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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목

인간-기계 계통 평가기술 개발

11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대규모 복합 시스댐은 인간시스템파 기술시스템간의 연계 (HMI)가 시스템의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올 미치는 많
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시스탬올

구성하는 기계 자체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HMI가
시스댐의 운영에 관련뭔 인간의 인지적 • 물리척 측면에서 적절해야 한다. 인간
의 특성올 반영하여 만들어진 f표n는 시스댐의 성과를 높이고 인간에게는 편안

함을 제공하여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준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을 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HMI

HMI

평가 방

명가를 지원하는 평가 지원 시스댐올 개발

하기 위한 방안올 도출하는 것이다.

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평가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인간의 특성에 대

한 인지파학의 기본 이론들올 수집하고 인간의 인지적 특성올 정리하였다. 또
한 일반적인

HMI

평가 기술의 동향올 파악하고 훤자력 발전소의 HMI를 평가

한 기존 연구들올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평
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안올 정립하고 설중적으로 검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HMI

명가를 위한 실중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

4

HMI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지 과학의 이론적 지식올 갖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

실에서는 HMI의 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전산화된 지원 시스템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중이거나 설계된 HMI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
가하도록 지원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지원시스템의 골
격을 제시하였다.

IV .

연구개발결과

원전의

HMI 평가 방법은 다양하며 각 평가 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평가 방법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 평가 목표와 평가 상황에
따라 명가 시점， 업무 유형， 평가 대상 HMI, 평가 대상 운전원， 평가 수행 비용

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미 국외에서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는 지침서들을 수집하여 국내 원전용

명가지침서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1 차 평가를 실시한 다음， 대표적인 평상

업무와 긴급업무를 선정하여 GOMS 모텔에 의한 2차 평가를 실시한다. 1, 2차
평가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확실한 개선안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안올 실

행시키고， 확실한 개선안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안한 후 실험

평가에 의한 3차 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든 명가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원전의 HMI에 대해 평가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명가 인력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 파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랩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가자가 지침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침항목들을 모두 암

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평가 경험이 많은 평가자가 아니면 평가 절차도 어
느 항목부터 어떤 순서로 평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

첨 명가 지원 시스탬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들은 평가 지침 관리기， 명
가 지원기， 명가 보고서 생성기를 들 수 있다.

、

,
‘

GOMS

명가를 위해서는 평가자가 명가 대상 과업을 선정하고 파업에

분석올 통해

대한

GOMS 모델을 구축해야 하므로 대상 과업에 대한 GOMS 모델의

구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모델 구축 지원기가 필요하다. 또한

GOMS 모델

로부터 정성적， 정량적 평가의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분석 지원기가 필
요하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고서 생

성기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실험 평가를 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실험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실험

계획을 지원하는 기능， 실험과정에서

생성되는 각 종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험 자료 분석기능， 실험 분석 결파를 기초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
지원기능，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보고서 생성기능 둥이 필요
하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운전원들의 인지적 부
담을 줄이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HMI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좀 더 현실성있는
원전 제어실의 운영과 관련된 인지 모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평가 연구들은 운전원 개인의

인지

현상을 중접적으로 고려

하여 HMI를 평가하였으나， 운전원 개인의 인지 현상을 물론 포함하여 운전원 그룹

의 인지 현상올 고려하여 HMI를 명가하는 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운전원 그룹의 인지 현상을 고려하여

HMI

평가를 개발하는 데 활용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운전원들의 인지적，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HMI

갖추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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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Technique for Human-Machine Interface

ß. Purposes and Necessities of the Study
In large-scale

따ld ∞mplex

systems, the interface between human sub-systems

and technical sub-systems (HMI) has a great impact on the perfonnance of the
양stems.

Especially in NPPs which directly

the highest

reli빼ility

a많cts

human lives, we have to
reli뼈ility

and safety. Not only the

machines which constitute technical subsystem, but

외so

provides comfort to humans and
까le

prote야s

and safety of the

HMI should be appropriate

on behalf of humans operating the NPP systems in tenns of
characteristics. A good HMI which reflects human

ce떠당

co.맹itive

ch없acteristics

and

physic외

consider없ely

them from mentaI and physical stress.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ly to establish an evaluation technique

for HMI in NPPs and secondly to develop an architecture of a support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the evaluation of HMI.

Iß.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In order to

e앙ablish

an evaluation technique, this

review on basic theories of
characteristics of humans.

∞gnitive

πl1S 앙udy

science

뾰l바es

and

앙udy ∞nducted

summari똥d

the

lite밟ure

∞gm디ve

also surveyed evaluation techniques of HMI in

general, and reviewed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HMI in NPPs.

on

the basis of

this sUrvey, the study established a procedure for the evaluation of HMI in NPPs

in Korea and laid a foundation for empirical

verific없ion.

-、
」

In Korea, empirica1

d따a

which can be utilized for the evaluation of HMI have

not been accumulated yet and there are not many

speciali안

who can evaluate HMI

with theoretica1 knowledge on cognitive science. In this situation, evaluators would
need a computer-based support system which can be utilized for the
HMI in NPPs.
in evaluating

π11S 앙udy

1빠n

evalu따ion

of

presents an architecture of a support system which aids

accurately and swiftly and in suggesting ideas for improvements

in NPPs currently operating or under construction.

IV. Results of the Study
까lere

are various evaluation methods which have their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Thus, we cannot apply one evaluation method for all situations. We
have to select appropriate methods by considering evaluation purpose and situation,
e. g. , time and cost, evaluation targets task types operators, etc.
There are several guidelines which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in foreign
counσies

already. We need to collect those guidelines and develop a guideline which

can be utilized in Korea and apply this guideline as the frrst step. Then, we need to
evaluate HMI by a GOMS model after selecting representative ordinruy tasks and
emergency tasks as the second step. If there are suggestions or ideas for improving
HMI for the weak points indicated at the frrst and the second step, we need to
accomodate those ideas. If not, we need to devise a few improvements and conduct
experimental test.
If we want to use all evaluation methods surveyed, many evaluators have to spend a
great deal of time and money. Thus , we need to develop a computer-based support
system which can be used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For the evaluation by guidelines,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for an evaluato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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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 all the evaluation items. In case of novice evaluators, they may not be sure
about the evaluation procedure and about the order of evaluation items. A

suppoπ

system for the evaluation by guidelines need to have functions such as Guideline
Manager, Evaluation Supporter, and Report Generator.
For the evaluation by GOMS , the evaluator need a Model Constructor which can
sUIψort

the process of selecting target tasks and constructing a model by analyzing those

tasks. Al so, a GOMS Executor is necessary for measuring evaluation items b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riteria. In addition, a Report Writer is necessary for
summarizing the result of the GOMS analysis.
For the evaluation by experimental tests, the evaluator would need a Experiment
Planner which can set up an experimental design , and a Data Analyzer which can
analyze various kinds of data collected during experiments, an Integrated Evaluator
which integrates analysis results from the Data An alyzer, and a Report Generator which
summarizes the experiment.

v.

Suggestions for Application
πlis

study suggests an application of evaluation methods systematica11y. I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atabases which can be utilized to design a better
HMI which lessen the cognitive load of control room operators and human errors.
π1Îs

study also identifies an approach to develop a more realistic cognitive model

which can be applied to control rooms in NPPs.
Most studies have evaluated HMI on the basis of an individual operator's cognitive
phenomenon. However, it would be better if we can evaluate HMI in NPPs by
considering the operator group’s cognitive characteristics as well as individual operator.
The study indicates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on a evaluation technique which

-7-

incorporates

disσibuted

improvement of

cognition. In the long run, it would contribute to the

peκormance

in NPPs by developing HMIs with consideration of

operator’s cognitive and physica1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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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인간이 도구 1) 를 사용하는 목적은 전체 시스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체 시스템의 성과는 도구의 기술적 성능에 의존하는 것은 물론 도구의 사용

편이성에 따라 좌우된다.

즉， 아무리 우수한 성능을 가진 도구라 하더라도 사

용하는 인간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성과가 저하됨은 물론 위험한 결
과를 초래할 수도 었다.

따라서

인간과 도구와의

연계 2) 가 조화를 이뤄야 한

다.
대규모

복합

시스템은

기계나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기술적

하위시스템

(technical subsystem) 과 개인들로 구성된 인간 하위시스템 (human subsystem)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시스템 3) 과 기술시스템 4) 간의

Human-Machine

인간-기계 연계

(HMI:

Interface)5) 가 시스댐의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성과가 낮아지면 출력의 저하를 가져와
경제적 손실올 발생시키고， 최악의
과 같은 엄청난 사회적

부적절성이

TMI(Three Mile

환경적 위험올 초래할 수도 있다.

철저하게 조사된 사건으로 알려져
연계의

경우

Island) 나

Chemobyl

TMI 사건은 가장

있는데， 원인중 하나로 여러 가지 인간-기계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보는 울렸지만 경보 Panel 이

당시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운전원들이 비상상

1) 본 보고서에서는 간단한 기계로부터 컴퓨터를 장착한 매우 복잡한 기계까지를 총 망라한 광
의의 개념으로 ‘도구’ 또는 ‘기술 시스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in않rface，

interaction,

상호작용 둥 여러 단어가 혼용되고 었으나 본 보고서에

서는 ‘연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 앞으로는 ‘인간 하위시스댐’올 줄여서 ‘인간’ 또는 ‘인간 시스템’으로 부른다.
4) 앞으로는 ‘기술적 하위 시스템’올 줄여서 ‘기술 시스탱’으로 부른다.
5) MMIS(빼n-Machine Interface System) 또는 HSI떠uman-System Int밟a않) 퉁 여 러 가지 용어 로
불리우기는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후로는 약자인 HMI률 사용하기로 한다.

’’
i

---‘

황이

발생한 직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시간 후에야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천명의

결국 20 억$에 상당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인명과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올 파괴한 악명 높은

또한， 수

Chernobyl 사건의

근본 원인중의 하나로 파EA는 HMI의 부적절성올 지적하고 있다.

복잡한 대규모 시스댐은 운영자인 인간에게 고도의 인지적인 작업을 요구하

므로 부적절한 HMI는 인적오류를 유발한다.
전에서 발생한 사고의

정지 사고의

65%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원

정도는 인적 오류이며，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운전

15% 정도가 인적 오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류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인간의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HMI 이다.

이러한 인적 오

인지적 · 물리적 특성올 제대로

특히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많은 대규모 복합 시스템은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시
스탬올 구성하는 기계 자체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HMI가 시스템의 운영에 관련된 인간의 인지적 · 물리적 측면에서 적절해야 한
다.

HMI는 인간과 기계의 조화를 목표로 만들어져야 하며， HMI에 대한 평가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지적 • 물리적 특성은

단기간에는 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진 HMI는 시스템의

인간의 특성올 반영하여 만들

성과를 높이고 인간에게는 편안함을 제공하여

물리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준다.

정신적，

따라서 운전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

새로이 건셜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HMI를 명가하여 인간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

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올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HMI 평가 기술올 개발하려면， 먼저 인간의 특성에 대한 인

지적인 이론들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일반적인 HMI를 평가하는 방법들을 파악
한 후 원전에서의 HMI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들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상황에 적용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의

u

HMI 평가 방안올 정

립하여 실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툴올 마련해야 한다.
를 위한 설중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HMI

아울러， HMI 명가

명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지

파학의 이론적 지식올 갖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는 HMI의 평가
사 활용할 수 있는 전산화된 지원 시스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원자력 발전소의

을 정립하는 것이고

HMI 명가 방안

둘째는 HMI 명가를 지원하는 평가 지원 시스탬올 개발하

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첫째 목표인 평가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문현 조사를 실시하여 인지
파학의 기본 이론들올 수집하고 인간의

인지적 특성올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HMI 평가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HMI를 명가한 기존 연구
들을 기반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가 방안을 정립
하고자 한다.

HMI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특정 HMI를

명가하기 위해 어떤 방법올 션태할 것인지는 명가 대상 HMI의 특성과 HMI를

사용하는 인간의 특성， 인간이 HMI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가장 적합한 방법올 선태하려면 평가하는데 드는 비용올 물

론 고려해야 하며 각 방법들에 대한 장단점과 적용상의 주의점 둥이 파악되어
야한다.

둘째 목표는 HMI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올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HMI의 평가 대상들올 나열해 보면， 정보 업력 장치와 입력

양식， 정보 표현 장치와 표현 양식， 제어 장치와 제어 방식， 의사소통 방식， 작
업장의 환경 둥올 들 수 있고 각각의 대상들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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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한 평가를 필요한 시기에 제대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가 지원 시스탬이 필요하다.

사용 중이거나 설계된 HMI를 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지원하고 개선
해야 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지원시스댐은 인지 과학의 기초 지식을
가진 명가자가 많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
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HMI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HMI를 평가하

는 이론적 기반이 되는 인간 성과 모형， 인간의 인지적 특성에 대해 셜명한 정
보처리

모형， 인간-컴퓨터

연계

연구에서 제시하는 Nonnan의 7단계 모형， 그

리고 그룹의 업무 수행에 중점을 둔 분산 인지 과정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또
한， 다른 유형의 시스템에 관한

HMI 평가 연구 또는 인간-컴퓨터 연계에 관한

연구들을 조사하여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HMI에 대한 여러 가지 명가 방법들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고， 원자력 발전소의

HMI 평가 연구에서 어떤 형가 방법을 활

용하였는지 조사하여 명가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완전의 HMI를 펑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침
서 명가，

GOMS 평가， 실험적 평가 절차를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평가

자가 각 명가 방안올 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평가 지원 시스탬의 개

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1-1> 과 같다.

- 14-

인지 이론 조사

원전

HMI의 배경이론 조사

HMI

HMI

HMI

평가 연구 조사

평가 방안 도출

명가 지원 시스템

개발 방안 제시

<그림 1-1> 연구 절차

μ

N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현황
원전

운전원의

주된

역할

및

업무

내용은

발전소

상황에

대한

감시

(Monitoring) , 상황 변화의 탐지 (Detection) ， 상황에 대한 진단 (Diagnosis) ， 진단
에 따라 시 스탬 상태 와 대 웅 방안에 대 한 명 가(Evaluation) , 대 웅 방안의 실 행
(Ac디on) 파 같은

19951.

고도의

인지적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H머lbert

and Meyer,

따라서 원전의 HMI를 펑가하기 위해 인지 파학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미국올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 국 NRC(Nu c1 ear Regulatory Commission} 에 서 는 HS I( Human-System Interfa
ce) 의 설계 검토 지칩서를 만들고 지침서에 따라 명가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올

개발하여 NUREG-0700에 포함시켰다 [NRC, 1996J.
한편， 원자력 발전소의 HMI에 관한 연구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으며 연구 결파는 이들 국가의 원전 건설과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여 러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 하는 OECD Halden Reactor Project에 서 는 10여 년

이상 HMI 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Hallbert and

Meyer, 19951.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동경

전력

둥을 중심으로 산학 협동 연구에

의하여

HMI평가 방법론적인 연구와 실질 시스템의 분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주로 HMI의 인간 공학적 측면파 인지 공학적
측면을 명가하는 방법에

미쓰비시 전기의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Wang둥， 1앉뻐1. 특히

Nakagawa 둥은 원전 HMI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기반 평가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N밟ag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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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SEAMAID 라고 불리우는

이 시스댐은 HMI의 인간 공학적인 여러 측면올 평가할 수 있는 통합 소프트훼

어로서

Petri

Net을 이용한 평가 방법이다. 그 밖에 실제 운전 시스댐올 명가한

연구로는 Kawano (1앉}6)를 틀 수

있는데， 이들은 실험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방법을 병행 사용하였다.

제

2 절 국내 현황
외국 원자력 발전소의 HMI를 명가한 연구들의 결과가 외국 회사들이 건셜

한 국내의 원전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겠지만， 한국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과 한국인의 인지적 특성올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었다.

인간의 인

지적 특성은 모든 국가 또는 민족에게 공통된 면도 있지만， 특정 국가나 민족
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도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상황은 인지과학의 지식올 가진 전문가가 많지 않으며

의

HMI

원전

명가에 관여하는 전문가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HMI에 관련

된 연구들은 대부분 운전원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인간 공학적 연구들이며

인간의 인지적 특성올 고려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HMI에 대한 개별
적인

평가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한전，

1997], 아직 평가기술의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체계적인 평가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
원자력연구소， 1995][ 한국원자력연구소， 1앉}6]. 원자력연구소의 hαflS 연구실에
서 개발 중인 인간공학 통합 실험환경(ITF: Integrated

모의할 수 있는 실험장치 (KAERI-HMS:
평가를

지원하여

주는

지원

Test

Facility) 은 HMI를

Human Machine Simulator) 와 실험적

시스템 (DAEXESS)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AEXESS는 운전원의 인지적 부담， 시선운동， 3차원적인 세부 동작， 시각 및
청각 작용 둥올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시스댐이다.

n

쩨

3 장 연구재발수햄 내용 및 결과

HMI를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스템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두 가지 목적을 들 수 있는데

첫째

목적은 셜계된

시스템의

HMI

설계 향상과 오류 방지 이다.

HMI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상된 셜계를 하는 것이다. 특정 장치의 설계안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셜계안들을 비교 평가하여 우월한 셜계안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목적은 사용자인 운전원들이
제거하는 것이다. 셜계자틀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아내어

예상대로 운전원들이

행동하는지를 사전에

점검

하고 예상을 벗어나 오류를 발생시킨 행동들을 분석하여 설계 내용올 변경하거
나， 변경할 수 없는 설계 항목에 대해서는 운전원들이

예상대로 행동할 수 있

도록 보조 도구들을 제공하는 동의 조치를 할 수 있다.

HMI의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으로서의 운전원이 작업과정에서 겪을 인
지

현상틀올 이해해야 하므로， 본 장에서는 먼저

HMI의 인지 모형을 정리하고，

HMI

인지

섬리학의

기초이론과

평가 방법론을 조사하여 분류체계를 제시

한 후， 원전의 HMI 평가 연구들을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평가 방안파 명
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올 제시한다.

제

1

절 인지 심리학의 기초 이론6)

HMI에 관한 연구의 주안점은 인간이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

6) 배경이 되는 학문들온 인간이 업무룰 수행하기 위해 도구툴 다루면서 발생하는 인지척， 물리
척 현상에 관한 심리학， 인류학， 사회화， 산업공학 둥으로 학채척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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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iscipliruuy )

성격을 띠고

도록 다루기 쉬운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도구를 만드는 기술은 산업화

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욱 발달하였으며， 도구가 대형화하고 다기능화하여 복잡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복

합 시스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복합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 요소는 바로 인간이라는
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계적인 부분의 기능이 향상

되었고， 종래에는 인간이

담당했던 많은 일들을 자동화하여

인간의

약점을 보

완하려 하였다. 하지만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 자동화 시스렘을 만들 수는 없으
며 7) 인간은 여전히 취약점으로 남아있게 된다.

자동화가 진전된 복합 시스템에서는 물리적인 업무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이마

자동화된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담당하게 되므로 인간의

된다. 특히

시스템의

복잡성이

인지적 능력이
증대할수록

매우

인간에게

요구되는 업무가 고도의 인지적 부담 (cognitive overload) 올 주게 된다. 복합 시

스템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HMI

셜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인간 작업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수행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조화

로운 HMI를 만들어야 전체 시스댐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HMI를 펑가하려면 인간의
저

HMI

인지적

특성올 반영해야 하므로 본 절에서는 먼

평가에 필요한 인지 섬리학의 기초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1. 인간 성과 모형 (Human Performance ModeD

인간이 관여하는 시스댐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인
간의 성과는 업무의 특성， 업무를 수행하는 인간의 특성， 업무 수행시 사용하는
도구의

특성，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네가지 요인들이

7) 완전 자동화 시스랩에셔 문제가 발생하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률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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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과를 결정짓게 된다 (그림

3-1

참조).

쪼현「쪼관〉
환경
<그림

3-1>

인간 성과 모형

가.업무

업무의 의미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랍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지만 여기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일올 총칭하기로 하고 ‘투입올 산출

로 변환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한다8). 각 업무는 인간에게 할당될 수도 있고 기
계에게 할당될 수도 었다9).

일반적인 업무의 특성으로는 업무의 구조성과 업무의 복잡성을 들 수 있는

데， 업무의 구조성이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업무의 복잡성이란 업무를 구성하는 투입물， 산출물， 활동의
수와 이들간의 관련 정도를 의미한다. 업무의 구조성이나 복잡성에 따라 수행
주체가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8) 때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능이나 지식으로 업무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
보다는 일 자체의 특성으로 사랍과는 중립적으로 정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9) 특정 주체(기계， 개인 또는 그룹)에 할당된 업무를 ‘과업’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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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간

성파에 가장 큰 영향올 마치는 매우 복잡한 변수이며， 개인의 수준파 그룹의
수준에서 업무 수행자로서 갖는 인간의 특성은 달라진다. 먼저 개인의 수준에
서 간략히 살펴보변 인간은 물리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올 갖는다.

물리적

특성은 도구의 사용자로서 도구를 다루는데 필요한 신체적 특성올

의미하며 원전의 제어 장치를 조작하기 위해 운전원의 손， 발이 마치는 거리와

범위， 원전의 상태를 감지하는 감각 기관의 반웅 범위， 신체 부위의 피로도 둥
을 포함한다. 물론 각 개인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차이를 포괄하는 범위를

파악하여 제어 장치의 절계에 반영해야 한다.
인지적 특성은 각 개인이 갖는 기억장치나 정보처리 방식， 지식， 경험， 동기

부여 정도， 보유기술， 소질， 적성， 태도 둥의 특성이 너무 다양하다. 특히 원전
에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여부， 업무에 임하는 태도나 동기부여 정도

둥은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특성 및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의 인간정보처리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모형에서 좀 더 상세히 살며

본다. 업무 수행자로서 운전원 그룹의 특성은 단순히 운전원 개인의 특성올 합
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특성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룹 고유의 특성이 흔재한다.

그룹의 특성으로는 그룹 규모， 운전원의 지리적 인접성， 그룹의 존속 기간， 공

식/비공식 여부， 웅집력， 운전원의 업무 분담 형태， 운전원간의 의사소통 경로
및 형태， 리더의 권위와 리더쉽 둥올 들 수 었다.

다.도구

도구는 우선 인간의 물리적 노력을 덜어주거나 도와주기 위한 기능올 가진

도구와 인간의 인지적 노력올 도와주기 위한 도구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복합 시
스댐에서는 대개 물리적 노력과 인지적 노력을 모두 도와춘다. 간단한 기능올

가진 기계부터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올 가진 컴퓨터를 장착한 기계에 이르기까

긴

지 천차 만벌이다. 도구의 특성은 도구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성능(용량， 속도，

신뢰성

둥)에 의해 결정되며， 성능의

활용정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성과에 큰 영향올 미치는 도구의 특성은 도구의 복잡도이다.

라.환경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지며， 물리적 환경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제어실의

조명， 온도， 습도， 소음정도， 컴퓨터나 도구의 위치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다. 전통적인 인간 공학에서는 인간이 안전하고 편하

면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올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적 환경은 발전소 운영 정책이나 조직 문화적 특성을 의미하며， 안전
성이나 위험성

관리 정책， 책임에

대한 정책， 동료나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

계， 보안 체계， 교육/훈련 정책 둥에 의해 특정 지울 수 있는데， 직접 간접으로

업무수행에 영향올 미친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은

이지만， 사회적 환경은 대개

HMI

설계자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항

HMI 설계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사회

적 환경요인들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마.과정

이상의 네 가지 요인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올 하는데， 요
인들 간의 조화 (fitness) ，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순서나 절차， 방법， 업무 수행시

정보처리 전략 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단위 업무를 자동화된

도구가 수행할 수도 있고 인간인 운전원이 수동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올 때，

수행 주체를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과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기록하

여 분석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두뇌의 정보처리 과정올 말로 표현하게 하여

μ

”

분석하는 구술기록 분석볍 (verbal

protocol

analysis) 이 있다.

바. 성과
성과는 인간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활동의

결과

를 의미하는데 사전에 셜정된 표준파 비교하거나 여러 사람의 성과를 상대적으
로 비교하여 평가를 한다. 성과의 측정은 척도를 기준으로 정성적 평가와 정량
적 평가로 구분할 수도 있고 평가 방식에 따라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형가로
구분할 수도 었다.

일반적으로 정량적 평가에서는 정확성， 오류율， 업무수행속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 둥을 척도로 한다. 정성적 평가에서는 인지적 부담，

만족도， 선호도， 편이성 인식도 둥이 대표적인 척도이다. 여기에서 검토한 인간
성과모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간의 개인 수준에서의 정보처리 모형 (Newell

and Simon,

2.

1972) 을 다음에 서 제 시 한다.

인 간 정 보 처 리 모형

인지파청은 인간이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D

대상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인지심리학에서

는 인지과정의 핵심을 정보처리 기능으로 본다.

인간의

정보처리

기능은 감각 기능， 인지

기능， 반웅 기능으로 분류되는데

감각기능은 감각기관에서 수행되며， 인지 기능은 주로 두뇌에서， 반웅기능은 신
체

전체에

의해 수행된다. 인간 공학에서는 이들 중 감각기능과 반웅 기능올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지 파학에서는 인지 기능올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감각 기능과 반웅 기능에 대해 아주 간단히 살펴본 후에 인지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감각기관10) 은 신체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자극11)올 포착하여 두뇌가 인식하

n
“

擬헬쩔

자극

+반웅

<그림

인간 정보 처리 모형

3-2>

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자극올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감각기관에서는

수용기 (receptor) 라는 신경세포가 자극올 포착하며 자극을 변환한 후 신경망을

통해 두뇌에 전달한다. 인간이 명균적으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비
율은 시각이

60% , 청각 20% , 촉각 15%, 미각 3% , 후각 2% 라고 한다.

반웅기관은 두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신체기관12) 을 총칭한

다. 인지기관에서 정보를 처리한 후 내린 결정에 따라 신경망올 통해 움직이려
는 신체 부위에 운동올 명령하는 정보가 전달되면 명령에 따라 반웅하게 된다.
10) 감각기관에는 시각， 청각， 촉각， 미 각， 후각과 고통감각， 온도감 근육운동감각，
평형감각 둥율 감지하는 기관이 있다.

11) 자극의 종류에는 시각이 감지하는 전자기척 자극; 청각， 촉각， 고통감각， 명형
감각， 근육운동감각이 갑지하는 기계척 자극; 용도감각이 감지하는 열 자극 미각，
후각이 감지하는 화학자극이 있다.

12) 반용기관온 자동척으로 운동하는 기관들(예: 심장)과 두뇌의 통체에 의해 훈동하는 기관들(예
률 들면 손， 발， 입， 눈동자 둥)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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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파정은 감각 기관으로부터 보내진 정보를 해독하여 반응기관에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모든 인간의 성과에 반드시 관여한다. 인지 과

정 은 다시

지 각 (perceptua1

운동 통제 (movement

mechanism) ,

control

지 능적

처 리 (intellectu a1 mech없ùsm)，

mechanism)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13) 각 단

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억장치와 정보교환을 필요로 한다 (그림

3-2

참조).

또한， 각 단계의 수행은 사용 가능한 주의용량 (attention resource)과 동기유발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각 과정은 감각기관에서

전달받은 자료들을 엮고 의미

있는 표상으로 만

들어서 의식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얼련의 과정올 의미한다. 지각과정
은 새로운 감각정보를 기존의 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와 연관시키는 작업올 수

행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경험이 쌓임에 따라 지각능력은 향상된다.
인간의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와 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

즉 기존 지식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감각기관올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각파청은 짧은 순간에는 그 중의 일부 정
보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기억된 정보와 비교하게 된다. 그런데 주의

를 기울이는 것조차도 기억된 정보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파거의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기억하고 있는 정보나 지각하려는 대상올 미리 예상했는지의 여부
가 지각에 영향올 미친다. 지각 기능 (perceptua1 skiH)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

라도 학습되어져야 하지만， 물론 비슷한 특성올 가진 대상물올 인식할 수 있는
융통성올 가지므로 인식 대상이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융통성이 있
는 만큼 착각의 오류도 범할 수 있고 개인간의 지각 기능 차이는 상당히 크다.

지능적

처리는

문제를

(decision-making) ,

해결하거나

(problem-solving) ,

추론 (inference) 올 하는데， 지능적처리의

결정올

내리거나

효과성은 지각 파

정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3) 각 단계률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항상 순차척이지는 않지만 인지활동율 이해하기 위
한 모텔로는 매우 유용하다.

검

문제는 인간이 준비된 반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올 의미하며 문제해결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출해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인간은 불안감올 갖게 되나 때로는 해결책올 찾아내려는

동기도 갖게 된다. 다른 상황에서는 문제가 도전의식이나 호기심올 자극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존의 idea를 결합하여

면 축적된 방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해결책을 찾아 내려

동일한 상황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람

은 준비된 반웅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이 적은 사람은 흔란을 느낄 수도 있다.

문제 해결은 인간이 새로운 상황에서 바른 해결책올 찾으려는 노력을 의마
하는데 비해， 의사결정은 알고 있는 대안들이 바랍직한 지를 명가하여 대안 중
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올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지적활동을 문제해결과 의

사결정 중의 하나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결정올 내리
기 위해 저장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통합할 수 있

다.

지능적 처리 단계에서 어떤 반웅올 취할 지를 결정한 후에는 명령이 운동통
제 단계에 전달된다. 운동통제 단계에서는 선택된 반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신체 부위를 통제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각， 지능적 처리， 운동통제 단계는 모두 기억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인지활동의 성과는 인간의 기억기능에 크게 의존한다.
인 간의 기 억 기 능은 감각 기 억 장치 (sensory

Short-Term Mernory

또는

register) ,

WM: Working Mernory) ,

단기 기 억 장치 (STM:
장기

기 억 장치 (LTM:

Iα19-Term Mernory) 라 불리 는 세 가지 의 기 억 장치 를 필요로 한다.
감각 기억장치는 감각기관에 존재하며，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감지한 후 자극
이 사라져도 짧은 시간동안 감각기관에 자극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감각 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인지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데， 감각
기관에 따라 정보형태와 저장 기간이 다르며 저장 기간은 약 0.07초 -5초 정도

- 26-

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이 TV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도 감각 기억장치

의 덕분이다.

감각 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 중 일부는 지각 과정올 통해 단기 기억장치에
저장되는데 단기 기억장치는 감각 기억장치보다는 오랜 시간동안 정보를 저장
하지만 역시 비교적 짧은 시간， 평균적으로 약 30초동안만 보관한다.
억장치의

용량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Chunk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은

마법의

수

단기 기
7 :t 2 개의

여기에서 Chunk 란 인간이 하나로

묶어서 다루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문자 하나가 하나의 Chunk 일 경우도 있고
단어 하나가 하나의 Chunk 일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Chunk를 구성하는

정보량이 크면 단기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정보량도 커지게 된다.

단기 기억장

치에 저장된 정보는 보관기간 동안 저절로 앓아 없어지거나 새로운 정보에 의
해 지워지게 된다.

단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일부는 장기

기간은 무제한14) 이며 저장용량도 무제한급이다.

기억장치에

저장되는데 저장

정보를 장기 기억장치에 저장

할 때 이미 저장된 정보와 쉽게 연관시킬 수 있으면 저장하기도 쉽고 기억해내
기도 쉽다. 따라서

장기 기억장치의 성능은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여 보관하느

냐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C않d，

Moran , and

Newel(1983) 은

인지

섬리학의

연구 결과들올 정리하여

MHP(Model Human Processor) 모텔올 제시하고， 도구(컴퓨터) 사용자의 행동
올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하였다. MHP의

구성은 앞에서

셜명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며， 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각 처리 장치와 기억장치들의 특정

을 정량적으로 요약하였다 (표

3- 1

참조)

인간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단기 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먼저 코드화하여 장기 기억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상당 시

14) 뇌세포가 살아 있는 동안을 의미한다.

? ’-i

〈표

3-1>

장치

인간의 정보처리 특성

평균 [최소 - 최대]

단위

230 [70 - 70이

msec
msec
msec

처

감각(안구 운동)

처 리 시 간1):

리

지각

처리시간 :

장

지능적 처리

처리시간

100 [50 - 200]
70 [25 - 171이

운동 통제

처리시간

70 [30 - 100]

msec

-1α)()]

msec

치

저 장기 간2):
시각
감각 기억

저 장용량

17 [ 7 - 17]

정보형태:

물리적 3)

저장기간 :

청각

저장용량:

저장기간4)

억

장

단기 기억

물리적
•

7 [ 5 - 226]

1 chunk: 73 [ 73 - 226]
3 chunks: 7[ 5- 34]
저 장용량5): 3 [2.5 - 4. 1]
7 [ 5정보형태 : 화상， 음향

장기 기억

저장기간:

무제한

저장용량:

무제한

정보형태:

의미적

1:

최소 단위의 처리률

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장된 정보는 쟁점 앓아서 약해진다.

1

문자

1500 [900 - 350이 msec
문자
5 [4.4 - 6.2]

정보형태:

기

치

200 [70

sec

chun
k

9]

symbol

주기로 했올 때의 주기 시간올 의미한다.

3= 자극의 물리적 형태훌 그대로 저장한다.

4: 저장기간온 저장된 청보량에 따라 달라진다.
5: 순수 저장 용량은 3[2.5-4.1] chunk 이나 장기기억장치의 도용을 받아 단기간에 기억혜낼 수 있는
용량이

7[5-9]

chunk로 확장된다.)

- 28-

간 경과 후에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코드화 -

져장 -

검색의 세 가지 중 어

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우리는 그 정보를 잊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생리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인지섬리학자들은 학습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정

보를 저장하는 단계까지는 제대로 수행되지만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검색올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올

동원하여 학습올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젤명을 토대로 인간의

정보처리상 장단점올 정리해

보면 <표

3-2> 와 같다.

<표

3-2>

인간 정보처리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지각 시각정보를 신속 처리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성

여러 원천으로부터의 정보를 종합 감소
시간， 공간에 있어 유형(따따n) 지각 (비슷한 자극 착각 둥)

능력
단기 정보 저장 신속

용량 제한

기억

다양한 오류발생

장치

(순서혼동 동)

장기 기억정보와 신규정보의 연결，

검색 속도 지체

기억 대상의 유사성， 개념， 유형 둥올

유사한 대상의 흔동

(7 :t 2 chunk)

장치 알아차립， 영구 저장
속도가 늦고 부정확

운동 활동의 미세한 조정가능

통제

계산 창조적

수치계산이 느리고 실수

능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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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HMI의 인지적 모형

2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시스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스

템의 성과는 우수한 성능올 가진 도구를 사용자인 인간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
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복합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인 운전원들이 원전의 상태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사용성이 좋은 인간-기계 연계 계통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원전의 안
전성은 물론 발전 시스템의 성과에 막대한 영향올 끼치기 때문이다.

사용자인 인간이 취약한 병목지점으로 인식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도구 설계
자가 도구의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도구를 셜계한 후에

약간의 미적 특성을

가미하여 설계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었다. 이런 도구들의 사용자
는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사용자들이 발생시킨 오
류의 영향이 단지 사용자의 시간을 빼앗는 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수준
에서 그친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류의 발생이 인간
의 생명파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철 수 있는 원전과 같은 복합 시스렘에서
는 사용성이 취약한 장치나 정보시스템들을 만들어서는 않된다.

사용자를 고려하여

사용자를 중심으로 도구를 설계한다면 훨씬

더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좋은 도구가 만들어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도구
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현상들을

이해해야 한다. 마

찬가지로， 완전 운영자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인지적 현상을 원전의

HMI

설계자가 이해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작업하기 쉬운 원전을 건설할 수

있올 것이다.
본 절에서는 도구의 사용자가 경험하는 인지적

활동들을 설명하는 여러

인

지 모형들올 검토한다. 이들 중 Norman~ 7단계 모형， 思考 모형， 그리고 분산
인지에 대해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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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구사용의 7단계 모형 (7 Stage Model: Norman, 1988)

Norman[Norman ,

1988] 에 따르면 인지 심리학적 측면에서 도구 사용자로서

의 운전원과 기술시스템 사이의 연계는 목표 셜정， 행위수행 과정의
계， 행위 평가 과정의

3

3

하위 단

하위 단계로 나누어진 7단계로 이루어진다.

“예측” “비교’

행위수행과정

섬리적 세계

l 행위평가과정

물리척 세계

<그림

3-3>

도구 사용의

7

단계 모형

(1) 목표 셜정: 주어진 과업 15) 에 따라 운전원의 머리 속에는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가 있다.

(2)
15)

의도 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본 연구에서 ‘과업’온 ‘직무’와 같은 의미률 갖는 용어로 간주한다.

,‘ --,
“

‘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를 결정한다.

(3)

행위 구체화: 의도대로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들을 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4) 행위 실행: 결정된 행위들올 실제로 실행한다.
(5) 상태의 지각: 실행된 행위는 기술시스탬의 상태를 변화시키므로 기술시
스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한다.

(6) 상태의 해석: 지각된 기술시스템 상태의 의미를 해석한다.
(7) 결과의 평가: 기술시스탬의 상태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와 의도했던 시스
댐의 상태를 비교하여 목표를 달성했는 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이 일곱 단계는 사용자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하나의 근

사 모형으로 실제적으로는 항상 7단계를 고정적으로 다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매
우 유동적으로 진행된다. 예를 틀면

사용자가 익숙해진 과업을 수행할 때는 중

간 단계들을 생략하여 건너뛰기도 한다.
사용자가 도구에

대하여 섬리적으로 기대하는 내용과 실제 도구가 갖고 있

는 물리적인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격차(g버f) 라고 부르며， 도구 사용의

7단계와 연결하여 인간과 기술시스템 사이에 실행의 격차 (gulf
평가의

격차 (gulf

of

of execution) 와

eva1uation) 가 존재한다. 인간은 적용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려 노력하므로， 좋은 연계는 기술시스템의 상태를 제시하

는 방법이 평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 기술시스댐에게 지시하는 명령
의 입력 방법이 사용자의 심리적 의도와 가까워 실행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ong (1991) 은 Rasmussen 이 분류한 도구 사용자의 세 수준의 행위， 즉 기능

기 반( skill-based) 행 위 ,

규칙 기 반(rule-based) 행 위 ,

지 식 기 반Ornowl어ge-based)

행위를 Nonnan의 7단계 모형파 통합하여 도구의 사용자가 7단계를 진행하면

μ

”

서 발생시키는 오류의 유형을 셜명하였다 (그림

지식기반

3-4

참조).

resourcebound
error

(Knowled
ge-based

(R찮l반 I [행위구체화|

꽤꽤 |聽t::lkp)

-----면현~--~--土 -------------------f---~=~~“._，
낌값7-반 l 훗二행
강--zt> 1 실수 (slip)
심리적 세계

basecl}

물리적 세계

<그림

지식기반 수준에서

3-4>

HMI의 인지 오류

운전원의

인지적

(Jong, 1991)

행위는 새로운 상황올 접했올 때

대표

적으로 수행된다.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의식적인 분석 파정올 거쳐 수행해야
할 행위틀을 실 시간으로 계획하게 된다. 이 수준에서의 오류는 주로 단기 기

억장치의 과부하 {overload} 와 같은 인지적 자원의 제한이나 불완전하고 부정확
한 지식에 기언한다.
규칙기반 수준에서의

행위는 익숙한 파업올 수행할 때 머리속에서

기억해

낸 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이 수준에서의 오류는 상황올 잘못 인식함으로써 툴

”n

련 규칙올 적용하거나 규칙올 부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오류를 과실 (mis없ke) 이라 부르는데，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행한 행위의
결파로 발생한 오류이다.

기능기반 수준에서의 행위는 과거에 빈번하게 수행한 경험에 의해 지각에서
반웅까지 하나의 패턴으로 저장되어 있는 스키마 (schema) 에 의해 수행된다. 이

수준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힘 조절의 실패나 시공간상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다.
이러한 오류를 실수 (slip) 라 부르며 의도 자체는 오류가 아니나 행위를 실행

하는 단계에서 예정한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이다. 즉， 의
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파로 발생한 오류로서 행위를 실행하는 동안 우연히 부
주의나 착각 둥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2.

思考 모형

(Menta1 ModeI)

인간은 경험하는 사건， 접하는 사물， 관찰하는 현상에

대해 스스로 셜명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를 형성하려 하는데 이를 思考 모형이라 한다. 물론 도구
를 사용하면서 도구의 작동이나 가시적인 구조툴 지각하고 해석함으로써 도구
에 관한 思考 모형올 형성한다.
종종 사용자는 자기가 사용해 본 단편적인 경험과 자료에 의거하여 思考 모

형올 형성하기 때문에 틀린 思考 모형을 형성하여 가질 수 있다. 틀린 思考 모

형올 가진 사용자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의도한 결과를 열지 못하는 실
패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思考 모형의 툴린 부분올 수정하게 된다. 일상 생활

에서 사용하는 사소한 도구인 경우에는 실패로 인한 비용이나 손실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엄청난 인명
파 채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운전원들은 정확한 思考 모형올 형성
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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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n (1988) 은 思考 모형의 형성 과정을 <그림 3-5> 로 셜명하고 있다. 기

술적인 지식을 갖고 기술시스템을 설계하는 셀계자는 ‘셜계 모형’이라는 개념
모형 (conceptua1 model)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설계 모형에 따라 기술시스템이

실제로 만들어진다. 사용자는 설계자의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셜계모형올

직접 볼 수는 없으며 기술시스댐의 HMI와 각종 문서 등 기술시스템의 이미지

를 접하면서

思考 모형을 형성한다. 동일한 기술시스탬

이미지를 접하더라도

각 개인의 기존 지식에 따라 思考 모형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원자력 발전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전원은 원전의

HMI,

셜계도면， 절차서， 교육 둥을

통해 思考 모형올 형성하게 된다.

도구에

(Kieras ,

관하여

1985)

3-5>

\박3 -돼u

쇄

셜계자

<그림

짜
「 밑 -냥

《

싹
/縣
/一
ι M

기술시스템

思考 모형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도구의 내부 구조와 작동법에 대한 교육은 도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올 때 이를 감지하여 도구를 수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부
구조에 관한 지식은 도구 사용자가 일상척인 업무룰 수행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구의 사용법만 알고 내부 구조에 대해 전혀 모르면 도

ι

x

구의

활용 능력이

떨어져， 실습올 통해서

숙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도구를 사용하면 도웅이 되는 상황에서
도 도구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떤

내용올

복잡한 도구일수록 내부 구조에 관한 어

얼마나 교육시켜야 할 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Halasz와

Moran (l983) 은 계산기를 도구로 사용할 때 도구 사용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따
라 내부구조와 작동에 관한 지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Gentner

와 Gentner(l983)는 내부 구조와 작동에 관한 지식이 도구의 사용법을 추론하
는데 도움이 됨올 밝혔다.

도구의 사용자가 습득하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기능적 지식파 구
조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능적

지식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사용해야 하는 지에 관한 지식 (how
은 융통성이

위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to use)으로 형성되며， 따라서 기능적 지식

없어서 업무의 구성요소가 조금만 바뀌어도 쓸모가 없게 되기 쉽

다.
둘째， 구조적 지식은 기술시스템의 내부 구조와 작동법에 관한 지식 (how

to

work)으로 형성되며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지만 기능적 지식에 비해
습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술시스댐의 사용자는 교육， 기술시스댐에 관한 문

서나 사용경험으로부터 기술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지식올 습득하게 된다.
이 구조적 지식이 바로 사용자의 思考 모형올 이루며 기술시스댐 셜계자가
설계시 구상했던 셜계 모형과의 일치 정도에 따라 思考 모형의 정확성이 결정

된다.

사용자가 형성한 思考 모형의 정확성이 낮아지면 인지적 오류 발생률은

높아지게 된다.

3. GOMS( Goals , Operators , Methods , Selection rules}

모형

여기에서는 GOMS의 역사， 이론적인 근거， GOMS모형의 구성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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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기-_ GOMS 의 역 ^t
인지과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인간-기계 연계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에는

Woods와

Roth 에

의해

개발된

CES( Cognitive

Environment

Sirnulation) , Card 둥에 의 해 개 발된 GOMS , Tullis에 의 해 개 발된 DAP,
Checile 에 의하여 개발된

ANets

둥이 포함된다. 이중 GOMS 는 실행의 격차를

평가하는 반면， 그 밖의 모텔은 명가의 격차를 명가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GOMS는 인간의

Polson의

인지복잡도이론 (Cognitive

인지

Cornplexity

과정에

관한 중요한 이론인

Theory)[Kieras둥， 1985] 에 근

거하여 개발되었지만 그 밖의 모형은 이러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으며， 적용

문제 또한 제한되어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강한 제약 조건을 전제로 한다.

Card, Moran,

Newell 에

의하여

1983년에

최초로

소개된

GOMS 는

목표

(Goals) , 조작자(Operator) , 방법 (Method) ， 선태 규칙(Selection Rules) 을 이용하
여

인지

과정을 모형화할 수 있는 형식올 제공한다[Card 둥， 1983]. 초기의

GOMS 는 적용 시스탬이 문서 작성기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모렐 구축이 매우

어려웠다. 그 후 1985년 Kieras [Kieras둥，1985] 둥이

인지복잡도이론을 제시하

면서 GOMS 가 일반적인 HMI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스댐에서 f표n
의

성과를

유용한

수량적인

형태로

예측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NGOMSL (Natur머 GOMS L없19uage) [Kieras, 1988]올 개발하여 모형 구축에
필요한 규칙과 용어를 단순화하고， HMI 모형 구축을 용이하게 하여 GOMS가

인간-기계 연계의 인지 과정을 분석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 가능하게 하였다.

나. GOMS 의 이론적 근거

GOMS 모텔은 사용자가 주어진 기술시스탬을 이용하여 특청한 업무를 수행

ν

”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상의 지식올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표현한 것이다. 이
모텔은

MHP( The Model Human

Processor)[Ca떠 둥， 1983] 와 인지복잡도이론

(Cognitive Complexity Theory) 의 두 가지의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MHP는 인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처리 과정올 프로그

램에 의하여 제어되는 정보처리 과정으로 단순화 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
이며， 인지복잡도 이론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생성 규칙의 수가 다
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생성 규칙 수의 두 배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
는데 걸리는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으로서， 인간의 인지 파정에 걸리는
총 시간은 인지 파청의 세부적인 단계에 필요한 시간을 합한 것과 같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MHP

이론에 의하면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체의 인지적 처

리 파청은 보다 세부적인 인지 파정을 제어하는 명령문의 집합 즉 인지 프로그
랩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인지 복잡도 이론을 인지 프로그랩에 적용하여보면 인지 프로그램을 수행하
는데 걸리는 총 시간은 프로그램올 구성하는 세부적인 명령문을 수행하는데 걸
리는 시간을 합한 것과 같다. 즉， 인지 프로그램의 길이가 바로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펼요한 시간을 결정하며， 이 프로그램의 길이가 짧을 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이에 공통된 부분이 많을 수록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
다. GOMS 모형
GOMS는 시스템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를 목표(Go떠 s) ， 운전원이 해

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작자 (Operators) , 목표를 수행
하기

위한 조작자의

(Selection

조합 방법 (Method) ， 복수의

방법

대안 사이의 선태 규칙

Rules) 의 4가지를 이용하여 모텔화 한다.

목표(Go떠s)는 기술시스템올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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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롤 의미한다.

목표는

delete word, open v a1 ve

둥과 같이 동사와 목적 어 형 태로( verb-noun)

표현된다. 목표는 계충 구조를 이룬다. 상위 목표는 몇 개의 하위 목표로 구성
되며， 하위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최종 목표가 완수된다.
조작자 (Qperators)는 사용자가
있는

행위를

(verb-noun)

의미한다.

조작자도

기술시스템에
목표와

대하여

마찬가지로

표현된다. 목표는 요소 조작자와 상위

나쉰다. 요소 조작자는

직접적으로

동사와

조작자의

취할 수

목적어

형태로

두 가지

종류로

‘rotate pressure control knob' 과 같이 기술시스댐에 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위이다. 반면에 상위 조작자는 ‘diagnose fa띠t’와 같이

기술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개념적인 조작자를 의미한다. 그 밖
에 도 조작자를 외 부 조작자 (externa1 operator) 와 내 부 조작자(intern머

operator)

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 조작자는 눈으로 관찰 가능하고 기술시스템과 연계를
유발하는 조작자를 의미하며， 내부 조작자는 눈으로 관측 불가능한 사용자의
인지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셜적 조작자를 의미한다.

방법 (Methods) 은 주어진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연속된 단계를 의미한다.
방법을 구성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는 요소 조작자이지만 때로는 상위 수준 조

작자， 또는 새로운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선택 규칙 (Selection rules)은 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일 때
에， 다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준다. 선택 규칙은 대개 직관적인 규

칙으로서 단순한 구조를 갖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GOMS모텔은 계층구조를 갖는다. 방법은 새로운 하위 목표를 수립할 수 있

으며， 하위 목표는 새로운 하위 방법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다. GOMS 모델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면， GOMS 모텔에 의하여 표현된 모든 업무는 방법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GOMS모텔은 기술시스댐과의

연계를 통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주는 인지 프로그랩으로 볼 수 있다. 업무의 수행 여부는
GOMS 모델올 수작업으로 또는 모의하여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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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산 인 지

(Distributed Cognition)

분산 인지 모형은 기술시스댐과 인간 시스탱을 모두 고려하는 모형으로 앞
에서 살펴 본 개인 정보처리 모형이나

GOMS

모형과는 두 가지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3-6>

분산 인지 모형

첫째， 앞의 두 모형들은 인간시스탬의 구성요소인 개인의 두뇌에 저장된 지

식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knowledge in the

분산

인지

모형은

기술시스댐에

내포된

지식

world) 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도

구나 기술시스댐은 그 자체내에 상당한 지식이 포함되어 었다. 예를 들면， 단순
한 도구들은

도구의 모양을 보고 직관적으로 사용법올 알 수 있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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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도구가 시스탬화하면서 인간이 수행하는 파업이 변형되며 기술시스댐 껄

계 파정에서 도구에 내포된 지식의 상당 부분이 신중한 고려없이 감춰지게 된
다.

둘째， 앞의 모형들은 개인에 춧점올 맞춘 성과 모형인데， 대규모 복합 시스
템에서는 주로 그룹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의 할당파 개인간 의견 교환 측

면올 고려한다는 점이다. 그룹에게 동일한 파업이 주어졌을 때 그룹 구성원인
개인이 보유하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 개인에게 과업올 어떻게 분할하여 할당

하는냐에 따라 의견 교환 빈도나 정보량이 달라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과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HMI 셜계나 명가시에 기술시스템과 인간 시스템간의 업무 할당파
지식의 교환， 인간 시스탱내의 개인간 업무 할당과 의견 교환을 더욱 중시하게
된다.

제 3 절 HMI의 평가 방법론
HMI의

명가

방식은

<표

두

3-3>

싫앓￥tf

가지

차원에서，

즉，

HMI툴

평가하는

사

평가 방법의 분류 기준

MMIS 구현 이전

MMIS

운전원 불참

이론적 사전 평가

이론적 사후 평가

운전원 참여

실중적 사전 평가

실중적 사후 평가

구현 이후

점과 운전완의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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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로 분류되는데， 사전 평가는 원전의
HMI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현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하며， 사후

명가는 원전이 건설된 후에 실시하는 명가를 포함한다. 운전원의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는 운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는 이론적 평가와 운전원
이 참여하는 실증적 펑가로 분류된다.

1. 이론적 평가 방법
이론적

평가

방법은

직관적 (heuristic)

평가，

지첨서 (g띠deline)/점검표

(checklist) 에 의한 평가， 인지적 시연 (cognitive walkthrough) 에 의한 평가， 분
석 모텔에 의한 명가로 나누어진다.

가. 직관적 (he따istic) 평가

직관적 평가는 인지

이론의 전문가가 HMI를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좋

은 점과 나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단순히 직관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판단보다는 일반적인 평가 원칙
에 준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MI 셜계시에 따라야 할 바람직한 원칙은 곧바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HCI(인간-컴퓨터 연계) 명가를 위해 제시된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두가지

예를

Norman (1988) 이

HMI

들면，

Molich 와

제시한 7가지

Nielsen(1앉)())이

원칙이

있다.

원칙을

3-4>

Molich와 Ni잉sen(l앉)())의 9가지 원 칙

1. 대화방식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운전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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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원자력

명가에 준용할 수 있다.

<표

2.

이들

제시한

원칙과
발전소의

3. 기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4.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5.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6. 현재 상태에서 빠져 나가는 방법을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

7.

단축 명령을 제공해야 한다

8. 오류 메시지가 적절해야 한다

9.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표

3-5>

Norman (1988) 의 7가지 원 칙

1. 운전원의 지식과 도구에 저장된 지식올 모두 이용해야 한다

2.

운전원에게 할당되는 업무를 단순화해야 한다

3.

운전원의 업무를 가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4.

대웅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야 한다

5.

자연스런 제약과 인위적 제약을 활용해야 한다

6. 만일의 오류에 대비해야 한다
7. 표준화 해야 한다

Molich와 Nielsen(1앉)())는 자신들이 제시한 9가지 원칙에 따른 직관적 평가

방법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지 연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평가 방법
보다는 쉽다고 여겨져 왔던 것과는 달리 실제 적용은 상당히 어려웠음올 밝히

고

었다.

20-50%

또한， 각

평가자

개인은 HMI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중

일부인

정도만올 지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척용하려면 적어도

3-5

명의 명가자들이 독립적인 명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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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들고， 직판적이어서 실제로 사용하도록 권장

하기 쉬우며， 여러 명의 평가자들이 동원되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HMI 설계 초기에 적용하여 심각한 문제정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HMI의 문제점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며， 평

가자가 인지 이론의 지식올 갖춘 전문가이어야 하며 여러 명의 평가자를 필요
로 하고， 명가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편향된 평가 결파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둥을 들 수 있다.

나. 지침서/정검표에 의한 평가

지침서에

의한 명가는 평가자가 기존의

바람직한 HMI를 나열한 지침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항목별로

또는 점검표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 원전의

HMI가 지칭서를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올 의미한다. 지침
서나 점검표의 항목들은 직관적 평가시 활용하는 평가원칙 보다 훨씬 더 구체
적이다.

평가에

활용

Coordinator Manual

가능한

(1 991),

지침서로는

NUREG-0700(1앉)6)，

HPES

K-HPES (1 993) , Gertman (1 985) , Blackman

(1983) 둥이 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인지공학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침서를 활용한 명

가를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HMI의 특성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작은 비용으
로 명가할 수 있으며
을 들 수 있다. 물론

사후 평가는 물론 사전 평가시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

HMI

설계자가 스스로 지침서를 기준으로 자신이 설계한

HMI를 명가해 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상위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이 부족하여 너무

세부적인 항목에만 치우친 평가가 되어 심각한 문제점올 찾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Jeffries ，

Miller, Wharton , and Uyeda 1991 ],

평가 결과가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침서의 질적 수준에 의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침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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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특정 업무를 대상으로하여 HMI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를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업무를 하든지 일반척으로 인지척 특성올 고려하는 것
이 바랍직하다는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시스댐 성과의 향상올 직접 판단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직관적 명가를 실시하여 상위 수준의 종합 평가를 하
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 모댈에 의한 명가 방법올 실시하여
지침서 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 인지적 사연에 의한 평가

인지적 시연이란 운전원이 전형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올 평가 대상으로 선
택하고， 선택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전원이 어떤 순서로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를

HMI

설계자가 명시한 후에， 명가자가 운전원이 취

하리라고 예상되는 활동을 모의 (simulate) 하면서 운전원의 언지적인 여러 측면
을 평가하는 것이다 [Lewis ,

Polson, Wharton, and Rieman

1앉}()].

이 방법의 장점은 운전원이 취하리라고 예상되는 활동들올 하나씩 모의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한 제어 명령이나 부자연스러운 철차 둥올 지적할
수 있고， 운전원이 어떤 목표와 가정올 가지고 각 활동올 수행하는 지와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명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HMI

셜계자가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선안들이 곧바로 셜계에 반영될 수 있다.

단점은 운전원의 활동과 시스댐의 상태를 모의할 수 있는 시셜을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들며， 시연을 수행하는 파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 매우 지
루하고， 일반적이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첨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분석 모텔에 의한 평가 방법

분석 모델에 의한 펑가 방법은 분석할 대상인 기술시스댐의 모렐올 입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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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전원의 반웅에 관한 예측치를 출력하여 준다. 분석 모텔에 의한 명가에서
는 대상 기술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된 시스댐일 필요 없이 셜계 또는 운전 절차

의 모텔이면 된다. 따라서 분석에 필요한 벼용이 크게 절감되며， 분석 결파가
수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기술시스템이

구현되기 이전의 셜계 단계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셜계 대안 사

이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설계 또는 운전 절차상의 문제점을 구현 이전에

발견하고 수정하여줄 수 있다. 분석적 평가 방법은 실험적 펑가의 수행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가 방법
이다.
분석 모텔에 의한 평가방법의 단점은 명가자가 인지 이론의 기본 지식을 갖

추어야 하며， 분석 모벨을 활용하기 위해 상당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분석 모댈에 의한 명가는 Grammar 분석， GOMS 에 의한 분석등 여러 방법
들이 있으나 그 중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질적인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가 방
법은 GOMS 이므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GOMS 에 의한 평가는 지침서에 의한 명가와 함께 대표적인 이론적 평가 방

법 중 하나로서 특히 분석 모댈을 근거로 HMI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GOMS 는
기술시스탬 사용자의 인지적인 부담올 명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는데 여기
서 모텔은 HMI의 설계자에게 여러 가지 절계 대안의 성능을 예측하게 함으로
써 셜계 의사 결정올 지원하여 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GOMS 에 의한 명가

는 지첨서에 의한 평가와는 달리 HMI의 설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입력 받아， HMI의 운전 시간， 학습 시간， 업무 수행 절차 상의 일관성，
운전원의

인지적 부담 둥 운전원의 수행도를 설명하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분석 결파를 출력한다.

여기에서는 GOMS 분석의 특성파 한계점 둥올 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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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MS 분석 의 특성
GOMS 에 의한 분석이 갖는 특정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셜계의 정성적 평가

GOMS분석은 HMI 설계상의 품질을 명가할 수 있다. GOMS 분석이 기술시

스템의 셜계 단계에서 수행되면 여러 가지 설계 대안 사이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주며， HMI의 설계 또는 운전 절차상의 문제점을 구현 이전에 발견하고
수정하여줄 수 있다. GOMS 분석이 평가할 수 있는 셜계의 정성적 측면은 아래
와같다.

@ 셜계의 자연스러움 (natura1ness) :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조작
자 순열이 이해하기 쉬우며 배우기 쉬운가?

@ 셜계의 완전성 (completeness) - 모든 목표에 대하여 방법이 존재하는가?

@ 설계의 명확성 (cleamess) - 목표에 대하여 다수의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에 명확한 선택 규칙이 존재하는가?

@ 셜계의 일관성 (consistency) - 유사한 목표는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
되는가?

@ 셜 계 의 효율성 (efficiency) - 가장 중요하며 자주 발생 하는 목표는 상대 적
으로 쉬운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는가?

(나) 실행 시간과 학습 시간에 대한 정량적 평가
GOMS 에 의한 분석 방법은 먼저 업무 모렐을 구축하고 이 모델을 분석함으

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예측한다. GOMS는 운전 시간의

예측 뿐 아니라， 중요 목표를 수행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 조작자의 적용올
필요로 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방법의 복잡성올 분석할 수도 있다.

-47 -

Kieras 에 의하여

개발된 NGOMSL올 이용하여 실행 시간을 예측하는 방법

은 아래와 같다.

Execution Time = number of NGOMSL statements
+ Primitive
+ Ana1 yst
+

NGOMSL

* 0.1

second

operator time

defined mental operator time

System response (waiting) time

명령문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0.1초가 걸린다고 한다. 이는 하

나의 NGOMSL 명령문 실행이 일반적으로 인지 시스댐에서 하나의 생성 규칙이
수행되는 것에 대웅되며 이는 1 회의

인지-행동 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요

소 조작자의 경우， 마우스， 키보드， 스크린 둥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에 걸리는
시간은Card둥에 의하여 조사된
볼 수 있다. 그밖에

Keystroke- Level

모텔 [C하d둥， 1980] 에서 찾아

분석가가 정의하는 인지 조작자의 수행에

걸리는 시간은

분석가가 GOMS 분석을 진행하면서 결정하여야 하며， 시스댐 반용시간은 분석

대상 HMI의 조작 과정을 실사하여 결정한다.

GOMS 모텔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GOMS에서 규정한 문법적
인 형식에 의하여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GOMS 모댈은 운전원이 업무를 달성

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운전 절차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운전원이 기술
시스템을

운전하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할

절차상의

지식을

의미한다.

GOMS 모텔에서 방법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운전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운전

원이 학습하여야 할 절차적 지식의 양도 많아진다.

또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다수의 방법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지면 방법 사이의 일관

성이 증가하며 운전원의 학습 부담도 줄어든다. 따라서 GOMS 에 의한 분석은
업무 수행 시간의 예측은 물론 운전원의 학습 용이도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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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 부하의 평가

GOMS와 인지 부하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이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알려진 인지 부하의 요인에는 몇 가지가 었다.

CD

먼저 운전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목표의 숫자로

서 운전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목표 스택의 길이에 의하여

결정된

다. 목표 스택의 최고 킬이와 명균 길이가 길어질수록 운전원의

인지

부담은 커진다. 이 자료는 GOMS모렐올 모의실행하여 획득할 수 있다.

@ 다음은 운전원의 단기 기억장치에 부과되는 부하이다. 이와 관련된 자
료는 GOMS모렐 중 단기

기억장치의

저장과 조회와 관련된

forge t,

re없in， recall동의 조작자의 실행올 추적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단기 기
억장치의 기억 능력은 일반적으로 5개에서 9 개 정도의 Chunk를 포함

할 수 었다. Wickens에 따르면 [Wickens， 1992] 5개 이 하가 바람직 하다
고 한다.

@ 다음은 display , decide , read 둥파 같은 기술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내
부 조작자의 숫자이다.

GOMS 모텔에 이러한 조작자의 숫자가 많아질

수록 그리고 이러한 조작자의 실행 시간이 제한될수록， 기술시스템 사
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었다.

@ 마지막 요인은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내부 조작자의 숫자이다. HMI는
운전원의 의사 결정올 요하는 복잡하고 자동화할 수 없는 일올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운전원에게 심각한 양의 인지척 부담올 요구하므
로 이러한 내부 조작자의 숫자는 가능한 한 척을수록 좋다.

(라) 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올 제시

GOMS에 의한 분석은 대상 기술시스탬이 실제로 구현된 시스템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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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셜계 단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GOMS 에 의한 분석은 여러 가

지 셜계 대안 사이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주며， 보다 바람직한
안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새로운 껄계

대안을 제시하기

HMI 설계 대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의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가장 중요하고 자주 발생하는 목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한다.

@ 예외적인 형태를 갖는 방법이 발견되면 이는 방법상의 일관성을 저해하
므로 될 수 있으면 제거한다.

@ 선돼 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법의 수를 줄여 본다.
@ 운전원의 단기 기억장치의 부담올 될 수 있으면 줄여서 5 개 이내로 한
다.

@ 운전원의 장기 기억장치의 기억 조회 조작자 사용은 되도록 억제한다.

(2)

GOMS 의 한계 점

GOMS 에 관한 연구 문헌을 통하여 밝혀진 GOMS 의

한계점을 나열하면 아

래와 같다.

CD

GOMS 에 의한 분석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가 이미 잘 정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수행

절차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는

GOMS모델을 구축할 수 없다.

(2) GOMS 에 의한 분석은 문제 해결 이나 계획과 같은 복잡한 인지 활동은
분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복잡한 인지 활동 부분에 필요한 수치로 표

현된 시간을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GOMS모텔은 주어진 업무를 창의적인 부분과 일상적인 부분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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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어렵다.

@ 운전원이 감지해야 할 정보는 찰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HMI 화면상의
정보가 잘 표현되지 못하여 이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 인식에

필요한 시간은 GOMS모텔에 포함할 수가 없다.

<5>

GOMS모렐의 제어 흐름은 순차적인 구조를 갖으며 병렬적인 구조나 인
터럽트 둥은 다룰 수 없다.

@GOMS모델은 오류를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장

소에 대한 예측이나， 오류가 발생하였올 때 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시
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2.

실증적 평가 방법

실중적

명가는 운전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명가로 대별할 수 있다.

주관적 명가는 셜문 조사， 면담 및 집단 토의， 관찰올 통해 이루어지며， 운전
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엄밀한 실험 계획올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
올 갖고 었다. 반면， 특정 연계 방식이 성과에 마치는 영향을 확실히 알 수 없

으며 상당히 주관적인 자료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었다.
객관적 평가 방법에는 실험적 평가와 학습곡선 분석이 있다. 객관적 평가는
평가 결과를 직접

HMI

셜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다른 방법

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단점올 갖는다.

가. 셜문 조사 펑가

명가자가 셜문올

작성하여

운전원들올

대상으로 지각된 사용성 (p밍'Ceived

usability) , 즉 운전원들이 느끼는 학습 용이성， 편안함， 계기 조작의 편이성， 만
족도 둥에 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운전원틀의 주관척 판단에 대해 조사하므

되

로 설문 항목에 포함된 단어에 따라 웅답이 많은 영향올 받게 된다. 따라서 가

셜적인 내용을 질문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용 경험에 의거하여 웅답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하는 셜문 항목을 만드는 둥의 셜문지 작성에 세심
한 주의를 요한다.

일반적으로 셜문항목올 만들어 낸 후 소수의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여 셜문 항목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올 확보하고 본격적인 명가를 실시

하는 절차를 따라 수행된다.
운전원들이 직접 표출하기 어려운 의견들올 쉽게 개진할 수 있어서 비교적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운전원들이 어려움올 겪고 있는 부분이나 개선의 효과가
큰 부분 둥을 찾아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운전원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겪었던 문제점틀을 얼
마나 정확히 기억해내는지에 의존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면담 및 집단 토의

평가자가 운전원들을 개별적 또는 집단으로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운전원
들이 경험하거나 예상하는 사용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사전에 면담시 질문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면담하는 과정에서 즉홍척인 질문을 첨
가할 수도 있다.
면담시 주의 사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ailey , 1989)

-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도전적인 질문올 삼간다.
- 개방형 질문올 할 때에는 피면담자에게 웅답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
어야 하며， 풍부한 반웅올 장려하는 것은 전적으로 면담자에게 달려있다.

- 피면담자가 어떤 응답을 해야할 지 모르거나 진실이 아닌 웅답올 하고 있

선
ι

다고 의심될 때에는 면담자가 적절한 추가 질문올 던져 어색한 상황올 해
소시켜야 한다.

이

방법은 설문 조사 평가에 비해 덜 구조적이며 상당히 많은 시간파 비용

이 소모되기는 하나 운전원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폭 넓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 관찰 평가

명가자들이 운전원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예상올 벗어난 행동올 찾아내거

나 평가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펑가하거나 운전원의
작업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분석하게 된다. 관찰 평가를 수행하려면 사전
에 선중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누구를，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
은 상태에서 관찰을 한다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찰 평가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관찰 평가자의 존재가 운전원들의 행
동에

영향을 미쳐

관찰자가 없을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운전원에게 관찰의 목적과 절차를 셜명하
고 운전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관찰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찰 초기에는 피관찰자들이 관찰자를 의식하여 다소 어색하거나 평소와는 다

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었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상시의 행동으
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관찰자는 최초 일정

시간동안의

관찰 내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관찰 목적에 따라 수집하려는 자료를 기록할 수 있
는 양식을 사전에 준비하여 관찰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식은 운전원이 작업하는 실제 상황올 명가할 수 있으므로 가장 현실적
이며， 각종 HMI를 설계자의 의도대로 사용하는지를 점검하여 설계자나 평가자
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었다는 장점이 었다.

μ
n

하지만 가시적인 행위의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곁으로 드러나
는 문제점올 발견하기는 쉽지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하기는 매

우 어려운 단점이 었다.

라. 실험적 명가

앞의 제 1 절에서 살펴 본 인간 성과 모형에 의거하여 실험실에서 통제된 심
리학적 실험올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운전원들에게 모의실험장치에서 일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 과정파 성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HMI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연계 방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실험올 통해

분석하므로 분석 결과를 원전의 HMI 셜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며 실험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었다.
단 한번의 실험에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험 계획에 관한 전
문적 지식을 가진 평가자가 실험 계획을 설계하고 실시하여 정확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1) 질험 과정
실험 평가 절차를 단계별로 기술하면 다음파 같다.

질혐

계획

수렵: 인간은 서로 다른 성 (gender) ， 경험， 성격， 육체적인 능력，

지능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같은 인간이라도 인간은 학습하며， 싫증을 내
며， 외부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시로 변화한다. 이렇게 끊임 없이 변화하는

인간과 기계와의 연계를 평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세
심한 실험 계획이 펼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특정을 갖는 실험 계획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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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발되어
참가자의

있다. 예를 들면 실험 참가자내 방법 (within

숫자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며

subject

실험

method) 은

참가자간

방법

(between subject method) 은 실험 참가자내 방법이 갖는 학습 효과 (practice
effect) 를 줄일 수 있다.

질혐 참가자 션정: 실험 참가자 션정시 중요한 의사결정은 참가자의 숫자와
참가자의 질이다. 신뢰할 수 있는 실험 결파를 얻기 위하여서는 참가자 숫자는
많올수록 좋으나， 실험 비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주어진 실험 환경에서 적절한

실험 참가자 수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참가자의 질은 실제

HMI 사용자 전

체를 대표할 수 있는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 업무 션정: 대상 업무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서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선정은 해당
업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그리고 해당 업무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
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주 발생하는 일상적인 업무와 긴급상황에

대처하

는 업무는 반드시 실험 대상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명가 항목 선정: 명가 항복은 시스댐 성과의 평가에 펼요한 모든 중요한 측

면올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의 허용 오차율， 업무 수행 시간， 운전
원의 만족도 동 시스탬 평가에 꼭 필요한 측면올 형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선

정 되어야 한다.

명가 환정 첨검: 평가률 적절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실험올 수행하는 환경
이 운전원이 원전 운전시 처하게 되는 실질 상황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껄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운전 셜비가 실제 시스탬파 최대한 홉사하여야 하며，

%

그밖에 셜비의 위치， 조명， 소음， 온도 둥도 실제 운전실 상황과 비슷하도록 유
지하는 것이 좋다.

실험: 실험 계획에 따라 실험 참가자가 선정되고， 업무가 결정되고， 실험 환
경이 조성되면， 실험을 수행하면서， 이를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비디오 레

코더를 이용하여 운전원의

행동올 녹화하는 방법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있다. 이때 구술기록 기법올 이용하면
보다 명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운전원의 인지적인 부담을 측정하기 위하
여서는， 인간의 심장 박동， 혈압， 뇌파 동 생체 정보를 수접하거나， 안구의 운동
올 추적하고， 또한 손， 팔， 어깨， 고개 둥의 미세한 동작올 측정할 수도 었다.

설혐 자료 분석: 실험 자료 분석을 위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귀무 가셜， 유의
수준， 상관 분석， ANOVA분석， 다변량 해석법 둥 통계 기법올 이용한다.

명가 보고서

작생: 실험 자료 분석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명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보고서 작성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보고서는 중요
한 점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요약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어 해독이 쉽도
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 학습곡선 분석

실험적

성과 분석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운전원들이

HMI를 학습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애로를 겪는 부적절한 HMI를 발견하고 운전
원들에게 교육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찾아내기 위한 평가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실험적 성과 분석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올 들여

야 하며 사후 형가에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지만 한 번 건셜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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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수명올 고려하면 시도되어야 할 평가 방식이다. 본 절에서 살펴 본 명가
방법들의 분류와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니직

관

적

지

침

서

3-7>,

<표 3-6> 파 같다.

|

이론적 명가
인지적 검토
분석

모텔

셜문조사

주 관 적 뉴-f-| 면담 및 집단토의

l

설증적 명가|낙
객

<그림

관

3-7

적|

관 찰

연설협
| 학습콕션

명가방법들의 분류>

|

l
분석

l

|

선ι

<표

3-6-1>

평가 방법

직관적

이
론
적

인지적 검토

분석 모델

명가방법의

장단

장점

단점

적은 비용

개선책 직접 제시불가

사용하기 쉬움

인지 전문가 필요

많은 문제점 지적

다수 평가자 필요

문제점 조기 색출

편향된 평가 결파 우려

인지
지침서

이론적

비전문가 가능 세부 평가 치중

짧은 시간

심각한 문제 누락

작은 비용

지침서 질적 수준

사전，사후 명가가능
문제점 지적

시스템 성과와 격리

운전원 지식 명시

매우 지루함

개선안 설계 반영
분석비용 절감

일반적 문제점 누락

(실혐 평가 대비)
객관적 결과 제시
셜계 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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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

인지 전문가
분석 모텔 훈련
분석 시간 소요

<표

3-6-2>

설중적 명가방법의 장단점

운전원 의견 반영
공통

엄밀한 실험

불필

요

~
관
설

적

설문조사

면담/집단토의

관찰

적

적은 비용

심각한 문제만 거론

운전원 제안 수용 덜 구조적

- 구체적， 건셜적 상당한 시간 비용 소모 j
설계자 의도 확인
예측

못한

문제

발견
객
관

적

제

4

주관적 자료 검증 필요

비교적 적은 시간 운전원 기억 의존

가장 현실 반영

중

성과에의 영향 불확실

평가자 존재 영향

l

행위 수준 평가
원인 규명 불가

공통

셜계에 직접 반영 많은 시간， 비용수반

실험

성과에 영향 파악 많은 펴험자 수 필요

학습곡선분석

장기 애로 파악

교육 훈련 활용

가장 많은 시간， 비용

절 원전의 HMI 에 대한 펑가 연구

앞에서 분류한 평가 방식들을 활용하여 기존

HMI

평가 연구 결과들올 정리

하면 다음 표와 같은 데， 각 그룹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구만올 간략히 요약한
다.

1. 직관적 평가 방법
Burns 와
수준과

Vicente( 1995)는

범위를

기준으로

발전소의 각종 화면 출력
직관척인

평가를

정 보들에

실시하였다.

대 해 추상화

추상화

수준은

Rasmussen(l985) 이 제시한 다섯가지 수준， 즉， 목적， 추상적 기능， 일반적 기능，

%

물리척 기능， 물리적 형태로 구분하였고， 범위는 시스탬 전체， 하위 계통， 부품

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원전에서 추상화 수준의 예를 들면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기

‘100Mw

전

출력’이라는 목적과 관련되거나， 전기 출력올 위해 필요한 ‘열 전달’이라는

추상적 기능과 관련되거나， 열 전달을 위해 필요한 ‘열 전달 물질의 순환’이라
는 일반적 기능과 관련되거나， 열 전달 물질의 순환올 담당하는 ‘열 교환기’라

는 물리적 기능에 관련되거나， ‘열 교환기의 위치와 재질’ 같은 물리적 형태에
관한 것이다. Bums 와 Vicente(1 995) 는 각 출력 화면이 다섯 가지 추상화 수준
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를 평가하였다.

2.

지침 평가 방법

Folleso와 Volden (1992)는 ISAC-1 의 HMI가 기존 문헌 (Gilmore， 1989) 에서
제시한 연계 지첨에 따르고 있는지를 명가하였는데， 평가 결과 코딩의 일관성
이 결여되어 있고 반웅 시간이 늦다는 점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였다. 지침서
평가시의 유의 사항은 제시된 지침이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연

구된 경우에는 바로 적용해도 되지만， 완자력 발전소 이외의 다른 시스댐에 대
한 연구 결파로 제시된 지침은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었다는 점이다.

3.

모델 명가 방법

Wang , Yoshikawa와 Sheng (1앉}6) 동은 긴급 상황 발생시 운전원이 취하는
절차를 모형화할 수 있는 모델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 ModeI)파 이

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모델 (Simulation ModeD을 개발하여 운전원의 긴급 상
황 대처 절차를 명가할 수 있는 방법올 개발하였다. 이 평가는 주로 운전원의
인지 공학적 요인올 평가 대상으로 하여， 인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과 인적 오

류로 인한 시스템 오류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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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전기의 N밟agawa 둥(1않16) 은 SEAMAID라고 명명한， 원전 운전

시스댐의 인간 기계 상호 작용을 인지적인 측면에서 명가할 수 있는 통합 소프

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원전 모의실험장치， HMI 모의실험
장치， 운전원 모의실험장치의 세 개의 모의 실험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의
실행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HMI 분석기를 포함하고 있다. HMI 분

석기는 인공 지능 기술올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원전 시스댐의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오류를 규명할 수 었다.

가장

이론적

배경이

ISACS-1 (Integrated

확고한

모렐평가에

Surveillance

And

속하는

GOMS분석

Control

방법은

System- l)과

COPMA-IT(Computerized Operationa1 Manua1 version 2) 의 명 가에 사용되 었다
(Endestad, 1993).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 운전 시스댐의 평가 도구로서 GOMS를 명가

하여 보고， ISACS-1 의 프로토타입과 COPMA-IT 시스템의 셜계상의 개션점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GOMS 는 인간-기계 연계 체계의 쩔계 단계에

서 보다 좋은 성능을 갖는 시스랩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ISACS-1 프로토타업의

경우，

GOMS분석에

의하여

발견된

셜계

변경이

ISACS-1 의 예측 운전 시간을 50%정도 까지 줄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운전원

의 인지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COPMA-IT의 경우에는， 기술시스탬이 제공
하는 방법 선태의 다양성이 오히려 시스댐의 운전 용이성올 감소시킨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가. GOMS 의 적용

GOMS의 적용은 먼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GOMS가 제공하는

문법적인 형식에 의하여 표현하여 GOMS모델올 구축하고 이 모델올 분석함으
로써 HMI의 성능을 분석한다. 본 철은 여러 GOMS의 변형 중 가장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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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NGOMSL의

문법적인

내용올

살펴본

후，

NGOMSL을

GOMS분석올 실행하는 절차를 셜명하고， 마지막으로 원전 체어실의

이용하여

HMI

중

하나인 ISACS-l 에 GOMS 분석을 적용한 경우를 예시한다.

(1) NGOMSL 언 어

NGOMSL( Natural GOMS

Language) 는 GOMS 모댈 즉 인지 프로그랩을 작

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다. NGOMSL에 의하여 개발되는
GOMS모탤은 방법의 호출과 조작자의 호출로 구성되며，<동사， 목적어>형태를
갖는다.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Accomplish the go a1 to pull down the menu <descriptor>
이 호출에 의하여 수행되는 방법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Method to accomplish the go a1 to pull down the menu
<descriptor>
locate menu on screen
home to mouse
point to menu on screen
click left mouse button
Report Goal Accomplished
이

예에서 마지막 명령문인

Report Goal

Accomplished는 프로그램 제어가

방법을 호출하였던 지점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와 같은 호출 구조가 최상위 목

표로부터 최하위 요소 조작자로 재귀적이며 계충적으로 반복 되면서 GOMS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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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이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GOMS 모텔은 단순한 계충 구조를 갖기
이를 모의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랩의

작성이

때문에

용이하고 수작업에

의한

추적 또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완성된 GOMS모델을 모의실행함으로써 HMI에
대한 여러 가지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NGOMSL에서는 모댈 구축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작

자가 제공 된다. 이들 중 중요한 몇 가지 조작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기억

조작자 (memory operator) 는 인지

시스템의

단기

기억장치 (WM또는

STM) 와 장기 기억장치 (LTM) 에서 정보를 검색， 보존 또는 저장하는 조작자를
의미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Recall that <WM -object-description>
Retain that <WM-object-description>
Forget that <WM-object-description>
Retrieve-LTM that <LTM -object-description>

요소 외부 조작자 (primitive extem떠 operator) 는 운전원과 기술시스댐파
의 연계를 묘사하는 조작자로서 지각 조작자 (perceptual operator) 와 운동 조작

자(motor operator) 를 포함한다. 지각 조작자는 화면에서 문장을 읽능 행위와
같은 지각 활동과 관련된 조작자로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업력받는데 사용되는

조작자를 의미하며， 운동 조작자는 마우스 버튼올 누트는 행위와 같은· 운동 활
동파 관련된 조작자로서

기술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조작자를 의미한다. 요소

외부 조작자의 전형적인 예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Home-Hand-to <trackerball, keyboard or mouse>

- 63-

Press Key <key name>

Type-in <string of characters>
Move-cursor-to <target coordinates>
Find-cursor-is-at <return cursor coordinates>
Point to <x-y point at

sσeen>

Click button <push a mouse or trackerball button>
내 부 조작짜 (intema1

operator

포는

menta1

operator) 는 GOMS 분석 가가

조작자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

분석가가

새로이

’

정의할

도

부

스

추측하여 만들어내는 가셜적인 조작자를 의미한다. NGOMSL에서 제공되는 내
었다.

NGOMSL에서 제공되는 내부 조작자는 대게 인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
본적인

메카니즘에

operator) ,

operator) ,

조작자 (primitive

복잡한

인지

processes operator)

과정올

회피하여

상위

는
주

그리고

요소

해당되며， 이에는 흐름올 제어하는 조작자 (flow

’

of control

조작자 (high-level

operator) ,

조작자 (bypassing

complex

둥을 포함한다.

흐름올 체어하는 조작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ccomplish the go a1 of <descriptor>
이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함수 호출 명령문과 같은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제어를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게로 옮기며， 목표가 완수되면 프로그램
제어가 다시 돌아온다.

Return with

go려

accomplished

이 조작자는 목표가 완수되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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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de if <operator> then <operator> [else

<0않rator> 1

이 조작자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조작자로서 이는 선택 규칙 둥
에 사용된다.
요소 조작자와 상위 조작자는 제어 흐름과 관련이

없이 순수한 인지 활동

을 표현하는 조작자를 의미한다. 아래는 이러한 조작자의 예이다.

Locate <item on screen>
Verify <check that information is correct,
복잡한 언지 과정

회피

조작자는 문제

visu머， WM>

해결， 계획， 사용자의

이동파 같이

GOMS 로서 분석하기 힘든 인지 파정올 표현하는 조작자로서 다음파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Move <to point in the room>
MUYM <make-up-your-mind, complex decision>
NFA
(2)

<no-fuπrπth
뾰
ler-’-ana
외lysi섭
s’

with GOMS>

GOMS의 분석 절차

GOMS모델은

top-down ,

breadth-first방식으로 구축된다. 먼저 최상위 수준

의 모든 목표를 규명하고， 각각의 목표를 한 수준 아래로 확장하여 (top-down) ，

확장된 수준에 필요한 모든 하위 목표 또는 조작자를 규명 한다(breadth-first).
이 과정올 모든 목표가 요소 조작자로 교체될 때까지 반복한다. GOMS 모델의
축과 분석 절차를 셜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1.

최상위 수준의 목표와 방법을 선태한다.

- 65-

대상 기술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업무를 최상위 수준의 목표로 설
정한다. 이때 설정된 목표는 하위 목표로 전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단계 2.

단계 2. 1.

다음의 절차를 모든 목표가 요소 조작자로 교체될 때까지 반복한다.

각 목표룰 수행하기 위한 방법올 수립한다.

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할 경우 분석가는 이와 관련된 수 많
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운전원으
로부터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분석가는 운전원의

행동에 관한 가정을 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분석가의 가정

에 의하므로 틀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을 진행하는 동안이나 종료 후에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단껴12.2.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점검한다.

방법에 대한 기술을 조사하여 조작자 사용상의 일관성이 있는가를 접겸한다.
방법에 사용된 조작자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이를 다시 정의하거나， 때로
는 단순화시키고 또는 더욱 세분화시킬 수도 었다.

단계 2.3.

필요하면 하위 수준으로 진행한다.

방법에 포함된 모든 조작자가 요소 조작자로 구성되면 해당 방법에 대한 분

석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상위 조작자가 존재할 때에는
상위 조작자를 위한 새로운 방법올 제시하여 단계 2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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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분석을 완료한다.

방법에 대한 기술이 완료되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술한다.

D 사용된

요소 조작자

ii) 분석가에 의하여 정의된 조작자

iii)

가정과 호출

iv) 각 업무벌 모델

단계 4.

호출이나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분석 결과

셜계의 품질 또는 성능에 대한 분석적 결론올 도출하기 워하여 분석에 사용

된 호출이나 방법을 수립할 때 만든 가정에 대하여 점검한다.

위의 단계가 모두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분석 결파를 도출해낸
다.

i) 셜계의 정성적 평가
ii) 설행 사간， 학습 시간 과 인지적 부담에 대한 정량적 평가

iiD 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올 제시

(3)

원전 제어설의

GOMS

분석 예

GOMS는 실제 시스댐이 아닌 시스템의 운전 모탤올 근거로 분석올 한다. 원

자력 발전소 제어실을 분석할 경우， 점검표나 지첨서를 이용한 명가 방법에서
와 같이 실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험적 평가 포는 인지 시연회에서와

같이 모의 실험올 수행하여야 하는 시간파 비용도 필요하지 않다. 분석 결과는
운전 이나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같은 정량적 정보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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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법에서와 같이

평가에

주관적인 요인이

개업되는 것올 배제할 수 있다.

명가 시점에서 보면， 시스댐의 구현 이전이라도 GOMS 명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 있는 시스웹 이나 프로토타엽의 경우， 시스탬 상세 명세서만
었으면， 앞으로 구현될 시스댐의 성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원자로의
운전 시스탬을 셜계할 때에 GOMS분석올 이용하면 여러 가지 설계 대안중 성

능 면에서 최척의 대안을 선택하게 해주고 또한 모텔에 표현된 방법과 선택 규
칙을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운전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면서 방법 사이의 일관
성올 향상 시키는 우수한 성능을 갖춘 운전 시스댐의 셜계 대안을 찾는데 도움

이 된다. 이미 구현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시스댐의 운전 복잡성 또는
학습 용이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전 시스댐의 성능을 상호 비교 분

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ISACS-l 에 대한 GOMS 분석을 실시한 예를 앞에 셜명한 일반적
인 GOMS분석 절차에 맞추어 셜명한다.

단계1. ISACS-l 을 이용하는 최상위 수준의 목표와 방법을 선택한다.

ISACS-l 은 원전 제어실의 운전 파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감시 제어 시스

댐의

프로토타입이다. ISACS-l 은 여러

Support

가지

COSS (Computerized Operator

System) 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모든 정보를 요약하여 통합적으로 표현

하며 원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몇 개 안되는 모니터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보
여준다. ISACS-l 올 이용하여 운전원이 수행할 최상위 수준의

업무는 원전의

감시 제어이다. 이 최상위 업무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운전원

은 먼저 운전 활동올 요구하는 이상 상황올 탐지하여 (detect
에서

event) , ISACS-l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상황의 내용올 이해하며 (acknowledge

ISACS-l 이

추천하는

해결

절차를

확인

- 68-

평가한

후

이를

event) ,

따른다(follow

recomrnendation) .

단계 2. 목표의 세분화 과정을 모든 목표가 요소 조작자로 교체될 때까지 반

복한다.

Handle with

Call COMBI

COMBI

Call COMBI

NORS

SPMS

〈그림

DISKET

EFD

3-8> ISACS-l

DP

DD

HALO

목표의 계충

<그림 3-8> 은 목표 세분화 과정이 완료된 후의 ISACS-l 의 목표 계충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먼저 ISACS-l 에 이상 상황이 탐지되면 (detect

event) , 운전원은

이상 상황올 적절히 셜명하는 사건의 코드를 ISACS-l 의 COMBI키보드에 압
력하면，

event).

ISACS-l 은

그

다음

상황과

관련된

ISACS-l 이

자세한

추천하는

recomrne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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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해결

출력한다 (acknowledge

절차를

따른다(follow

위의

그렴에서

follow recommendation

목표의

가지는 @로 표시되어있다.

이는 해당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존재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태하여 수행하여야 할 경우로서

선택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기호

가 없는 경우는 상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위에 표시된 목표를 왼쪽에서

부터 차례대로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단계

3.

분석을 완료한 후 여러 가지 인수를 계산한다.

아래는 ISACS-1 올

GOMS

분석한 후 찾아낸 여러 가지 인수를 요약한 것이

다.

Number of NGOMSL statements
Number of Methods
Number of Goa1s
Levels in the goa1 detect event
Levels in the go떠 Acknowledge event
Levels in the goal follow recommendation
단계

4.

281

39
53
2 (2 sub-goa1 s)

4 (8 sub-goa1 s)
8 (43sub-go머s)

분석을 완료한다.

GOMS모텔 구축의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 ISACS-1 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설계 변경에 대한 제안 둥 다양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기
에서는 설계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실행 시칸의 예측 부분 만올 요약한다.

철계에 대한 정생척 분석 결과

설계의 자연스러웅 (natura1ness):

일반적으로 원전 제어실에서 발생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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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상황은 운전원에 의하여 탐지된다. 그러나 ISACS-l 의

경우는 이상 상황을

기술시스탬이 발견한다. ISACS-l 에 의한 이상 상황 발생 탐지는 운전원의 부
담을 줄이므로 다른 시스템에 비하여 보다 자연스러우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설계의 완전성<Completeness): GOMS 모텔에 따르면 모든 목표에
법이

존재함이

대하여 방

확인되었다. 따라서 ISACS-l 은 설계상으로 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설계의

경우에

명확성 (cle따ness): ISACS-l 의

대하여 선태

규칙이

경우 복수의

방법이

존재하는 모든

제공되었다. 따라서 ISACS-l은 셜계의

명확성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껄계의

일관성 (consistency) : 셜계의

일관성은 방법의 유사성에

될 수 있다. 목표의 수와 방법의 수를 비교하면

의하여 측정

방법의 수가 목표의 수보다 적

올 수록 여러 목표가 하나의 방법을 공유하게 되므로 방법 사이의 일관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목표의 수와 방법의 수 사이의 비율이 일관성올 나타내는 지표로 사
용될

수

있으며，

비옳이

1 보다

커질수록

일관성이

중가한다고

볼

수

있다.

ISACS-l 의 경우， 목표의 수는 53 개이며 방법의 수는 39이며， 비율은 1.4로서
이는 좋은 일관성 지표를 나타낸다.

질행 시간에 대한 정량척 명가

ISACS-l 의 GOMS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여러 가지 조작자 별 실행 시간올

「
l
i

’i

1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조작자

혐균 소요 시간

31.6

NGOMSL statement
Mental

~rator

140.8

Move around

66.1

Home

2.9

Track-ba11 Move

12.5

Mouse Move

1.5

Mouse/Track-ball Button press

1. 2

Keystroke

0.7

TOTAL

257.2

앞의 자료에 의하면 많은 시간이 운전원이 제어설을 이동하는데 그리고 내

부 조작자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내부 조작자의 사용파 운전

원의 이동 필요성을 줄일 수 있으면，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주관적 명가

Gertm없1，

et

aH1986) 이 수행한 주관적 평가 방식에 의한 연구는 대형 스크

린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Verle and

Marsh머1( 1987) 은 지

침서 평가와 병행하여 운전원들이 비정상 상태를 탐지하는 과정올 관찰하고 면
담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Washio와 Ki없mura(l앉}6)는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와 퍼 지 이

론을 이용하는 실험적 평가 방법올 개발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방법은 인간-기

계 연계를 용이성 (easiness) ， 복잡성 (complexity) , 우수성 (g∞dness) 둥 여러 측

η

면에서 평가하면서 인간-기계 연계의 주관적인 평가에서 간파될 수 있는 숨겨

진 요인을 탐지하고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원전 제어실에

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새로운 운전시설이

도입될 때，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셜비를 기존

의

셜비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일은

매우

Ohtsuka(l996) 는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중요하다.

Kawatano , Fujiie와

ABWR(Advanced

BWR) 타엽의

운전판과 기존의 BWR타입의 운전판을 운전원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주관
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ABWR타입의 운전판이 보다
효파적이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운전원의 아무런 저항이 없음올 밝혀내었다.

<표 3-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명가 연구들이 실험적 성파 분석 방법
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들은 다시 평가시 대상이 된 시스탬이 지원하는 파업
의 다섯 가지 유형(탐지， 진단， 평가， 실행， 피드백)에 따라 재분류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평가 방법들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기존의 원전 f표，fl평가

연구들이 여기서 제시된 분류체계의 어디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명가 방
법이 어떤 시스템의 명가에 활용되었는지 조사하였다 (표

<표

|이론적 명가

3-7>

원전

HMI

3-7

참조).

평가 연구

| 직관적 명가 IBums and Vicente (1995)
지침서 평가 IVe다e 때dM하sh때(1987)

FoUeso
모델 평가

뻐d

Volden (1992)

Meyer (1992)
Endestad and Meyer(1993)
서상문 외 (1993)
Wang,Yoshikawa and Sheng (1앉)6)
Nakagawa 둥(1앉)6)

η

실증적 평가

주관적 평가

실험적 성과
분석

학습곡선
분석

제

Geπman，

et a1(1986)
Verle and Marshal1(1987)
Folleso and Volden(1993)
Washio 없d Kitamura(1996)
Kawa때o， Fujiie and
Ohtsuka(1996)

J

Marshall (1982)
Hollnagel, et 머(1982 ， 1983, 1984)
B빼er， et a 1( 1985, 1986)
Reiersen , et al(1987)
B밟er， et a1( 1988)
Holmstrom, et al (1 989)
Nelson , et 머(1990)
Volden 뻐d Holmstrom (1 991)
Endestad, et al (1 992)
Holmstrom, et 머 (1993)

I밸

5 절 원전의 HMI 평가 방안

원전의

HMI

명가 방법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며， 각 평가 방

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명가 방법올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 평가 목표와 평가 상황에 따라 평가 시점， 업무 유형， 평가 대상

HMI,

평

가 대상 운전원， 평가 수행 비용올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채택해야 한
다. 이 절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원전의 HMI를 명가할 수 있는 방안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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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앞 절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HMI
는 발전소 운영 성과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운전원의 오
류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전원들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HMI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활용되었다.
국내 상황에서는 실증적

평가 자료의 축적이 미홉하므로 지속적인 실증 명

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실중 평가 자료가 축적되기 까지 상당기간 동안 국외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지침서 평가 방식과 GOMS 와 같은 모델 평가 방식올 활용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특정 원자력 발전소의 HMI를 평가하려면， 이미 국외에서 개발하여 활용중에
있는 지침서들올 수집하여 국내 원전용 평가지침서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1 차 펑가를 실시한 다음， 대표적인 명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선정하여 GOMS 모
델에 의한 2차 펑가를 실시한다.
한 개선안이

1,

2차 명가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확실

있는 경우에는 개선안올 실행시키고， 확실한 개선안이

없는 경우

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안한 후 실험 명가에 의한 3차 명가를 실시하는 절차
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9참조).
이미 건셜된 원전과 현재 건설중에 있는 원전들의

HMI 방식이 난립하는 국

내 실정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간의 HMI를 비교 펑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원전 건설업체에서

원전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만，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전

HMI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지

방식의 표준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예를 들면 5년) 동안 개별 원전에 대해 평가한 내용들

을 축적하여 국내 원전용

HMI

표준올 설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HMI가 다른

원전에서는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원이 습득해야 하는 절차적 지식
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전원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인지적 부

담올 안겨주게 되고， 인지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π

(운전원)

평

가

- -

3-9> HMI

-항

가

-사

평

-의

험

-nτ

1.

== ==

모델

실

<그림

-적 선-지 개-

GOMS

-항 항-사 사-

평가결과

- -

평가 방안

1 차 평가: 지침서에 의한 평가

지칭 평가는 특정 업무와는 무관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작 장치， 정보 시스
댐동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지적 특성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지를 평
가한다.

기존의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항목들에 대해 명가 대상 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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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를 평가한다.

평가 절차가 정립되고 평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가 항목들이 구성
된다변 인지 공학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사전에

기본척으로 명가에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연

기

초

학 구

과
지
언

인간성과
실증연구

(원자력발전소)

옳

평가지침
도

출

인간성과
설증연구

(타

domain:

HCI, 항공기)

명가지침
활
〈그림

3-10> 지 침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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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관한

지첨서에 의한 평가는 평가 자체에 드는 비용은 적으나 명가에 사용하는 지

침서의 질적 수준에 따라 평가 결과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좋은 지침서를 만들
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시한

HMI 평가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여 지침 항목들을 도출하게 된다.

국내 상황에서는 아직 지칩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기존 연구자들의
지침서를 종합하여 지침 항목들을 각 평가 대상별로 분류한 후 다섯가지 수준

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준은 인지 연구의 뒷받침이 확실한 지침항목으로서 실증적인 평가가
불필요한 지침항목들을지침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먼저 지침서를 작성해

야 한다. 일반적인 지침서 도출 과정은 <그림 3-10> 와 같다.
대개 세가지 과정올 거쳐 지침서에 포함할 지침 항목들을 선정하게 된다. 첫

째로는 인지 과학의 기초연구들이 밝혀낸 인간의 인지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이
론적 근거를 갖는 지침 항목들을 도출한다. 둘째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HMI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명가 연구들을 종합 정리하여 지침 항목들을 도출한다.
셋째로는 원전이외의 산업에서

의미하고， 둘째 수준은 국내 원전에서의 실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지침항목들을 의미하며， 셋째 수준은 해외 원전에

서의 실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지침항목들을 포함하며， 넷째 수준은 인지
연구의

뒷받칩은 확실하지

않으나 경험적 근거에 의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온

지침항목들올 포함하고， 다섯째 수준은 기존 연구나 관행적인 지지
없이 셜정된 지침항목들을 의미한다.

기반조차

넷째， 다섯째 수준에 속한 지침 항목들은

상당 기간이 경파하면서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거나 없어지게 된다.
각 수준의 지침 항목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위 수준의 지침

이 우선 순위를 갖게 되는데， 동일한 상황에서의 충돌인지 상황이 다른 경우인
지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한다.

평가지칩의 내용은 지침서에 의한 명가를 실시하면서 계속 보완되고 수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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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2.

2차 평가:

GOMS

모텔에 의한 분석적 평가

1 차 평가는 원전 운전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계 장치나 기술시스템
의

특성을 평가하였지만， 원전 운전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고려하여

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2차 평가에서는 운전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고려한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하는데， 업무는 크게 평상 업무와 긴급 업무로 분류될 수 있다. 평상

업무 중에서는 전형적 업무를 몇개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긴급 업무에 대해
서는

EOP 에

수록되어

있는

업무들을

대상으로

GOMS 와 같은 모벨 평가는 실험적 평가처럼

GOMS 평가를 실시한다.

많은 비용， 시간，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운전 용이성과 학습 용이성에 대한 계량적이면서 객관적인 척도
를 제시하며， 사전적 사후적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

3.

3차 평가: 실험적 명가

실험적 명가는 실제 시스템올 대상으로 모의 실험올 수행하여야 하므로 막
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모의 실험 장치와 실험계획을 수립하고 실험

올 실시하는 파정올 주관할 수 있는 전문가， 실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가와 통계 소프트훼어 둥이 확보되어야 한다.

1, 2차 명가 결과 바랍직한 HMI가 명백하지 않거나 지침간의 충돌이 명백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험에 의한 평가가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의문 사
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그때 그래 단편적인 실험올 실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
용이

들고 평가 결과의

활용성도 높지

포괄적인 실험 평가 계획올 수립하고

1,

않올 우려가 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2차 명가에서 제기된 의문사항올 포함

시킨 명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인적， 물적 자

원이 뒷받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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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HMI 명가 방법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며， 각 평가 방

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명가 방법올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 명가 목표와 평가 상황에 따라 명가 시점， 업무 유형， 평가 대상

HMI, 명

가 대상 운전원， 평가 수행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명가 방법을 채태하여야

한다. 이 절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원전의 HMI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올

제시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HMI는 발전소 운영 성과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운전원의 오류를 방지하고 안전성올 높일 수 있도록 운전원들의 인
지적 특성을 고려한 HMI를 명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활용되었다.
여러 원전 건절업체에서 만든 HMI 방식이 난립하는 국내 상황에서는 실증
적 평가 자료의 축적이 미흡하므로 지속적인 실중 평가가 설시되어야 하며， 실
증 명가 자료가 축적되기 까지 상당기간 동안 국외의 연구 결파에 근거한 지침
서 평가 방식과 GOMS 와 같은 모벨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 6 절 HMI 평가 지원 시스템 개발 방안

이 모든 평가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원전의 HMI에 대해 평가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평가 인력이 막대한 시간파 비용올 들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펼요하다.

1. 지침 평가 지완 시스템
평가자가 지침에 의한 펑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침항목들을 모두 암
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평가 경험이 많은 평가자가 아니면 명가 절차도 어
느 항목부터 어떤 순서로 펑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한， 지침 항목별로 평가 양식올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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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한 내용올 다시 분류하고 편집하여

명가 보고서 작성시에

반영해야 한

다.
지침 평가 지원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효용 가치가 있다

가. 평가자가 어떤 순서로 어떤 항목올 평가할 지 평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
록 도와 준다.

나. 각 지침 항목의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인지공학의 전문가가 아닌 명가자
인 경우에도 지침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다. 명가자료 수집 후 분석파 보고서 작성에 요구되는 시간파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라. 명가자가 바뀌더라도 명가 지첨올 일관성있게 척용할 수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마. 동일한 평가 항목에 대한 여러 원전의 평가 결과들올 취합하여 개선안올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명가 지원 시스탬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들은 평가 지첨 관리기， 평가
지원기， 평가 보고서 생성기를 들 수 었다 (그림 3-11 창조).
명가 지첨 관리기는 기존 지침서와 실험 명가 결과들로부터 지첨 항목들올

만들어 지침 DB에 저장하는 기능올 갖추어야 한다. 각 지첨 항목에 대해서는
지침의 내용은 물론 지침의 배경 자료들올 저장하여 연결시켜 평가자가 언제든
지 지침 항목의 도출 배경과 적용 방법 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앞 절에서 셜명한 지칩의 다섯가지 수준올 정하여 분류해야 한다.

명가 지원기는 지침 평가 절차와 명가 대상 항목들의 선태， 대상 항목별 평
가 내용 기입 둥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 보고서 생성기는 평가 지원기

에서 저장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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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명가보고서를 면집할 수 있는 기능올 갖추어야 한다.

각종지킬져-.，

----‘

평가지침

기

관리기

실증명가결과

평

가

지원기

MMIS

평가보고서
생성기

<그림

2. GOMS
GOMS
분석을 통해

3-11>

지침평가보고서

지침평가 지원 시스템

평가 지원 시스탬

명가를 위해서는 평가자가 평가 대상 과업을 선정하고 파업에 대한

GOMS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GOMS

모델올 구축하는 파정에서

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분해하면서 각 단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후보 방법
(Methods)들의 탐색 또는 생성， 후보 방법 의 구성 조작자 (Operators) ， 후보 방

법중 하나를 선정하는 선택 규칙 (Selection Rules) 의 결정 동을 수행해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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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GOMS

방법론에

과업에 대한

GOMS

익숙한 평가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대상

모델의 구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모델 구축 지원기가

필요하다.

또한

GOMS 모델로부터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 정성적 평

가를 위해서는 평가 항목과 각 평가 항목의 측정

방식둥을 제공하며，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모델을 구성하는 조작자들의 모수 값들을 산술적으로 집계하

는 기능을 가진 분석 지원기가 필요하다.
아울러

분석

결파를 정리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고서

가 필요하다.

GOMS

모델 구축 지원

평가대상

GOMS
모

정성적

분석지원기

명가보고서

GOMS

생성기

평가 보고서

정량적
분석기

〈그림

3-12> GOMS

명가지원 시스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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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생성기

모텔

구축

지원기는

목표의

상하위

계충적

관계를

셜정하고

표시해주는

Goal Tree 편집기， 다양한 선돼 규칙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선택 규칙 관리기，
조작자를 둥록하고 모수 값을 저장하는 조작자 관리기， 호출된 방법을 기록하
고 가정에 대한 셜명을 보관하는 가정 (assumption) 기록기로 구성된다.

분석

지원기는 자연스러움， 완전성， 명확성， 일관성， 효율성 둥올 평가하는

정성적 분석 지원기과 실행 시간， 학습 시간， 인지적 부담， 모수 값을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과업둥에

대해 분석하는 정량적 분석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보고서 생성기로 구성된다.

3.

실험 평가 지원 시스탬

실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은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MMIS

연구실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실험장치와 분석도구들을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명가를 지원하기 위한 상위 수준의 기능만을 언급하려
한다.
효율적인 실험
실험

평가를 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실험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계획올 지원하는 기능， 실험파정에서

있는 실험 자료 분석기능

생성되는 각 종 자료를 분석할 수

실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

지원기능，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보고서 생성기능 둥이 필요
한다 (그림 3-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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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표

”

상황자료

실험계획

지원기

섬협측척자료

구술기록쳤펴
주관적평가

실험자료
분석기

실험종합평가

지원기

보고서

--를 평가보고서

지원기

<그림

제

7

3-13>

실험평가 지원 시스탬

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현재 국내 원전의 HMI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었다. 하나
는 원전의 HMI에 사용된 연계 기술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 85-

하나는 해외의 여러 원전 건설업체에서 만든 연계 방식이 난립하는 국내 상황
에서는 운전원들에

대한 인지적 부담이 가중되어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그 곳의
이

HMI

쳐

성과를 향상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있다는 점이다.

HMI

예들 들면，

방식 익숙해진 운전원

방식이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면 과거의 경험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전의 HMI에 관한 표준을 설정하고 향후 건설되는 원전에서는 이 표준을 준
수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표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실증적 평가 자료의 축적이 미흡하므
로 지속적인 실증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설증 평가 자료가 축적되기까지 상

당기간 동안 국외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지침서 평가 방식과 GOMS 와 같은 모

델 명가 방식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HMI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 시스댐에 의해 HMI평가 작업의 수행을 원활히 하
고， 지원 시스템올 활용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HMI

전문가 시

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운전원 개인의

위해

업무 수행에 관한 인지적 파정을 분석하기

GOMS( Goa1s, Operators , Methods , Selection rules)

개인의

모형이

활용되었다.

업무 (task) 는 여러 요소 활동 (primitive operator) 으로 구성되는데 기존

의 GOMS 에 의한 분석 방법은 먼저 업무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예측하며， 중요 목표를 수행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
은 요소활동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방법의 복잡성을 분석하

였다. GOMS는 숙련자의 각 요소 활동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여 하나의 업무
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한다.

하지만 기존의

GOMS

모형은 개인

의 인지 파정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한 모형이나 공동 작업과 관련된 그룹 인지
과정올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즉， 원전파 같은 대규모 시스탬에서 운전원
그룹의 협동에 의해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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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과 개인간 의견 교환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운전원 그룹에 의한 업무 수행 과정에는 각 개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운전원의 업무는 동료 운전원의 업무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의 진행 상태에
있다.

또한

관찰하면서

예를 들면， 운전원 A 의 특정 하부업무 (subtask)

따라 운전원 B의

SRO(Senior Reactor
원전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Operator) 는 각 운전원의 부업무 수행 과정을

전반적인 가동 상황을 탐지하고，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려

원전 운영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원 개인의 하부 업무
간의

관계는 물론 운전원들의

업무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룹의

인지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GOMS 를 확장하여 운

전원들의

인지

과정 간의

상호 의 존성 을 포함한

DGOMS(Distributed GOMS)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DGOMS 는 구성 운전원의

개인적 인지 과정을 집합적으로 포함하면서 그룹

을 형성하는 개인 인지 과정의 상호 의존성올 표현하므로 전체적인 인지 과정
을 모형화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완전 운영 업무의 성과를 그룹 인

지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업
무 분석을 통해 그룹을 형성하는 개인의

인지적 부담 (cognitive load) 을 균형화

시키면서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 할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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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원자력 발전소의
을 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는 것이다. 1 차 년도의

HMI

HMI

평가 방안

명가를 지원하는 평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

연구 목표는 원전의

HMI 평가 기술에 대한 조사인데，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조사，

HMI 펑가 기술 동

향 파악， 평가 방식의 도출， 평가 지원 시스템 요구사항 파악이다.
본 연구의 1 차 년도 목표는 원전의

HMI

평가 기술올 개발하고 평가 지원

시스댐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는 특성에 비추어

구이었다. 지금까지의

survey

성격이 강한 연

평가 방법들을 분류한 분류체계에 맞추어 원전의 HMI

평가 연구를 모두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인 연구틀을 포함시킬 수 있었

다. 1차 년도의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향후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
움이 되었다.
원전 HMI 평가 연구의 대부분이 운전원 개인의 인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운전원의 논리적 정보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HMI를 평가하는 인지
이론적인 검토의 비중이 상당히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HMI 평가시 기본적으로 필

요한 인지적 이론들을 검토， 정리함으로써 인지적 측면올 강조하였다. 또한， 좀 더

현실 상황에 가까운 인지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항공기의 조종실에
서의

HMI

평가시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 인지 이론의 조사를 통하여 원전 제

어실에서의 HMI 평가시에도 적용가능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분산 인지 이론을 수용한 이론적 평가 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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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현재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규제 기술중의 하나로 HMI를 평가하는 기술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이
다. 단편적인

HMI

평가는 때때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가 기술이나 평가 결과가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존재하는 현 상황올 타개하기 위하여

기술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HMI

평가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에 대하여 고

HMI

찰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안올 체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운전원들의 인
지적 부담올 줄이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HMI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좀 더 현실성있는 원전 제어실의 운영과 관련
된 인지 모형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대부분

의 평가 연구들은 운전원 개인의 인지 현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f페n를 평가하
였으나， 운전원 개인의 인지 현상을 물론 포함하여 운전원 그룹의 인지 현상올 고

려하여 HMI를 평가하는 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연구는 운전원 그
룹의 인지 현상올 고려하여

HMI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었다. 장기적으로는 운전원들의 인지적， 물리적 특성올 고려한

HMI

체계를 갖추어 원전의 안전성올 높이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

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산업 조직에서 가동하는 대규모 복합 시스템에서는 그룹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올 차지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최종 결과

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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