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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제어조작 관련 stereotype 조사 실험 및 인간공학 지침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국내 표준원전 제어실에 적용중인 설계지침인 HF-010은 미국 

원전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NUREG-0700을 발췌하여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한국인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색상, 조작 등에 

대한 한국인의 고유특성을 반영한 국내 고유의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기기 조작특성에 관한 Stereotype 기초자료를 

한국인 피실험자 실험을 통해 확보하고, 실험결과의 분석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설계지침인 HF-010에 추가가 바람직한 인간공학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HF-010이 개정되고 설계에 적용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한국 표준형 원전 설계를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설계제작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기존 연구결과의 분석 

-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 분류체계 도출 

  - 울진 3&4호기 제어반 기기 분석 

  - Stereotype 조사 관리 시스템 개발 

  - 디스플레이 동작 양립성 기존자료 연구 

  - 동작양립성 실험 및 결과 분석 

  - 실험분석결과를 반영한 HF-010 추가사항 작성 

 

Ⅳ. 연구개발결과  

 

 표준원전 주제어실 제어반 기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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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 그리고 현재까지 연구 수행된 스테레오타입 연구방법 등을 기초로 

스테레오타입 조사 방법론을 결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총 108가지의 display 

및 control 조합에 대한 동적인 interface prototype를 구현하고, 실험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실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50명의 피실험자가 참여한 

양립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분석결과를 토대로 HF-010에 추가가 

바람직한 20여 항목의 지침이 도출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한국 운전원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본 연구는 한국형 원전 설계지침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연구이면서 처음 시도되는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의 설계 반영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실험을 하기 위해 실험 이전에 생산된 제어반 Display 및 Control 

분류체계, 표준원전 주제어실 제어반 기기 유형분류 결과 등은 향후 원전 제어반 

기기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동작 양립성 

실험 연구 방법 및 결과는 원전 제어반 설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의 실험분석결과로부터 작성된 HF-010에 추가가 바람직한 

지침항목들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사용자에게 전달되어 

검토를 거친 후 설계지침인 HF-010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연구내용 및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적절한 양립성에 기인하는 인적 오류를 저감하며 국내 원전 제어실 

설계의 고도화와 설계기술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인간공학 지침항목의 일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신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원전 적용에 

대비하고 설계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고유지침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보다 많은 인간공학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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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xperimental study on display-control stereotype and 

development of human factors guidelin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human factor design guideline HF-010 which has been 

developed for control rooms of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 refers mainly to NUREG-0700, which was based on American 

operators' characteristics.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the design 

guidelines which can be applicable for Korean operators for the purpose 

of designing the KSNP more safely.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rovide the standards, guidelines and bases applicable for HF-010 

through the within-subject experiment for obtaining Korean operators' 

population stereotype for direction-of-movement of controls associated 

with displays on the control panel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is project includes a survey of 

researches on display compatibility, the classification of types of displays 

and controls in the main control room of Uljin units 3 and 4, the 

development of a facilitating system for stereotype experiment, an 

experiment for obtaining population stereotype of control movement, and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additional to HF-010 based on the results 

of experiment. 

 

Ⅳ. Result of Project 
 

 Through the survey of researches on display compatibility and the 

classification of types of displays and controls in the main control room of 

Uljin units 3 and 4, methods for an experiment on the stereotyp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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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Experimental interface prototypes for a total of 108 

combinations of display and control types were implemented. 

Experimental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 was built in association 

with the interface prototypes.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with 

participation of 250 students as subjects. About 20 guideline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our analysis of 

experimental data.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study for investigating Korean operators’ stereotype is a 

research necessary for the bases of KSNP design guidelines. Application 

of the results from this study to the design will bring considerable effect. 

The results obtained before the experiment such as the 

classification of display and control types of Uljin units 3 and 4 can be 

useful for the design of control panels. The results of the proposed 

experiment for movement compatibility may be employed in figuring out 

Korean operators' characteristics of expecting the movement of controls 

associated with some displays. And also, the results can be used for user 

interface design in other industries. 

The guideline items based on the experiment results will be 

transferred to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mpany and 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 for user’s review then included into HF-010. Also, 

KINS will review the results independently to the user’s re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reduce operator errors associated with 

inappropriate display compatibility and upgrade the design of KSNP 

control rooms.  

This study dealt with one of many factors to be studie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tandard guidelines. Hence, a long term plan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tandard guidelines which 

address human factors of Korean operators and also cope timely with fast 

developing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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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현재 국내 표준원전 제어실에 적용중인 설계지침은 영광 3&4호기 

설계를 위해 미국회사에 용역으로 개발한 HF-010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 원전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NUREG-0700을 발췌하여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HF-010의 대부분 내용이 한국인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색상, 조작 등에 대한 한국인의 고유특성과 체위 자료를 보정하여 

반영한 국내 고유의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한국인의 기기 

조작특성에 관한 Stereotype 기초자료를 한국인 피실험자 실험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지침화 함으로서 한국 표준형 원전 설계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국내 타 산업에서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설계제작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 운전원들의 색상 및 조작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 반영함으로써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에 적합한 제어실 설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원전 

운전원들의 운전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1.1 운전자 스테레오타입 

 

 운전원들의 장기기억 (long term memory)속의 정보들은 중요한 

개념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체제화 (organize) 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정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구조 (knowledge structure)를 schema (도식)라고 부른다. 

schema의 예는 관련된 정보들이 연합하여 (associate) 의미적(semantic) 

지식을 만드는 semantic networks 과, 작업의 순서(sequence)들을 기술하는 

스크립트 (script) 등이 있다.  

 

 운전원들은 원전 디스플레이나 컨트롤에 대한 schema 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정신모형(mental model) 이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 정신모형은 

시스템의 구성요소 (system component)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hoe the system works),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how to 

use it) 이해하는 지식체계를 말한다. 

 

 운전원의 정신모형은 개인적인 것일 (personal) 수도 있고 많은 

운전원들의 집단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집단의 공통된 

정신모형을 population stereotype 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정신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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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한 기대들의 집합 (a set of expectancies)을 

운전원의 장기기억으로부터 생성하게 되는데, 운전원들의 장기기억으로부터 

정보의 인출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면(poor retrieval) 이로 인해 문제, 에러, 

사고, 그리고 운전원의 불편함이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 시 기존의 

정신 모형이나 population stereotype과 일치(consistent)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이 일치된 설계를 그 stereotype과 부합적인, 혹은 양립적인 

(compatible) 설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게이지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회전식 노브(knob)를 시계방향(clockwise)으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population stereotype이고 실제 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게이지 다이얼이 오른쪽으로 가게 설계하는 것이 population stereotype과 

부합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 

 

1.2 원전설계와 디스플레이 양립성 

 

 원전 디스플레이 양립성, 혹은 부합성 (display compatibility)은 원전 

디스플레이 정보의 자극 및 반응에 대한 운전원의 예상(정신모형)과 부합, 혹은 

양립하도록 설계하는 개념으로 정보의 변환, 즉 재코드화 (recoding) 과정을 

뜻한다. 양립성이 클수록 운전원 정보 변환 처리과정이 줄어들 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학습이 빠르고 응답시간이 빨라지며 오류가 적어지고 심리적 

작업부하 (mental workload)가 감소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운전원들은 

예상한대로 작동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personal preference). 따라서, 원전 

설계자들은 운전원들의 정신모형 (population stereotype)을 고려하여 원전 

디스플레이를 설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양립성 설계는 네 종류의 양립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 개념 양립성 (conceptual compatibility), 동작 양립성(movement 

compatibility), 공간 양립성(spatial compatibility), 그리고 양식 양립성 

(modality compatibility)을 들 수 있다. (Sanders & McCormick, 1994) 

 

개념 양립성 코드와 기호가 운전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룬다.  예를 들면, 사용하는 약어(abbreviation)나, 혹은 

valve 의 모양,  valve가 close, open 될 때 디스플레이 되는 색상이 운전원의 

정신모형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지를 다룬다.  

 

동작 양립성 표시장치(display) 및 제어장치 (control)의 움직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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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의 예상 및 반응에 대하여 다룬다. 예를 들면, 조절 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양이 증가된다고 예상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공간 양립성 제어장치와 관련 표시장치의 공간적 배열에 대한 운전원의 예상 

및 반응에 대하여 다룬다.  예를 들면, 표시장치와 제어장치를 적절히 

근접시키면 운전원의 정보처리 능력, 특히 주의 (attention) 능력이 향상되는데 

특별히 이를 근접 부합성 (proximity compatibility)이라 부른다. 

 

양식 양립성 원전직무에 따라 그에 알맞은 자극-응답 양식 (modality)이 

있다. 예를 들면, 발전과장의 명령이 음성 양식이거나 시각양식에 따라 (예컨대, 

스크린 상에 표시) 운전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응답이 말로 하거나 (음성응답) 

손으로 명령을 수행한다 (예컨대, 제어장치를 사용). 양립성이 좋은 조합은, 

음성과업 (verbal task) 에서는 청각제시와 음성 응답이고, 공간과업에서는 

시각제시와 수동응답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양식 양립성은 운전원 

기억장치의 기억코드의 저장방식과 관련이 있다. 

 

 뇌에서의 정보처리 방식에 기인한 양식 양립성을 제외하곤 운전원의 

양립성 발생은 표시장치와 제어장치가 동형 (isomorphism) 혹은 공간적 

유사성에 기인하거나, 습관과 문화적 특성으로부터 만들어진 정신적 패턴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전등을 켤 때 스위치를 위로 올리지만 이와 

반대인 나라도 있다. 

 따라서, 양립성을 고려하여 원전을 설계할 때 양립성이 어떤 

운전원에게는 명백하지만 다른 운전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양립관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실험에 근거하여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양립성과 양식양립성은 생략하고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를 조작하는데 있어 동작 양립성에 대한 한국 운전원의 stereotype 

조사를 위한 실험을 중점으로 다루기로 하고 개념 양립성에서의 색상에 

관하여서는 별도 보고서(이정운 외, 2003)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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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조작 특성을 조사한 국내사례는 스위치 조작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어 

왔으나 여러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를 비교 분석하여 연구한 예는 별로 없으며 

주로 외국 스테레오타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인 

고유의 스테레오타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관련 연구는 

조작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을 요하는 원전 제어반 

설계에 적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동작 양립성에 대한 기존연구에 적용된 실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동일면의 회전 장치와 회전 표시 장치 (Bradley 1954 연구) 

i. 눈금이 조절 노브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되는 것을 예상하는가? 

ii. 눈금 수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릴 때 증가를 예상하는가? 

iii. 증가량을 설정할 때 시계방향을 예상하는가? 

 

 
 

 

B. 동일면의 회전장치와 선형 표시장치(Petropoulos & Brebner, 1981) 

i. 표시장치의 지침이 가까운 쪽의 제어장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예상하는가? (Warrick 원리) 

ii. 표시장치의 눈금표지 (scale marking) 와 같은 쪽에 있는 

조절노브의 가장자리와 같은 방향으로 지침이 움직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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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가? (scale-side 원리) 

iii. 표시장치의 상대적 위치와 관계없이 표시장치의 값은 증가시키기 

위해 회전장치를 시계방향으로 돌림을 예상하는가? (clockwise-

for-increase원리 

 

 

C. 다른 면에 있는 표시장치와 제어장치의 동작 (Holding, 1967) 

i. 표시장치의 상대적 위치와 관계없이 표시장치의 값은 증가시키기 

위해 회전장치를 시계방향으로 돌림을 예상하는가?(clockwise-

for-increase원리) 

ii. 시계방향의 회전이 운전원에게서 멀어지고 반시계 방향이 

자신에게서 가까워진다고 예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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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스위치 및 레버의 동작관계 (정병용 & 이정욱, 2001) 

i. 스위치나 레버가 좌우로 동작할 때 ON, OFF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ii. 스위치나 레버가 상하로 동작할 때 ON, OFF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iii. 실험 방법: 기존 연구결과 인용 (일반성인 148명 대상 설문조사) 

조작장치   배치 ON  선호도  

1. Thumb-wheel switch, 좌우, 오른쪽,  86.5% 

2. Knob switch,   시계방향  85.1% 

3. Square push button,   상하 위쪽  79.1% 

4. Rocker switch,   좌우 오른쪽  77.0% 

5. Slide switch,   좌우 오른쪽  76.4% 

6. Lever switch,   좌우 오른쪽  75.7% 

7. Toggle Switch,  좌우 오른쪽  74.3% 

8. Tiller bar switch  좌우 오른쪽  73.6% 

9. Push pull switch  상하 누름  66.9% 

 

E. 운전원의 방향과 동작관계 (directional compatibility) 

운전원이 표시장치를 보는 방향과 제어장치를 보는 방향이 다를 때 

어떻게 예상하는가? 

 

F. 제어장치-표시장치 양립성 

운전원의 위치나 방향에 관계없이 정해진 방향의 제어동작으로 

표시장치가 동작함을 예상하는가? 

 

G. 시각 모터 양립성 

운전원가 표시장치를 보는 시야에서 조절장치의 이동방향이 운전원의 

상체에 상대적인 제어장치의 이동방향이 같음을 예상하는가? 

 

H. 기타 스테레오타입 관련 연구 

 

H.1 Strength of component principles determining direction-of-turn 

stereotype for horizontally moving displays (Errol R. Hoffmann) 

 

여러 가지 노브의 위치와 더불어 수평으로 움직이는 디스플레이에 대해 

회전하는 stereotype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며, 증가하거나 오른쪽으로 감소하는 

것은 위쪽과 아래쪽의 눈금과 연관되고, 중립이거나 방향을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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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자(indicator)들을 가진다. 몇 가지 식들은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 예측된 

방향지시에 대한 항목들에서의 stereotype(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비율)의 

강도에 대해 쓰여져 있다. 그 항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 증가하는 것,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것, 시계 방향으로 멀어져 가는 것, scale-side원리와 

Warrick’s 의 원리. 

 

디스플레이가 되어있는 쪽에 위치한 노브의 경우에 이 식들의 해답은 

stereotype의 강도가 “clock to right” 의 원리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어진다.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심리학과 학생들의 비율이 각각 약 51%와 93% 로 

나타났다.)  Brebner와 Sandow의 “scale-side” 원리에 상응하는 것은 16%, 

2%이었다. 위쪽이나 아래쪽에 위치한 움직이는 stereotype들을 가진 노브들은 

Warrick’s 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지고(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54%, 

심리학 전공생은 15%를 나타낸다. ), “clockwise to the right” (공학도와 심리학  

전공 학생들에 대해 각각 38%, 80%로 나타났다.) 이다. 여기서 “scale-side” 

원리가 이 경우에는 매우 약한 것을 알았다.(2%) 

 

H.2 Control/Display Relationship of the Four-Burner Stove: A 

Reexamination (Sheng-Hsiung Hsu and Yu Peng) 

 

이전의 몇 가지 연구들은 4개의 버너와 관련된 컨트롤과 버너의 관계의 

배열에 대해 상충되는 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이 배열(조합)에 더 

깊은 분석은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연구방법 중 하나인 paper-

pencil test는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하여 3가지 다른 질문서 형태를 가진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 4가지의 컨트롤과 버너의 배열과 

작용시간, 에러의 비율이 측정되어진다. 이 결과는 어떤 자극에 의해 피실험자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반응이 유도되어지는 것에 의해 암시적인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혼란하게 하는 변수들은 테스트 도구 설계에 

있어서 제어되어야 한다. 이 결과들 또한 컨트롤과 버너와 연결된 관계는 

미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대중적인stereotype의 차이를 나타낸다. 두 가지 연구 

방법인 paper-pencil test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이의 차는 완전히 동등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H.3 Principles for direction of turn stereotypes of dimensional 

display/control arrangements (Errol R. Hoff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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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fman(1990)에 의하면, 선형 디스플레이를 가진 컨트롤 회전에 대한 

stereotype을 결정하는 구성원칙의 강도는 컨트롤과 디스플레이가 같은 평면에 

있을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작업은 3차원은 디스플레이/컨트롤에 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로터리 컨트롤과 디스플레이는 같은 평면에 있지 

아니하다. 두 가지 실험이 있는데 하나는 pencil & paper test이고 다른 하나는 

모의실험을 통한 실험으로 구성원칙의 강도는 각각에 대해 결정된다. 이것에 

대해 다음의 세가지를 알 수 있다. 먼저 pencil & paper test는 Warrick의 

원리가 적용될 경우에 여러 원칙들의 강도가 하드웨어 디스플레이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의 실험된 디스플레이와 함께 얻어진 데이터가 

좋은 예측값을 준다. 둘째 강한 stereotype은 Warrick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에 

발견되나 컨트롤 축이 디스플레이의 이동방향에 평행할 경우엔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Warrick의 원리가 적용될 모든 경우에 stereotype은 역전(Reversible)될 

수 있지만, 반면 적용될 수 없는 많은 실험들에선 역전될 수 없다. 평면 

디스플레이/컨트롤 배열의 경우에서 처럼 다양한 원리들의 구성강도는 

디스플레이와 컨트롤사이에 어떤 주어진 관계에 대해서도 stereotype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선형적을 덧붙여질 수 있다. 그러한 접근은 다른 디스플레이/컨트롤 

배열을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발견된 값에 손쉬운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H.4 Stereotype for direction-of-movement of rotary controls associated 

with linear displays: the effects of scale presence and position, of 

pointer direction, and distances between the control and the display 

(Harry Peteropoulos and John Brebner) 

 

이 연구는 Brebner, Sandow(1976) 의 반복적인 탐색과 로터리 

컨트롤이 수직적인 선형의 디스플레이를 사용되었던 것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동방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더욱더 깊게 조명하기위해 시도되었다. 

이 결과는 Brebner, Sandow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컨트롤이 디스플레이 

위쪽이나 아래쪽 방향에 위치되어 있을 때, 디스플레이상의 그 포인터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 해준다. 방향지향적 포인터(Arrow 

type)를 제외하고 눈금이 없을 때 컨트롤 노브의 면이 그것 과 같은 방향에서의 

이동이 기대되어지는 것과 더불어 포인터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기대되는 것처럼 컨트롤이 디스플레이의 면에 위치되어있을 때 stereotype은 

포인터가 컨트롤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포인터가 컨트롤쪽에 있는 것보다 

Warrick’s(1947) 원리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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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The effect of scale-side, indicator type, and control plane on 

direction-of-turn stereotypes for Hong Kong Chinese subjects      

(Alan J. Courtney) 

 

Rotary control과 Linear display의 다양한 배치를 사용한 중국 

피실험자들에 관한 direction-of-turn(pointer가 돌아가는 방향에 관한) 

stereotypes의 눈금의 방향, pointer type, 증가방향, 그리고 control plane의 

영향을 조사했다. Pointer 유형과 증가되는 방향은 pointer가 돌아가는 방향에 

대한 예상에 관해 중요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 강한 stereotype은 Warrick의 

원리와 scale-side 원리가 상충되지 않을 때 발견되었다. 이러한 배치에서 

display의 눈금이 control에 향한 display의 반대 방향에 있고, display의 

지침(indicator)이 같은 plane에서 control로써 움직인다. 그러나 두 원리가 

상충될 때는 stereotype은 약해지거나, 하나의 원리가 지배되지 않고 없어지게 

된다. rotary control을 frontal plane에서 수평 선형 눈금의 오른쪽에 두었을 때, 

오른쪽을 향해서는 시계방향으로, 왼쪽을 향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작동하려는 

stereotype이 강하다. 그 stereotype은 충돌이 있을 때, scale-side가 우위를 

차지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stereotype과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시간은 같은 

frontal plane에서 control이 있는 수평 display에서 얻는다. 

 

H.6 Hong Kong Chinese direction-of-turn stereotypes (Alan J. Courtney) 

 

Control과 Displays사이의 기계작동 방향에 관한 stereotype은 paper-

and-pencil test를 통해서 시험되었다. 나이와 학력에 관해 넓게 분포된 남 · 

여 345명의 홍콩 피실험자들에게 세가지 종류의 control과 세가지 종류의 

plane를 제시하고, display dot가 움직일 것 같은 control 작동 방향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Western stereotype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홍콩 

피실험자들이 사용하는 Western 피실험자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stereotype도 

나타났다. 

 

H.7 Exploring Compatibility with words and pictures (Sindney L. Smith) 

남자 92명의 엔지니어들의 그룹, 여자 80명의 그룹과 55명의 인간공학 

전문가에 대해서 18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서를 두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컨트롤의 관계, 식별(labeling) 과 단어의 사용성에 반응하는 것을 

알아본다. 몇 가지 질문들은 강한 반응의 일관성을 보였다. 나머지 삽화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이고, 그룹별로 차이를 보였다. 교육의 도움으로 개발된 이러한 

질문서는 또한 양립성의 관계를 찾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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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3.1 원전 디스플레이 동작 양립성 연구방법 

 

3.1.1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 분류체계 

 

원전 디스플레이 한국 운전원 동작 양립성 연구 실험을 위해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의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의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제어장치는 hand control로서 조작의 연속성 및 기능에 따라 CDR(Control 

Discrete Rotary), CLH(Control Discrete Linear Horizontal), CLV(Control 

Discrete Linear Vertical), CLL(Control Discrete Linear Lever), 

CLR(Control Discrete Linear Rocker switch), CLT(Control Discrete Linear 

Toggle switch), CPA(Control Discrete Push/Pull Alternative action), 

CPL(Control Discrete Push/Pull Latching), CPM(Control Discrete Push/Pull 

Momentary), CPP(Control Discrete Push/Pull), CCR(Control Continuous 

Rotary), CCH(Control Continuous Linear Horizontal), CCV(Control 

Continuous Linear Vertical), CCP(Control Continuous Push/Pull) 등 13개 의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3.1).  

 

또한, 실험에 사용될 표시 장치는 visual displays 표시의 연속성과 

기능에 따라 DSA(Display Static Alphanumeric), DSP(Display Static 

Pictorial), DSS(Display Static Symbolic), DDA(Display Dynamic 

Alphanumeric), DDI(Display Dynamic Indicator), DPR(Display Dynamic 

Rotary Moving Pointer), DPB(Display Dynamic Bar Moving Pointer), 

DSR(Display Dynamic Rotary Moving Scale), DSB(Display Dynamic Bar 

Moving Scale), DDH(Display Dynamic Moving Hybrid), DDR Display 

Dynamic Recorder) 등의 11 가지의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3.2).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Display/Control 분류체계에 수록하였다. 

 

 



 11

 

그림 3.1 제어장치 분류체계 

 

 

 

 

그림 3.2 표시장치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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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KSNP 제어반 디스플레이 분석 

 

한국형 원전 디스플레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울진 3 4호기 

시뮬레이터 사진 450 장을 분석하여 총 2282 개의 item을 48 개의 symbol 

별로 분류 조사하였다 (표 3.1). Symbol은 MCR 상의 label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예컨대, label상의 symbol의 예는 NR-HS-004와 같다. 사진의 

해상도에 따라 개수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표 3.1 울진 3.4 호기 시뮬레이터 분석 결과 

Symbol 개수 Type Symbol 개수 Type 

AI 4 Display LR 9 Display 

AL 1 Display MI 4 Display 

AR 1 Display PDI 20 Display 

CR 1 Hybrid PDIK 1 Control 

EI 34 Display PI 1491 Display 

ER/IR/SR 1 Hybrid PIK 10 Hybrid 

FI 60 Display PJR 1 Hybrid 

FIK 18 Hybrid PR 9 Display 

FQI 5 Hybrid RL 1 Display 

FQIS 2 Hybrid RR 4 Display 

FR 8 Display SI 14 Display 

HC 1 Control SIS 2 Hybrid 

HIK 28 Hybrid TI 118 Display 

HS 1234 Control TIK 2 Hybrid 

HSS 3 Control TR 11 Display 

HTS 23 Control UC 2 Hybrid 

II 8 Display UI 12 Display 

JI 37 Display UL 34 Display 

JKI 4 Display UR 2 Display 

JQI 2 Display UU 2 Hybrid 

JR 14 Display XL 3 Display 

KI 6 Display ZI 5 Display 

LI 76 Display ZL 279 Display 

LIK 13 Hybrid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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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KSNP 디스플레이 분류체계 

 

위에서 언급한 한국형 원전 디스플레이의 분석 결과를 3.3.1에서 제안한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3.2). KSNP 인터페이스에서는 제어장치 

중에는 CPA(Control Discrete Push/Pull Alternative action)가 가장 많이 

있었으며 표시장치로는 DDA(Display Dynamic Alphanumeric) 분류가 가장 

많았다.  

 

표 3.2  KSNP Display /Control type 분류 

Control/Display Type 개수 Control/Display Type 개수 

CCR 2 CPA,DDI 49 

CCR,CDR,CPA,DDI 4 CPA,DDI,DPB 14 

CCV,CPM,DDI,DPB 1 CPA,DDI,DSB 1 

CCV,CPM,DDA,DDI,DPB,DSB 11 CPA,DPB 214 

CCV,DPB 4 CPB,DDA 2 

CDK 2 CPM 2 

CDR 98 CPM,DDA 2 

CDR,CLL,CLT,CPA,DDI 1 CPM,DDA,DPB 2 

CDR,CPA,DDA,DDI 2 CPM,DDI 2 

CDR,CPA,DDI,DDR 1 DDA 24 

CDR,DDI 9 DDA,DPB 493 

CDR,DDI,DSS 1 DDI 313 

CDR,DSS 30 DDM 9 

CLT 1 DDR 64 

CPA 854 DPM 13 

CPA,DDA,DDI 2 DPR 6 

CPA,DDA,DDI,DPB 49   

 

 

 

3.1.4 Stereotype 조사 자료 관리 시스템 

 

조작 스테레오 타입 실험 및 분석을 원활히 하기 위해 스테레오타입 

조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조사관리 시스템은 HF-010 document 검색 

(그림 3.3), KSNP 디스플레이 사진 및 분류체계 검색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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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타입 문헌 정보 검색(그림 3.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BMS는 MS 

Access 2000으로 작성하였으며(그림 3.6) interface design tool은 ASP 

(Active Server Page)를 이용하여 Web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URL은 http://csm.kumoh.ac.kr/research/nuclear이며 id는 필요 없으며 

password는 “hf010” (HF-010 document 검색), “s” (스테레오타입 문헌 정보 

검색)이며 문헌정보 검색은 password가 필요 없다.  

 

 

그림 3.3 HF-010 자료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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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스테레오타입 조사관리 시스템 

 

그림 3.5  Stereotype 논문 자료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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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원전 디스플레이 분류 사진 DB 

 

 

3.2 동작 양립성 실험 

 

본 연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population stereotyp을 알아내고 

강한 stereotyp을 가지는 display-control 장치를 제시하기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제작하였다.  Interface tool인 Rapid Plus 6.6으로 제작한 

display-control의 108개의 인자조합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앞서 

학습효과와 실제 실험에서 원할 한 마우스의 조작을 위하여 10개의 예비 

실험항목을 작성하여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제 실험에서는 많은 항목으로 

인한 수행 성능 저하를 우려하여 20분간 실험을 하고 약 5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20분간 실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은 두 가지의 

과제가 한 실험항목에서 한 가지가 랜덤하게 나오도록 하였다. 또한 display-

control 인자조합도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나타난다.  분석은 각각의 display에 

대한 반응시간은 개별 display에서 인자의 모든 수준에서 완전랜덤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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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사람이 마우스로 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은 

사람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within-subject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의 반응시간이란 실험항목이 제시된 시점부터 피실험자가 

의사결정(방향선택)을 함과 동시에 화면의 아무 곳이나 클릭 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독립변수는 각각 display의 실험항목과 control type, control 

position이며, 종속변수는 반응시간이다. 그리고 stereotype 반응조사실험에서 

나온 결과들은 모두 계수치이기 때문에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하여 동일성 

검정을 실시한다. 또한 계수치 데이터의 순위차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하여 만-

위트니(Mann-Whitney) 검정을 동시에 사용 하였다. 그 이유는 stereotype과 

같은 결과들의 데이터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변수인 계수치 데이터이고 display-control의 조작에 대한 stereotype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분할표를 작성하고, stereotype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통계적 도구로 적당하기 때문이다. 위의 모든 검정과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은 범용 통계패키지 도구인 Minitab13™을 가지고 분석 

하였다.  

   

① Stereotype(%) = 선택횟수/각각 실험항목에서 실험한 피 실험자수  

        ⅰ. 선택횟수 = 각각 실험항목에서 실험한 피 실험자의 선택방향의 수  

       ⅱ. 선택횟수의 종류 = Vertical control(상하방향)  

                             Horizontal, Rotary control(좌우방향)  

       ⅲ. 각각 display 실험항목 = vertical, Horizontal, Round display  

 

② 반응시간 (sec) = RT = a+bH (a, b는 상수)  

        ⅰ. a = 불확실성 감소와는 상관없는 잠재 반응시간의 합  

        ⅱ. b = 처리될 추가 자극정보 비트에 처리시간 증가분  

        ⅲ. H = log2N ( N = 대안들의 수 )  

. 

 

피실험자 선정 

 

오른손잡이만을 피실험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마우스 조작을 통하여 

실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피실험자는 인터넷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피실험자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모든 사람들은 마우스를 조작하는 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모든 피실험자는 현재 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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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과정을 마쳤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인자설정 

 

인자의 설정은 stereotyp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선정하였다. 

모두 6가지의 인자를 설정하였고, 모든 인자와 수준과 그에 따른 조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인자조합으로 모두 총 108번의 실험을 실시한다.  

 

실험 대상 

 

Indicator의 종류 : Horizontal, Vertical, Round Indicator (총 3개) 

       

Horizontal               Vertical                  Round 

 

 

Control의 종류 : Horizontal, Vertical, Rotary Control (총 3개) 

 

       

Horizontal         Vertical                 Ro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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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Position  

 

Vertical Indicator :  Left, Right (총 2개) 

     

                 Left                          Right 

 

Horizontal Indicator : Up, Down (총 2개) 

     

Up                                   Down 

 

Scale Direction  

Horizontal Indicator : Left-to-Right Increase, Right-to-Left Increase 

(총 2개) 

        

 Left-to-Right Increase              Right-to-Left-Increase 

 

Vertical Indicator : Top-to-Down Increase, Down-to-Top Increase 

(총 2개) 

     

            Top-to-Down Increase       Down-to-Top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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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Location : Down, Right. 

 

Pointer Type:      Horizontal : Directional, Neutral (총 2개) 

 

    

Directional                           Neutral 

 

Pointer Type: Vertical : Directional, Neutral (총 2개) 

 

                

Directional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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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험항목 개수 : 총 108개. 

 

a.  Vertical Indicators + Rotary Control (16개의 조합) 

b.  Vertical Indicators + Horizontal Control (16개의 조합) 

c.  Vertical Indicators + Vertical Control (16개의 조합) 

d.  Horizontal Indicators + Rotary Control (16개의 조합) 

e.  Horizontal Indicators + Horizontal Control (16개의 조합) 

f.  Horizontal Indicators + Vertical Control (16개의 조합) 

g.  Round Indicators + Rotary Control (4개의 조합) 

h. Round Indicators + Horizontal Control (4개의 조합) 

i. Round Indicators + Vertical Control (4개의 조합) 

 

Vertical indicators: pointer type, scale position, scale direction, control 

Location, control type의 조합 

 

a. Vertical Indicators + Rotary Control : 16개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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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ertical Indicators + Horizontal Control : 16개의 조합 

 

                   

                      

 

 

 

 

  

        

 

 

 

 



 23

c. Vertical Indicators + Vertical Control : 16개의 조합 

 

                   

                                                         

 

 

 

 

  

 

 

        

 

   

 

 

 

 

 

 

 

 

 

 



 24

Horizontal indicators: pointer type, scale position, scale direction, control 

Location, control type의 조합 

 

d. Horizontal Indicators + Rotary Control : 16개의 조합 

 

         

                                      

         

                                      
 

 
 

  

 
 

  

 
 

  

 
 

  
 

 

e. Horizontal Indicators + Horizontal Control : 16개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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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Horizontal Indicators + Vertical Control : 16개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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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indicator: scale position, control type, control location의 조합 

g. Round Indicators + Rotary Control : 4개의 조합 

 

 

 

 

  
     

 

 

h. Round Indicators + Horizontal Control : 4개의 조합 

 

 

 

 

       

 

 

i. Round Indicators + Vertical Indicator : 4개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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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a. 두 가지의 과제가 각각 실험항목에 한 개가 랜덤하게 나타난다. 

(과제종류는 아래와 같다.) 

- display의 크기를 20 에 위치시키시오 

- display의 크기를 80 에 위치시키시오 

b. 본 실험에서는 위의 두 가지 과제를 같다고 가정한다. 그 이유는 

마우스의 움직거리가 2-2.5cm 안에서 조작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c. Display-control의 조합의 실험항목은 한 개씩 랜덤하게 나타난다.  

d. 피실험자는 단지 한 번만 실험하되 모든 실험조합을 실험해야 한다.  

e.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실험이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실험을 한다.  

f. 실험시간은 20분을 실험하고 약 5분의 휴식을 가진 후에 다시 실험한다.  

 

실험절차 

 

a. 정식 실험 시작 전에 예비실험항목을 충분히 연습하여 control의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b. 모니터 상에 실험항목이 보이면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정하면 모니터의 임의의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한다.  

 

c. control을 조작하기 전에 반드시 마우스 커서를 control의 

표시위치(중앙부분에 있는 선)에 위치시킨다.  

d. 주어진 과제를 control로 수행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control표시부분을 

클릭과 동시에 좌/우(horizontal control), 위/아래(vertical control) 

또는 시계방향/반 시계방향(rotary control)으로 천천히 드래그하여 

한번에 움직인다.  

e. 한 개의 실험항목을 실험한 후에는 흰색의 텅 빈 슬라이드를 약 

10초~15초간 보여준 뒤 다음 실험항목으로 이동한다. (텅 빈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이유는 시연을 막기 위한 것인데 Brown과 

Peterson이 실험을 통하여 증명한 것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 속적인 

시연을 위한 주의가 결핍되면 어떤 정보라도 10초에서 15초 이상 

파지되지 못한다. 이것을 Brown-  Peterson 패러다임이라 부른다.) 

f. 다음 실험항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오른쪽 아래에 있는 push 버튼을 

클릭한다.  

g. 위의 b에서 e까지 실험이 끝날 때까지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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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비 

 

display-control 조작에 따른 stereotype 반응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다음과 

같다.  

a. CPU : Intel Pentium 350MHz 

b. Memory : 128MB 

c. Monitor : Samsung SyncMaster 17Glsi 17’ 

d. VGA : ATI Technologies Inc. 3D RAGE IIC AGP 

e. 화면해상도 : 1024*768(16bit) 

f. Refresh rate : 90Hz 

g. Mouse : Microsoft PS/2 호환 마우스 

 

 

3.3 동작 양립성 실험 분석 및 결과 

 

  실험에 대한 분석은 먼저, 각각 display-control 장치 조작에 대한 

stereotype의 강도를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3.3.1 동작 양립성 실험분석 

 

Vertical display와 조합된 control의 stereotype 분석  

 

과제에 따라서 각각 인자조합으로 이루어진 vertical display에 대한 각각 

control의 조작에 대한 stereotype(선택회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계수치 데이터에 대한 동질성 검증방법인 χ2(chi-

square)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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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과제에 따른 vertical display의 stereotype에 대한 검정 

display 종류 Control 종류 df(자유도) 
W 

χ (chi-square) 
P-value

Rotary 7 
80.5 

1.371 

0.206 

0.986 

Horizontal 7 
71 

7.717 

0.793 

0.358 

Vertical 

display 

Vertical 7 
79.5 

6.611 

0.246 

0.470 

   

그 결과 Round(p-value=0.986), Horizontal(p-value=0.358), Vertical 

control(p-value=0.470), 즉 과제에 따른 control의 stereotype(선택회수) 

대한  통계적 유의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각각의 과제에 따라서 control에 

대한 stereotype의 비율에 유의한 순위차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비모수적(non-parametric) 통계적 검정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Round(p-value=0.206), Horizontal(p-value=0.793), Vertical 

control(p-value=0.246) 모두 유의한 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는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제에  따라서 

vertical display에 대한 각각 control의 조작에 대하여 대한 stereotype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과제에 따른 선택회수를 모두 더하여 그 비율을 정리한 표 3.4와 그림 3.7은 

다음과 같다.  

 

표 3.4 인자가 조합된 vertical display의 항목의 stereotype  

(표 안의 값=비율(%)) 

Vertical display의 실험항목 
  control 위치 

1 2 3 4 5 6 7 8

Right 70 72 72 72 72 72 63 63
Rotary 

down 80 70 70 80 80 74 65 70

Right 63 78 83 70 70 67 74 63
Horizontal 

down 72 67 74 74 74 78 78 61

Right 80 80 61 61 61 65 85 72

Contorl의 종류 

Vertical 
down 87 76 65 67 85 74 7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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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표 3.4에 있는 stereotype(비율)을 서열을 매겨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보면 stereotype(비율)이 높은 쪽에 속하는 것은 주로 

Vertical display을 vertical control로 조작했을 stereotype이 높았다. 그 

중에서도 vertical display 항목 중에서 ‘1’ 항목이 가장 높은 

stereotype(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5 항목, 7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control에 따라 stereotype(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χ(chi-square) 검정을 하였고 stereotype(비율)에 대한 순위차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수행 하였다. 

이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Vertical display에서 control을 조작할 때 stereotype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검정한 control의 조합  df(자유도) 
W 

χ (chi-square) 
P-value 

Rotary : Horizontal 7 
68.5 

2.566 

0.500 

0.922 

Rotary : Vertical 7 
63.5 

3.627 

0.674 

0.822 

Horizontal : Vertical 7 
74.5 

5.549 

0.527 

0.593 

 

그림 3.7에서 보면 vertical control이 다른 control 보다 

stereotype(비율)이 높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3가지의 control을 함께 분석 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χ=13.155, p-

value=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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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Vertical display-control 장치 조합에 대한 stereotype 순위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ereotype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vertical display의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표 3.6은 Vertical display에서 각각 인자가 stereotype에 유의한 차가 있는 

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rotary control, horizontal control의 

조작에 있어서 vertical display의 4가지 인자 모두가 유의한 차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vertical control에서는 scale의 증가방향에 따라서 vertical display의 

각 항목별 선택회수에 유의한 통계적 차가 있었고, 각 vertical display의 항목에 

따라 stereotype의 유의한 차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즉, 다른 control에 비해서 

vertical control이 vertical display의 항목들의 scale의 증가방향에 따라서 

stereotype에 많은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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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Vertical display에서 각각 인자에 따른 stereotype의 통계적 

검정방법과 분석결과 

 

display 

종류 

control 

종류 
test variables df 

W 

χ (chi-square) 
P-value

pointer type 1 
21.5 

1.123 

0.381 

0.289 

control 위치 7 
58.5 

0.503 

0.333 

0.999 

scale의 증가방향 1 
17.5 

0.007 

1.000 

0.935 

Rotary 

scale의 위치 1 
13 

1.920 

0.189 

0.166 

pointer type 1 
20.5 

1.110 

0.561 

0.292 

control 위치 7 
65 

1.345 

0.984 

0.987 

scale의 증가방향 1 
17.5 

0.059 

1.000 

0.808 

Horizontal

scale의 위치 1 
19 

0.007 

0.885 

0.935 

pointer type 1 
17 

0.695 

0.885 

0.404 

control 위치 7 
65.5 

1.447 

0.791 

0.984 

scale의 증가방향 1 
25.5 

9.012 

0.042 

0.003 

Vertical

display 

Vertical 

scale의 위치 1 
19.5 

0.445 

0.77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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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display 및 Round display와 조합된 control의 stereotype 분석  

 

Vertical display를 분석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과제에 따라서 

control의 stereotype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χ(chi-square)와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고 그 다음으로 Horizontal display와 Round 

display에 가장 강한 stereotype을 찾아내고 그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한다.  

  먼저 과제에 따른 Horizontal display와 Round display의 stereotype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지를 검정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7, 표 3.8과 

같다.  

 

표 3.7 과제에 따른 Horizontal display의 stereotype에 대한 검정 

display 종류 Control의 종류 df(자유도) 
W 

χ (chi-square) 
P-value 

Rotary 7 
67 

7.743 

0.958 

0.356 

Horizontal 7 
68.5 

8.033 

1.000 

0.330 

Horizontal 

display 

Vertical 7 
61 

2.220 

0.492 

0.947 

 

표 3.8 과제에 따른 Round display의 stereotype에 대한 검정 

display 종류 Control의 종류 df(자유도) 
W 

χ (chi-square) 
P-value 

Rotary 1 
7 

1.159 

0.245 

0.282 

Horizontal 1 
6 

0.038 

0.699 

0.844 

Round 

display 

Vertical 1 
5 

2.402 

1.000 

0.121 

   

과제에 따라서 각각 인자조합으로 이루어진 vertical display에 대한 각각 

control의 조작에 대한 stereotype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계수치 데이터에 대한 동질성 검증방법인 χ(chi-square)와 



 34

Mann-Whitney 검정을 한 결과 각각의 control의 stereotype(선택회수와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vertical display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orizontal display와 Round display에 

대한 각각 control의 조작에 대하여 stereotype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8).  

 

표 3.9 인자가 조합된 Horizontal display의 항목의 stereotype 

(표 안의 값=비율(%)) 

Horizontal display의 실험항목 
  control 위치

1 2 3 4 5 6 7 8 

Right 52 59 83 87 83 57 83 52
Rotary 

down 59 61 83 83 87 61 87 65

Right 63 63 85 89 87 74 89 59
Horizontal 

down 65 59 85 87 98 72 91 59

Right 61 54 65 72 59 59 59 72

Contorl의 종류 

Vertical 
down 59 54 63 67 67 67 5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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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Horizontal display-control 장치 조합에 대한 stereotype 순위 

 

그림 3.8과 그림 3.9는 표 3.9와 표 3.10에 있는 stereotype(비율)을 

서열을 매겨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보면 Horizontal displa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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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Horizontal control과 Round control의 stereotype(비율)이 그다지 크게 

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가장 높은 stereotype을 나타내는 것은 horizontal 

display의 항목 중에서 5, 7, 4순으로 horizontal control로 조작했을 때 이고 그 

다음으로는 Round control로 조작했을 때의 7, 5, 4 순 이였다. 반면에 vertical 

control은 전반적으로 Round, Horizontal control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Round display에 대해서는 앞의 결과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표 3.10 인자가 조합된 Round display의 항목의 stereotype 

(표 안의 값=비율(%)) 

Round display의 

실험항목   control의 위치 

1 2 

right 87 61 
Rotary 

down 83 63 

right 89 54 
Horizontal 

down 89 59 

right 59 63 

Contorl의 종류 

Vertical 
down 59 65 

   

Horizontal control이 Round control보다 근소한 차이지만 

stereotype(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control에 따라 각각 display의 

stereotype(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χ2(chi-square) 

검정을 하였고  stereotype(비율)에 대한 순위차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수행 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1 Round display에 대한 각각 control의 조작에 대한 stereotype 

검정한 control  df(자유도) 
W 

χ (chi-square) 
P-value 

Rotary : Horizontal 1 
55.5 

0.326 

0.203 

0.568 

Rotary : Vertical 1 
75.5 

2.466 

0.46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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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 Vertical 1 
87 

4.453 

0.051 

0.035 

그림 3.8에서 보면 Horizontal display에 대해서는 Horizontal control과 

Round control이 Vertical control 보다 stereotype(비율)이 높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표-9>. 

또한 3가지의 control을 함께 분석 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χ=9.714, p-value=0.783).  

다음으로 그림 3.9에서 보면 Round display에서는 Horizontal control과 

vertical control에 따라 stereotype(비율)이 유의한 차이(χ=4.453, p-

value=0.035)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 하지만 순위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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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Round display-control 장치 조합에 대한 stereotype 순위 

 

표 3.12는 Horizontal display에서 각각 인자가 stereotype에 유의한 차가 

있는 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Vertical control의 조작시 horizontal 

display의 4가지 인자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rotary, horizontal control는 horizontal display의 scale의 증가방향에 따라 

stereotype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rotary control은 scale의 

증가방향에 따라 horizontal display의 각 항목별 선택회수와 stereotyp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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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가 있었고, horizontal control은 horizontal display의 각 항목별 

선택회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지만, stereotype에는 유의한 차가 

있었다. 즉, vertical control보다 rotary, horizontal control이 horizontal 

display의 scale의 증가방향에 따라서 stereotype에 보다 많은 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은 Round display에서 각각 인자가 stereotype에 유의한 차가 있는 

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vertical control의 조작시 round display의 

두 가지 인자는 모두 유의한 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round display의 scale의 

증가방향에 따라 rotary, horizontal control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표 3.12 Horizontal display에서 각각 인자에 따른 stereotype의 통계적 

검정방법과 분석결과 

display 종류 control 종류 test variables df 
W 

χ (chi-square) 
P-value

pointer type 1
17 

0.106 

0.882 

0.745 

control 위치 7
58.5 

0.719 

0.335 

0.998 

scale의 증가방향 1
26 

61.059 

0.026 

0.000 

Rotary 

scale의 위치 1
15.5 

0.239 

0.552 

0.625 

pointer type 1
18 

0.395 

1.000 

0.529 

control 위치 7
65 

0.003 

0.791 

1.000 

scale의 증가방향 1
23 

9.377 

0.194 

0.002 

Horizontal 

scale의 위치 1
18 

0.079 

1.000 

0.779 

pointer type 1
18.5 

0.000 

1.000 

1.000 

control 위치 7
86 

1.464 

0.662 

0.984 

scale의 증가방향 1
21 

0.830 

0.465 

0.362 

Horizontal 

display 

Vertical 

scale의 위치 1
18.5 

0.092 

1.000 

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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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Round display에서 각각 인자에 따른 stereotype의 통계적 

검정방법과 분석결과 

display 종류 control 종류 test variables df χ (chi-square) P-value

control 위치 1 0.028 0.868 
Rotary 

scale의 증가방향 1 12.267 0.000 

control의 위치 1 0.110 0.740 
Horizontal 

scale의 증가방향 1 24.714 0.000 

control의 위치 1 0.023 0.880 

Round  

display 

Vertical 
scale의 증가방향 1 0.573 0.449 

 

Display-control 장치 조작에 대한 반응시간 분석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피실험자에 대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within-subject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display에 대해서는 피실험자를 

포함한 4인자 within-subject 실험을 실시하였다.  vertical display, horizontal 

display와 Round display의 인자수준은 '3.2 동작 양립성 실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변수는 각각 실험항목, control type, control position이며 종속변수는 

반응시간이다. within-subject 실험의 분산분석은 범용 통계분석도구인 

Minitab13™으로 분석하였다.  
 
Vertical display의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Vertical display의 전체 분산분석결과는 별첨 2에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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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vertical display의 인자조합에 대한 각각 control의 반응시간 

변화특성 

 

Vertical display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모든 인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3인자 교호작용이 존재하기(p-value=0.000) 때문에, 모든 

인자조합에서의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보인 것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인자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므로 잠시 살펴보면 vertical 

control이 다른 control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반응시간을 나타냈다. Vertical 

display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인자들에 대한 반응시간에 대하여 vertical 

control이 모두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control의 위치에 대한 반응시간은 

display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보다 우측에 위치한 control의 반응시간이 빨랐다.  

 

평균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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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Vertical display에 대한 실험항목의 평균반응시간 

 

그림 3.10에서 보듯이 평균반응시간은 vertical control이 대부분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으며 또한 반응시간이 빠른 항목들은 10가지 실험항목 중을 

보면 주로 vertical display의 오른쪽에 있는 control들이 왼쪽에 있는 

control보다 반응시간이 빠른 것들이 많았다.  

 



 40

 

 

Horizontal display의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Horizontal display의 반응시간에 대한 전체 분산분석결과는 별첨 2에 

기술하였다.  

 

그림 3.12 Horizontal display의 인자조합에 대한 각각 control의 반응시간 

변화특성 

 

Horizontal display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vertical display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이것 역시 3인자 교호작용이 

존재하기(p-value=0.000) 때문에, 모든 인자조합에서의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보인 것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개별 인자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므로 잠시 살펴보면 horizontal과 rotary control이 vertical 

control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반응시간을 나타냈다. control의 위치에 대한 

반응시간은 display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보다 우측에 위치한 control의 

반응시간이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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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Horizontal display에 대한 실험항목의 평균반응시간 

 

그림 3.12에서 보면 평균반응시간 또한 horizontal과 rotary control이 

대부분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으며 vertical control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반응시간이 빠른 순으로 상위 10가지 실험항목 중을 보면 

horizontal control에 대한 실험항목이 8개였고 나머지 두개가 rotary 

control이었다.  

 

Round display의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Round display의 반응시간에 대한 전체 분산분석결과는 별첨 2에 기술 

하였다.  

 



 42

 

그림 3.14 Round display의 인자조합에 대한 각각 control의 반응시간 변화특성 

 

Round display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vertical, horizontal과 같은 3인자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으나(p-value=0.074), 2인자 교호작용이 각각 

존재하기 (p-value=0.000, p-value=0.000, p-value=0.008) 때문에 모든 

2인자 조합에서의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보인 것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인자들에 대한 반응시간을 살펴보는 것 또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분석해 보면 각각 control의 반응시간을 분석하면 rotary와 horizontal 

control이 vertical control에 비해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하지만 control의 

위치에 대한 반응시간에서 rotary와 horizontal control 간에 반응시간의 

역전현상이 일어났는데 control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horizontal control이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지만 control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Rotary control이 

더욱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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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Round display에 대한 실험항목의 평균반응시간 

 

그림 3.14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rotary control과 horizontal control이 

vertical control에 비해서 반응시간에 대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상위 4가지 

항목을 보면 rotary control과 horizontal control이 각각 2개씩 있지만 

전반적으로 rotary control이 horizontal control 보다 반응시간이 빨랐다.  

 

3.3.2 동작 양립성 실험결과 

 

  Display-control 장치에 대하여 과제에 따라서 각각display에 대한 각각 

control의 조작에 대하여 stereotype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display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강한 

stereotype을 가지는 것과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가지는 상위 4개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Vertical display와 각각 control 조작의 stereotype과 반응시간의 분석결과  

 

Vertical display에 대하여 각각 control들에 대한 stereotype은 표 3.15에 

기술 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발견하지 못 하였지만, stereotype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도표를 만든 결과 vertical display에서는 vertical 

control(상하방향)이 비교적 높은 stereotype이 나타났다. 다음 표 3.14는 

stereotype중에서 상위 4개를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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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vertical display에서 각각 control을 조작할 때 stereotype의 상위 

4개와 구성인자들 

Control의 종류 Control의 위치 Pointer의 종류 scale의 위치 scale의 증가방향 비율

  vertical down   neutral    left    bottom-up 87%

  vertical down   directional    right    bottom-up 85%

  vertical right   directional    left    bottom-up 85%

  Horizontal right   neutral    left    top-down 83%

 

Vertical display에서는 scale의 위치가 bottom-up 방식이 top-down 

방식에 비해서 stereotype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ontrol중에서는 

vertical control이 다른 control에 비해서 전체 vertical display의 항목 중에서 

stereotype이 80% 이상을 기록한 9개 중에서 6개를 차지하였다. Vertical 

display-control 장치의 stereotype중에서 상위 4개를  표 3.15에 나타내었다.  

 

 

표 3.15 vertical display와 control의 stereotype 순위 (단, control의 위치는 

관계가 없음) 

vertical display와 control 

stereotype 87% 85% 85% 83% 

 

Vertical display에 대한 반응시간은 다른 control에 비하여 vertical 

control이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으며, 또한 control의 위치가 아래에 있을 

때 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전반적으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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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vertical display와 control의 반응시간 순위 

vertical display와 control 

 

반응시간 순위 1 2 3 4 

Horizontal display와 각각 control 조작의 stereotype과 반응시간의 분석결과  

Horizontal display는 vertical display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ontrol의 

종류에 따라 stereotype의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stereotype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horizontal display에서는 horizontal control이 다른 

control에 비해 강한 stereotype을 보였다.  
 

표 3.17 Horizontal display에서 control 조작시 stereotype의 상위 4개 

Control의 종류 Control 위치 Pointer의 종류 scale의 위치 scale의 증가방향 비율

Horizontal down directional up left-right 98%

Horizontal down directional down left-right 91%

Horizontal right directional down left-right 89%

Horizontal right neutral down left-right 89%

 

Horizontal display에서 control 조작의 stereotype은 다른 control에 

비해서 horizontal display(좌우방향)가 상대적으로 높은 stereotype이 

나타났고 scale의 증가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Horizontal display-control 장치의 

stereotype중에서 상위 4개를 표 3.18에 나타내었다.  
 

표 3.18 Horizontal display와 control의 stereotype 순위 (단, control의 

위치는 관계가 없음.) 

Display의 

종류  

Control의 

종류 
    

stereotype 98% 91% 8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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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display에 대한 반응시간은 vertical control에 비하여 

horizontal과 rotary control이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으며, 또한 control의 

위치가 아래에 있을 때 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전반적으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표 3.19 Horizontal display와 control의 반응시간 순위(단, control의 위치는 

관계가 없음.) 

Display 

의 종류  

Control 

의 종류 
    

반응시간 

순위 
1 2 3 4 

 

Round display와 각각 control 조작의 stereotype과 반응시간의 분석결과  

 

Round display에서는 vertical, horizontal display에서와 달리 horizontal 

control이 가장 강한 stereotype을 보였다. scale의 증가방향에 따라서 

stereotype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scale의 증가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stereotype이 강하게 

나타났다. Control의 반응시간을 비교해 보면 Rotary가 가장 짧은 반응시간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horizontal, vertical control 순 이였다. 또한 control의 

위치에 따라서 horizontal control을 제외하고 다른 control들은 모두 반응시간 

오른쪽에 있을 때 더 빠른 반응시간이 나타났다.  표 3.20에 display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을, 표 3.20에는 stereotype중에서 상위 4개의 그림을 

나타내었다.  

 

표 3.20 Round display에서 control 조작시 stereotype의 상위 4개 

Control의 종류 control 위치 scale의 증가방향 비율

  Horizontal right   left-right 89%

  Horizontal down   left-right 89%

  Rotary right left-right 87%

  Rotary down left-righ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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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Round display와 control의 stereotype 순위(단, control의 위치는 

관계가 없음.) 

display의 종류 

control의 종류   
  

stereotype 89% 89% 87% 83% 

 

표 3.22 Round display와 control의 반응시간 순위(단, control의 위치는 

관계가 없음.) 

display의 종류 

  

control의 종류 

 
 

 
 

반응시간 순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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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한국 운전원 체위 및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 원전 설계지침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연구이면서 처음 시도되는 연구이므로 독창성 

면에서 본 연구결과의 설계 반영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광범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현재까지 연구 수행된 스테레오타입 연구방법 등을 기초로 스테레오타입 

조사 방법론을 결정하였고 실험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스테레오 타입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요구조사, 분석, 설계에 있어서 상위과제와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실험용 디스플레이 및 제어장치를 설계함에 있어 울진 

시뮬레이터 방문과 전묵가의 자문을 통한 심층적 자료분석을 통해 연구 기반을 

충실히 하였다. 

 

한국형 원전의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을 설계함에 있어 한국인의 

스테레오타입에 맞는 설계가 가능해져서 보다 안전한 시스템 운영에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원전 운전원의 stereotype 조사 자료는 한국형 원전뿐 아니라 관련 

원전 디스플레이와 컨트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requirements의 반영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설계 변경 시 실험 결과에 대한 예측 정보를 

개괄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며 신뢰성 있는 설계에 기여한다. 또한 

작업자에 대한 성향과 직무 수행 시의 인지적인 부하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을 통해 구축된 원전 기능의 용이한 학습이 가능하며 추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인적오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원전원 stereotype 

기반의 설계와 평가시스템의 도입은 여러 성향과 서로 다른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들의 인지적 능력을 고려하여 설계하므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과 재 설계 시 발생되는 비용 또한 줄이며 적용된 연구가 기타 

관련 원전 기능의 설계 및 평가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한국인 스테레오 타입 조사 연구가 일반적인 스위치 및 버튼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다양한 디스플레이와 컨트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원전 이외에 적용되는 시스템 안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HF-010 추가 설계 지침은 별첨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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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 추가가 바람직한 지침항목들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사용자에게 전달되어 검토를 거친 후 설계지침인 HF-010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연구내용 및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인간공학 지침항목의 일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신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원전 적용에 

대비하고 설계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고유지침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보다 많은 인간공학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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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Display/Control 분류체계 

 

1. Display의 분류체계 

 

1.1 DSA : Display Static Alphanumeric 

필요한 정보를 문자와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명판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2 DSP : Display Static Pictorial 

그림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정보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DSS : Display Static Symbolic 

문자나 도형, 기호 등을 이용하여 정보내용을 도식적으로 제시하는 형태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강하다. 

 

1.4 DDA : Display Dynamic Alphanumeric  

온도, 압력, 기기의 상태 등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로 

몇 가지 제한된 양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변화치를 문자정보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예로는 각종 기계식, 전자식 Counter을 들 수 있다. 

 

정의 - 값을 discrete하게 표시하는 counter 

작동방법 - 0~9까지의 숫자가 외부변화량에 따라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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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DI : Display Dynamic Status Indicator 

단순히 상태의 변화(예:On/Off)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Label 이나 

Color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태표시가 가능하다. 

 

정의 : 현재상태를 표시하는 display 

작동방법 : 전구의 빛으로 표시 

1.6 DPR, DPB : Display Dynamic Moving Pointer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에 이용되며, scale은 고정되어 

있고, pointer가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정의 : 외부변화량을 표시하는 display 

작동방법 : pointer가 수직,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치표시 

 

1.7 DSR, DSB : Display Dynamic Moving Scale 

DDP와 같은 용도로 이용되며, pointer는 고정되어 있고, scale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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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DH : Display Dynamic Moving Hybrid 

DDP와 DDS와 같은 용도로 이용되며, pointer와 scale이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의 : 외부변화량을 표시하는 display 

작동방법 : 외부변화량에 따라 pointer와 scale이 같이 움직인다. 

 

2. Control의 분류체계 

 

2.1 CDR : Control Discrete Rotary 

조절운동이 호를 그리는 것으로 보통 3~24가지의 상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된다. 예로 구식 텔레비전 채널선택 스위치가 있다. 

 

 

정의 : discrete한 여러 상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작동방법 :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린다. 

 

 

2.2 CLH, CLV : Control Discrete Linear(discrete slide switch) 

조절운동이 평행한 방향의 선운동에 의해 조절을 하는 장치이며, 예로는 

워크맨의 Hold(on/off)을 들 수 있다. 

 

2.3 CLL : Control Discrete Linear(lever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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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D와 같은 용도이고, 예로는 자동차의 기아변속장치를 들 수 있다. 

 

2.4 CLR : Control Discrete Linear(rocker switch) 

CLD와 같은 용도이다. 

 

2.5 CLT :  Control Discrete Linear(toggle switch) 

CLD와 같은 용도이고, 예로는 엠프에 붙은 switch를 들 수 있다. 

 

정의 : 2~3개 정도의 상태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자 할 때 사용 

작동방법 : 손가락을 이용하여 위나 아래로 스위치를 조정한다. 

 

2.6 CPA : Control Discrete Push/Pull(alternative action) 

조절운동이 수직방향의 운동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말하며, 한번 누르면 On이고, 

다시 한번 누르면 Off가 되는 Button을 들 수 있다. 

 

 

            
 

2.7 CPL : Control Discrete Push/Pull(latching) 

CPA와 같은 용도로 쓰이고, CPA와 거의 같으나 On이 된 상태에서 잠그는 

기능이 있다. 

 

2.8 CPM : Control Discrete Push/Pull(momentary) 

CPA와 같은 용도로 쓰이고, 예를 들어 Push Button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On이 되는 것을 말한다. Button에 힘을 빼면 Off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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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on이 된다. 

작동방법 : 단순하게 버튼을 눌러 조종한다. 

 

2.9 CPP : Control Discrete Push/Pull(push/pull) 

CPA와 같은 용도로 쓰이고, 예를 들어 잡아 당기고 누르는 형태를 말한다. 

 

2.10 CCR : Control Continuous Rotary 

흔히 아날로그 Control이라고 불리우며, 연속적인 Dimension상에서 원하는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구의 빛의 양을 조절하는 Control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일 밝은 밝기까지 연속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정의 : 원한하는 값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작동방법 : 손가락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값을 조정 

 

2.11 CCH, CCV : Control Continuous Linear 

CCR과 같은 용도로 쓰이며, 조절운동이 평행한 방향의 선 운동에 의해 연속적 

조절을 하는 장치이다. 예로는 자동차 내부 공기의 환기, 온도, 습도조절장치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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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왼쪽의 scale을 조정하는데 사용한다. 

작동방법 : pointer로 상태를 표시 할 수 없을 경우에 이 control을 

가지고 scale을 조정하여 맟춘다. 

 

2.12 CCP : Control Continuous Push/Pull 

CCR과 같은 용도로 쓰이며, 손으로 누르거나 당기는 정도(힘이나 거리)를 

달리하여 원하는 정도의 제어를 하는 장치이다. 

 

3.3 여러 가지 display와 control이 혼합되어있는 장치들 

  

3.3.1 DDA +DDP +CPM      

 

          정의 : 여러 가지 display와 control이 혼합되어있는 장치. 

 

3.3.2 DDH +CCL +CPM 

 
 

         정의 : 여러 가지 display와 control이 혼합되어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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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DDP +DDA +CPM 

 
         정의 : 여러 가지 display와 control이 혼합되어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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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각각 display의 반응시간에 대한 분산분석표 

1. Vertical display의 반응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Source DF SS MS F P 

CT(Control type) 2 3102.143 1551.071 2179.50 0.000

CP(Control position) 1 25.929 25.929 36.43 0.000

Items(실험항목) 7 266.410 38.059 53.48 0.000

CT*CP 2 80.322 40.161 56.43 0.000

CT*Items 14 394.681 28.191 39.61 0.000

CP*Items 7 86.305 12.329 17.32 0.000

CT*CP*Items 14 497.714 35.551 49.96 0.000

Error 2303 1638.960 0.712    

Total 2399 6126.857     

2. Horizontal display의 반응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Source DF SS MS F P 

CT(Control type) 2 4639.853 2319.927 3365.43 0.000

CP(Control position) 1 89.834 89.834 130.32 0.000

Items(실험항목) 7 196.031 28.004 40.62 0.000

CT*CP 2 9.094 4.547 6.60 0.001

CT*Items 14 285.099 20.364 29.54 0.000

CP*Items 7 105.464 15.066 21.86 0.000

CT*CP*Items 14 286.741 20.482 29.71 0.000

Error   1587.551 0.689    

Total   7263.332     

3. Round display의 반응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Source DF SS MS F P 

CT(Control type) 2 1186.491 593.245 855.93 0.000

CP(Control position) 1 10.192 10.192 14.71 0.000

Items(실험항목) 1 7.857 7.857 11.34 0.001

CT*CP 2 102.544 51.272 73.97 0.000

CT*Items 2 21.291 10.646 15.36 0.000

CP*Items 1 4.983 4.983 7.19 0.008

CT*CP*Items 2 3.635 1.818 2.62 0.074

Error   373.580 0.693    

Total   17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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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HF-010에 추가될 지침항목 

 

 

7.4 Arrangement 

 

7.4.4 Proximity ☜ 

Content: display의 parameter값을 조작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control의 위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7.4.4.1 Single control, single display ☜ 

Content: 

 Single rotary control shall be located right the single round display. 

 Single horizontal control shall be located right the single round display. 

Round display 

and 

Control position
 

 

 

 

 Single vertical control shall be located below the single vertical display. 

  

Vertical display 

And 

Control position 

  

 

 Single horizontal control shall be located below the single horizontal display. 

 

Horizontal display 

And 

Control position 
 

7. Visua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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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Meters and Recorders 

 

7.5.2 Meter Scales 

 

7.5.2.5 Circular scales direction ☜ 

Content: Scale values shall increase with clockwise movement of the pointer. 

 

- 시계방향으로 scale값이 증가 

 

7.5.2.6 Vertical straight scale direction ☜ 

Content: Scale values shall increase with upward movement of the pointer. 

                 

- 아래에서 위로 scale값이 증가 

 

7.5.2.7 Vertical straight scale position ☜ 

Content: Scale position shall be located left on vertical display. 

 
- scale의 위치가 display의 왼쪽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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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 Horizontal straight scale direction ☜ 

Content: Scale values shall increase with right movement of the pointer.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scale값이 증가 

 

7.5.2.9 Horizontal straight scale position ☜ 

Content: Scale position shall be located up on horizontal display. 

 

- scale의 위치가 display의 위에 위치 

 

7.5.2.10 Numerical orientation ☜ 

Content: Individual numerals on any type of fixed scale shall be vertical. 

ADD INFO : This holds true for circular as well as linear scales. 

 

7.5.2.11 Zero – Pointer orientation ☜ 

Content: Where pointer movement is more than 360 degrees, the zero point shall be 

located at the 12 o’clock position. 

ADD INFO : Where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are displayed around a zero or null 

position, the zero or null point shall be located at the 12 o’clock position. 

 

7.5.2.12 End – Point indication on Partial – Revolution scales ☜ 

Content: Where the scale covers less than a full rotation of the pointer, scale end-

points shall be indicated by a break in scale. 

 

7.5.2.13 Moving-Scale meters versus Fixed-Scale Moving-Pointer types ☜ 

Content: Moving-scale fixed-pointer meters shall be avoided in favor of the more 

effective fixed-scale moving-pointer types. 

 

7.5.5 Round display ☜ 

Content: Round display에 있는 parameter의 값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horizontal 혹은 

round control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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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Vertical display ☜ 

Content: Vertical display에 있는 parameter의 값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vertical 

control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7.5.7 Horizontal display ☜ 

Content: Horizontal display에 있는 parameter의 값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horizontal 

control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7.6 Pointer type  ☜ 

Content: display의 parameter 값을 정확하게 가리키기 위하여 적절한 pointer type을 

사용해야만 한다. 

 

7.6.1 Vertical straight pointer type ☜ 

Content: Vertical straight pointer type은 방향성이 있는 pointer, 방향성이 없는 

pointer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 방향성이 있는 pointer와 방향성이 없는 pointer 

 

7.6.2 Horizontal straight pointer type ☜ 

Content: Horizontal straight pointer type은 방향성이 있는 pointer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방향성이 있는 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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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Control type 

 

8.2.4 Rotary control 

 

8.2.4.2 Direction of activation ☜ 

Content: Rotary controls turn clockwise to cause an increase in parameter value. 

추가적으로 rotary control을 clockwise로 움직였을 때 display의 움직방향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Linear scales – 위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Digital displays – 값이 증가해야 한다. 

 Strings of indicator lights –  

 Circular meter pointers – clockwise로 이동해야 한다. 

 
- Rotary control을 clockwise로 움직일 경우 

 

8.2.6 Vertical control ☜ 

 

8.2.6.1 Direction of activation ☜ 

Content: Vertical controls shall move up to cause an increase in parameter value. 

추가적으로 vertical control을 위로 움직였을 때 display의 움직방향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Linear scales – 위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Digital displays – 값이 증가해야 한다. 

 Strings of indicator lights –  

 Circular meter pointers – clockwise로 이동해야 한다. 

 ☝ 

- Vertical control을 위로 움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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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Horizontal control ☜ 

 

8.2.7.1 Direction of activation ☜ 

Content: Horizontal controls shall move to the right to cause an increase in 

parameter value. 

추가적으로 horizontal control을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display의 움직방향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Linear scales – 위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Digital displays – 값이 증가해야 한다. 

 Strings of indicator lights –  

 Circular meter pointers – clockwise로 이동해야 한다. 

 

☞  

- horizontal control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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