

-신형제어반 도입여부

-CRT의 몰리적 제원

-CRT상의 표시색상

-CRT상의 정보밀도

-CRT화연간의 조화상태

-CRT화면 구성방식

-CRT도입여부

-CRT화연변환시간

-CRT상의 표서내용

-CRT상에서의 운전추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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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NS제어반 및 운영시스댐에서 인간공학적 실험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었는 향목을 정리하면 표 2.4.3과 같다. 인간공학 실험을 수행한후

실험데이타를 수집하고 실험데이타로 부터 원하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측정방법과 평가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표 2.4.4에 정리하였다.

표 2.4.2 운전원 및 실내환경의 독립변수

운전원

실내환겸

개인특성 운전원 조직구성 교육방법

-운전원 자질
-운전원 직무할당형태

-경력
-운전원 협풍방식 -온도

-운천원 경험
-운전원에 대한 협력지원 여부 -훈련방법의 종류 -습도

-운천원의 현직위
-운전원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 i훈련기간 -환기상태

-운천원간의 의사전달방법 -소융

-음성통신방법 -조명수준

-운전원 조직형태 -실내색상

-운전원의 적정인원수 -실내표면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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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CNS의 인간공학적 실험평가항복

CNS 하부체계 i 평가항목

1. 계기 (meter) 의 눈금진행방향 일치성과 구분성 비교

2. 계기 scale 전개방식 일치성의 장단점 평가

3. 계기에 대한 레이블 위치의 일관성이 주는 장단점

평가

4. 디지탈 표시장치의 정보적합성 평가

5. 아이콘추가에 의한 식별도(의미전달)향상여부 평가

6. 밸브표시 아이콘개선안에 대한 평가

7. 레이블정보(측정단위)추가에 의한 의미전달성 향상 여

부 평가

8. 약어 (abbreviation) 표현방식의 최적안 평가

표시장치 19. scale상의 숫자 표시방법의 최적안 평가

10. 표시장치 집중화의 장단점 평가

11. status indicator 의 다중레 이불(multHabe l)배 치안 평가

12. 아이콘과 유선(flow line)표시방법의 개선안 평가

13. 표시장치 요소들에 대한 grouping 방법 평가

14. 사용순서，빈도，중요도를 고려한 각 계기의 최적배치

안 탐색 및 평가

15. 레이블 획 및 lIne굵기차이에 의한 표시장치요소들의

계충별 구분효과에 대한 평가

16. 아이콘 다양화에 의한 식별효과 및 복잡도 평가

17. 레이블과의 최적근접도 평가

1. toggle switch 제어방향의 일관성유지에 따른 장단점

평가

제어기 12 제어기 형태와 운전원반응과의 적합성 평가
3. 제어기 사야의 거리，움직임범위，및 각종제원이 인간공

학 지침을 만족하는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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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CNS의 인간공학적 실험평가항목(계속)

CNS 하부체계 평가항목

경보시스탬
청각신호코드의 다양화가 경보구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통신시스템
운전원갇 또는 운전원과 Instructor와의 구두전달 방식

평가

운전절차서 CNS운전절차서의 작성양식에 대한 평가

운전원 직무

보조 시스템

설비배치 CNS운전석의 최적 배치안 평가

운전원 개인특성
CNS운전절차서 분석을 통한 CNS운전원 자질특성

추출

운전원 조직구성
1. 2인 운전시 직무분담방법 평가

2.3인 운전시 적무분담방법 평가

1. CNS교육효과를 높이는 운전절차서 개선안 평가

운전원 교육방법 2. CNS교육효과를 높이는 교육보조도구 제안에 대

한평가

CNS운전실의 온도， 습도， 환기상태， 소음， 실내색상，

실내환경 조명수준에 대한 측청 및 인간공학거준치와의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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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CNS의 인간공학적 실험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종總분류 CNS평가 기준 측정방법

시간 특정 eNS행위에 소요된시간
video의time counter 또는

frame counter

1. CNS제어반 상태보고 읽기의

정밀도 정밀도 설문지， video분석

2. CNS제어반웅의 정밀도

달성도 -

발생빈도 특정 eNS운전행위의 발생빈도 vIdeo분석

생리적/행동적
eNS운전원의 생리변수기록 polygraph분석

상태

관측자 평정
피실험자 운전행위의 적절성에

vide。분석 및 설문지
관한평청

1.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제어기

피실험자의
와 운전원과의 거리 자료에

근거한 운전원 신체운동량 video분석 빛 behavioral
신체적 자원

2. 반복적으로 주시하는 표시장 pattern dIagram
사용량

치의 위치와 운전원 눈높이

에 근거한 안구운동량

1. CNS운전행위의 용이성

2. 화면표시형시대안에 대안

피실험자
선호도 video판측을 통한 설문

3. CNS첼차에 대한 이해도 서， 의견제안서， checklist
보고

4. 표시장치의 가시성， 문자인식 작성

및 읽힘성

5. grouping 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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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어실 평가 실험장비 요구사항

본 연구과제에서 구입예정인 Task Simulator, 생체정보측정장비，

Protocol 분석장비 및 운전원 행위분석장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하기 위하

여 주제어실의 인간공학적 실험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구입예정 실험장비가 각각의 평가대상 또는 평가기준 측정을 폭넓게 지원

하기 위하여 가져야되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구입예정 실험장비가 주

제어실 평가실험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가져야 될 특성을 요약하면 다

음과같다.

(1) Task Simulator 도입/선정시 요구사항

- 화면 그래픽스를 프로그램할 수 있을 것

- 표시장치가 CRT로 구현될 수 있을 것

- 제어기 코딩변환이 가능할 것

- 제어방식을 프로그램할 수 있을 것

- 경보메시지 코딩변환이 가능할 것

- 통신방식에 대한 코명변환이 가능할 것

- 과도상태의 특성 및 작업부하수준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능합 것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 운전 시나리오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 전문가시스댐과 같은 운전원지원시스댐과의 언터페이스가

가능할 것

- 운천원의 요소작업에 소요된 시간파악과 특정행동의 발생빈도를

count할 수 있는 autologging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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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정보측청장비 선정시 요구사항

- ECG, 혈압， EMG, EEG, GSR, 호홉패턴， 피부온도 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Labview를 가동시킬 수 있을 것

- calibration이 간편할 것

(3) protocol 분석장비선정시 요구사항

- 마이크의 부피무게가 착을 것(의복부착가능)

- 3사간이상 녹음가눔하며 녹음내용의 재생이 가농할 것

- 다른 telemetry system 의 전파와 혼합되지 않은 주파수 특성올

지닐것

(4) 운전원 행위분석 장비 선정시 요구사항

- 영상의 3차원처리가 가능할 것

- 비디오카메라 셔터스피드 조절가능할 것

- 피실험자에게 부착되는 marker가 운전착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simulator 및 다흔 test facility와의 syncronization 이 가능할 것

- 정지화상에 대한 연속적분석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기능이 있어야

할것

- 운전원 동작기록 database와의 자료 전송/교환이 가능할 것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여 운전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림 2.4. 1 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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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4.1 생체정보처리사스댐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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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NS 실험평가자료의 구성 및 데이타베이스 운용

제 2절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는 방대한 측정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가 필요하

다. CNS에 대한 실험평가 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타베이스의 주요 필드(field)는

특정운전행위에 소요된 시간， 요소 운전행위의 분류 및 기술， 운전행위순서，

운전행위정밀도 평정， 운전직무 나이도 평정， 사용된 표시장치， 사용된 표시

장치의 중요도 평정， 사용된 제어기， 사용된 제어기의 중요도 평정， 사용된

표시장치 또는 제어거의 상태 기타 피실험자 보고 동으로 구성하였다"

야러한 데이타베이스의 운용방식은 피실험자의 CNS 운전과정을 기

록한 화면을 관찰하면서 특정운전행위의 완료시간(COMTIM) ， 운전행위분류

(B_CLAS), 운전행위순서(SEQ) ， 운전행위에 관한 정밀도 평정 (T-ACC)， 운전직

무의 난이도 평정 (T_DIFF) ， 사용된 표시장치(DISP) ， 사용된 표시장치의 중요도

평정 (D_PORT)， 사용된 제어기(CON)， 사용된 제어기의 중요도 평정 (C_PORT) ，

표시장치 또는 제어기 상태(STA) 기타 피실험자 보고(S_REP) 의 자료를 평

정자 혹은 펴실험자가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운전행위분류 데이타베이스

(B_CL.DBF), 표시장치와 제어기에 관련된 정보(분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CNS구성요소 데이타베이스(D_C.DBF) 피실험자 보고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셜문을 수록한 데이타베이스(Q.DBF)가 자료입력을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지

원한다. 입력된 자료는 다른 데이타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필요한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수록되고(M.DBF) 관리되며 이를 이용하여 각종분석프로그램-운전

과정을 서간대별로 분석할 수 있는 tIme lIne dIagram 이나 제어반상에 사용된

표시장치와 제어기의 사용순서를 기록한 behavioral pattern diagram-올 운영

한다. FOXPRO를 이용하여 작성된 eNS의 인간공학적 설혐평가자료수집 및

운용체계는 그림 2.4.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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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4.2 eNS의 인칸공학적 실험명가자료 수집 및 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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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주제어실의 인간공학 실험평가항목의 대분류로서 주제어실의 운용시

스템， 운전원， 실내환경으로 구분한 것은 이들이 주제어실의 3대 구성요소이

므로 별다른 무리가 없겠지만 예를들어 제어반의 하위분류로서 경보시스템이

나 통신시스탬이 표시창치나 제어기 그룹 외에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가는 토

론의 여지가 있다. 경보시스템이나 통신시스템은 제어반상에 각각의 표시장

치와 제어기를 가지고 있고 이틀윤 모두 인간공학적 성능평가가 요구되는 것

들이므로 결국 중복분류가 될 수도 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기농적으로

다른 요소와 구분이 되거나 또는 체계안전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아 인간공학

실험평가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별도로 구분하였지만

다른 분류방법도 대안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도 운전원 칙무보조사스템

은 운용소프트웨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 절차

의 하부 시스템으로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 2.4.1 과 표 2.4.2

에 나타난 바와 같은 분류는 잠정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제어실내의 구성요

소중 인간공학적 중요도 평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재구성될 수가

았다. 본 연구의 분류체계상 누락된 항목들에 대한 보충과 아울러 각 구성요

소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통해 상기와 같은 잠정척인 분류방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펼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기준 역시 장정적인 것으

로서 실험장비가 허용하는한 펼요한 평가기준틀을 차년도에 계속되는 실험에

서 추가할 예정이다. 포콸적으로 수집정리된 eNS 실험평가 체계는 실혐의

목적이 구체화되고 평가대상이 구체화되는 제 2차년도 부터 측정방법 및 측

정 데어타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실험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확정휠 것이다.

-148-



제 3 장 결

-149-

료츠



뿔뀔 댁펼



차세대제어설의 인간공학적 설계평가를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실험목적에 맞는 실험변수 도출， 실험시나리오 개발， 측정방법 및 자료분석

기술과 같은 실험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실험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제어실의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실험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

한 목표하에 당해년도 연구에서는 차세대제어실의 공통적인 MMI 특정을 분

석하여 설계변수와 각 설계변수별 측정방법을 도출하고 실험평가 환경개발을

위한 기능요컨도 개발하였다.

설계변수는 차세대 주제어실의 공통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설정한 대

상시스템을 기능분석하여 추출하였다. 추출한 설계변수는 우선 예비실험을

위한 실험변수를 선정하고 차년도부터 수행할 실험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입력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측정방법과 설계변수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하

여 실험계획시 필요한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를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ITF에 설치할 측정장비들을 연관성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선정

하였으며 선정된 장비는 당해년도에 개발한 측정장비 요건에 의하여 차년도

부터 구입할 예정이다.

인간과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MMI 설계평가에는 실험적인 평가가 가

장 직접적이지만 실제 각 실혐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타의 종류나 인간의 능

력이나 고유한 성질에 따라 데이타의 특성도 달라진다. 그리고 수행되는 작

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수행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피실험자의 고유한 성질을 파악하는 가초적인

실험 및 측정데이타의 분석기술과 펴실험자의 사전훈련을 통해 그 작업에 대

한 특성올 충분히 파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MMI 설계는 여러가지 설

계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외 시스템 기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각의 개별적인 설계변수 평가시에도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 측정자료의 신

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주변척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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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Experimental Control 이 실제 실험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원자력분야 관련 인간공학 실험사례풍을 살펴

보면 실험을 위한 초기분석에서 부터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다‘ 이 기깐 동안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 기간은 실혐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전체일정의 1/10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나머지 기간은 실

제 실험 전후의 작업 즉， 실험평가를 할려는 실험장치(하드웨어 및 소프트돼

어 설계)의 Setup, 피실험자의 실험장치에 대한 적응훈련 및 실험데이타의 분

석동에 소요된다. 따라서 Function 샤율레이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패러다임이 필요하여 실험목적의 예비분석

(AnalysIs), 예비실험 (Pilot experiment and Prototyplng), 피실험자의 훈련 및 실

험준비 (Training and Preparation), 실험의 수행 (Experimentation) ， 실험결과의 분

석 (Analysis) 동의 5단계로 구성된 APTEA 실험패러다임을 개발하였다.

실험결과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환경과 같은 실험장치

의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공정상태를 모

사하는 실험장치의 구성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원자력관련 인간공학적 실험

을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공정상태를 모사하는 인터페이스，측정장비

및 자료분석 시스템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실험설비를 구축하여 실험기간을

단축하여 실험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본 연구과제의 최종목

적이 국내의 차세대발전소 제어실 설계평가기술 확보인점을 고려하면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차세대제어실이 VDU 중심의 MMI로 구성되어 인간공학적 주

요현안은 운전원의 정신적 작업부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화변정보의

체계나 구성과 같은 VDU에 관련된 설계요소에 집중하여 평가기술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정상태를 포사하는 시율레이터의 셜계는 MMI설

계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논 것이다. 특허 CRT에 제공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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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Objected

Oriented Program 기법을 도입하여 특별한 프로그램 능력이나 원자력 시스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각각의 정보가 객체 (Object)화 되어 실험자가

원하는 화면에서 바로 변경할 수 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

을 기반으로 ITF의 기능요건을 개발하였으며 차년도 부터는 본격적인 구축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시설이 구축되면 새로운 MMI설계 기법으로 적

용되고 있는 프로토타이핑 (Prototyping) 을 가능하게 하며 평가시설 뿐만 아니

라 설계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어 국내에서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MMIS 설계

의 자체능력 배양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Compact Nuclear Simulator(CNS) 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용

한 실험시나리오를 개발하였으며， 이 시나리오는 eNS를 대상으로 선정한 평

가항목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할 때에 사용하여 그 효용성을 지속적으로 검증

하고 더불어 실험수행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또한 APTEA 실험패러다임중

그 기술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프로토타이핑 (prototyping) 에 대한 기술의 개

발과 설계변수와 실험변수의 연관성 분석시에 펼요성을 인식한 새로운 측정

방법의 개발 둥을 차년도 부터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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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대형정보화변의 정보표시 적합성 평가실험 안

(1) 실험의 배경 : 대형정보화면에 나타나는 정보가 운전원의 운전에 도움을 주도

록 하기 위해서 대형정보화면은 인간공학적으로 적절한 정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적절한

정보표시를 위하여 대형정보화면이 갖추어야 하는 특징은 적절한 정보밀도， 정보표시물

의 배치， 정보표시불의 형상 둥이다. 대형정보화면에서의 현안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어

떻게 표시하느냐로 정리할 수 었다. 특히 대형정보화변에 표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양은

일의 순서상 선행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대형정보화면의 정보량(혹은 정

보밀도)에 대한 평가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 정보밀도(i nformation density) : 정보빌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정보밀도 =
목표물의 정보량(target information)

배 경의 정보량(background information)

즉， 물리학에서 말하는 밀도(density)의 개념과 같고 단지 단위 (unit)가 정보량일 뿐

이다. 그러나 위의 정보밀도 수식을 이용하여 정보밀도를 계산하는 것은 대형정보화면에

서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도식의 정보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발전소 매개변수의 정보량의

계산 및 이 두가지 계산의 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난해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보밀도의 개념과 일치하면서도 계산하기가 용이한 방법이 필요한데 본 실함에서는 정

보빌도를 대형정보화면에 표시한 매개변수의 수로 단순화하여 실험을 계획하도록 하였

다.

정보밀도 = 대형정보화면에 표시한 매개변수의 수

(3) 실험의 목적 및 실험변수 : 대형정보화면에 표시할 수 있논 적절한 매개변수

의 수를 결정한다. 본 실험에서는 정보밀도가 실험변수(혹은 독립변수)이다.

(4) 실혐의 제목 : 대형정보화변에 표시할 수 있는 적절한 매개변수의 수.

(5) 실험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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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험의 수행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 대형정보화면에 나타나는 정보 : 발전소의 도식과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야 하나 이는 도식의 표준이 없으므로 발전소에 사용하는 대형정보화면의 정보내용과 흡

사한 세계지도를 사용하며 발전소 매개변수대신 세계지도상의 주요도시에 대한 기온， 합

력， 습도 동을 사용한다. 세계지도 및 주요도시의 날씨정보는 일단 피실험자가 이해하기

쉬우며， 대형정보화면의 매개변수가 관련되는 도식에 위치한다는 점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도시를 추가/삭제하기가 용이하여 매개변수의 수를 조작하기가 용야하다는 장점

을가진다.

- 운전원 작업반에 나타나는 정보 : 임의의 시간(random Interval)에 피실험자의

입력을 요구한다.

O 피실험자의 엄무 : 운전원 작업반의 VOT상에 입력을 요구하는 메세지가 나타

나면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한다.

O 실험장비 :

- 대형정보화면 : MEMO COLOR와 OHP를 사용

- 운전원 작업반 : HP Workstation 을 사용

- 계측장비 : 생체신호처리서스템， Eye-Tracking System, 퉁

Q 피실험자 : 반드시 발전소 운전원일 필요는 없으며 정상시력을 갖춘 자로서，

세계지도상의 도시위치를 숙지하여야 한다.

。 실험데이타의 수집 :

- 피실험자의 생체신호 : ECG 동

- 피실험자의 오류율 : 요구한 질문에 대한 운전원의 입력정보 오류 수

- 피실험자의 수행도 : 수행시간

- 피실험자의 안구운동 : Eye Tracking System에 의한 이동변위 및 정체시간

- 피실험자와의 면담 : 피실험자의 선호도

。 실험의 분석 :

- 생체신호 : 피실험자의 정신적인 작업부하의 측정

- 오류율 및 수행도 : 최상의 수행도 평가

- 안구운동 : 피실험자가 사용한 정보순항의 방법 및 효율성 평가

- 면담 : 주관적인 파실혐자의 평가를 결과도출시 보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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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도출 : 실험의 분석을 통한 적정 매개변수의 수(혹은 수의 범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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