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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목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 평가에 관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대규모 복합시스템에서

인간의

활동은 인간-기계 연계

계통의

기술적 특성

에 의존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러한 기술적 특성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
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운전원
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는 아날로그 정보로서

그 예로는 온도， 압력， 또는

유량의 설정치와 측정치를 나타내는 계기판의 눈금과 지시침 둥을 들 수 있다.
운전원들은 주제어실내에서 움직이면서 각 계기판의 측정치를 얽고 필요에 따
라 스위치나 레버를 조작하게 된다. 이에 비해， 차세대 원전에서는 각 종 계측

제어 설비가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면서 주제어실의 인간-기계 연
계 방식에서도 컴퓨터화가 진전되고 있다. 운전원은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보

면서 각종 계통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어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같은 변화는 운전원과 기계 시스램간의

연계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운전

원들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물리적 활동보다 인지적 활동의 비율올 증

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변화된 개량형 주제어실에서 운전원들이 원자력 발전소
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원전에서의
인간-기계 연계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건설

계획중인

대형표시판과
시장치에

정보들을

차세대

개량형

주제어실에서는

디지될

정보기술을

같은 다앙한 정보표시장치를 활용활 예정이다.

CRT

나타난

원전의

발전소의

주시하면서

HMI(Human-Machine

가동

업무롤

Interface) 를

상황과 하위

수행하게
통해

될

업무를

계통，

각

수행할

상태에

하지만，

경루에

한 인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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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조원들은

설비들의

것이다.

기반으로

관한

운전원이

이

다량의

새로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중에

표

못

있는 차세대 원전의

인간-기계

연계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개발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인간-기계 연계 평가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년도에
는 평가지원 시스템의 시작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111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당해

연도에는 정보표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울러

평가방안을 마련하기

첫째， 개량형 제어실에서 활용하려는 정보표시 방

안들을 수집하고자 한다. 둘째
실시하여
의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정보의 표시 체계와 방식에

대한 문헌 조사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기폰 제어실과 개량형 제어실에서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제어실에서의

연계방식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 해외의

인간-기계 연계 방식과 이에

개량형

대한 평가 방법을 조사하여 정보표

시 평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체계는 기존 제어실의 f표11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
가 있어서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 제어실에 대

한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올 검토한 후
에 개량형 제어실의 평가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었다.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체계를 평가하려면 평가자는 이론적 지식이 풍부

해야 하며 새로운 f표11 기술에 관련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인적 자원
이 회소한 국내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에 대

한 요구사항올 정 리 한다.

IV. 연구개발결과
당해 연도의 연구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량형 제어
실의 정보표시체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 인지공학
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 재어실의 운전 경험과 발전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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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개량형 제어실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의 진전， 디지럴 방식의 정보 표시 및 제
어， 운전원의

중

디지털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시스램의 도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방식 의

정 보표시

체계는

크게

시 각정 보표시 (visual information

display) , 소프트제어 {soft controD , 전산화 절차서， 경보시스램의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었으며， 각 항목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다는

점올 파악하였다.

둘째， 개량형 제어실이 종래의 제어실에 비해 발전된 디지털 정보기술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만 그에

대한 우려사항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종래의 제

어실이 가졌던 f표11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무턱대고 디지털 기술로 대체해버

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중에서

전산화 절차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원전도 있지만 아직까지

유보하는

곳도 있다. 전산화 절차서는 서류 절차서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지만，
서류 절차서가 갖지 않는 단점도 있다는 점을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어서，

국내 원전의 전산화 절차서를 평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
하였다. 따라서， 차년도의 연구에서는 평가 대상의 범위를 전산화 절차서로 설
정하였다.

셋째는

GOMS 방법론 자체가 진화하면서 정교해지고 있어서 GOMS 를 확장

한 DGOMS 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점과 f페11 평가 대상에 따라 DGOMS 를 적
용하고 DGOMS 로 평가할 수 없는 특성에 대한 평가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이다.

DGOMS 평가 기법은 그룹이 기술시스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적 지식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DGOMS 는 운전원의
개인적

인지 과정을 포함하면서 그룹을 형성하는 개인 인지 과정의 상호 의존

성을 표현하여 그룹 전체의 인지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DGOMS 는 그룹을 형성
하는 개인의 인지적 부담 (cog띠디ve load) 이 균형화 되었는지， 인간 시스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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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구성원간에

적절한 업무 할당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전산화

절차서를 평가하는데 적용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DGOMS 로
의

모든 측면을 평가할 수

VDU

HMI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산화 절차서는 매체가

또는 대형화면 같은 정보표시장치이므로 서류 절차서에 비해 훨씬 더 다

양한 형식과 구조로 운전원에게 제시될 수 있다. DGOMS 로는 전산화 절차서의
절차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서의 내용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시각원
소들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표시의 시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넷째， 개량형 제어실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평가에 엄청난 시
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f표U 평가 작업의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평가 지원시스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평가대상인 전산화 절차서에 대해 본 연구진이

개발한

DGOMS

평가 방안올 적용하면서 DGOMS 를 보완 개선하고자 하며， 평

가 결과를 축적하여 장차 차세대 원전의 전산화 절차서 도입시 기준을 설정하
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당해 연도에 기존 주제어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론적인 기반

을 세우고， 향후에는 그 바탕 위에서

개량형 주제어실의

인간-기계 연계를 평

가하는 방법과 지원 시스랩을 개발할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보 표시 시각화 방안은 개량형 제어실의

HMI

평가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대형화면에 보여주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정보
의 내용과 운전원의 시각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정보를 표시하는데 어떤
시각 원소를 사용할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

부분의 산업 조직에서 가동하는 대규모 복합 시스랩에서도 정보표시 장치를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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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각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선진국 개량형 제어실의 자동제어 시스램， 시각표시장치， 소
프트제어， 경보시스템， 전산화 절차서에 대한 우려사항들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였
다. 이러한 우려사항들에

대해 KNGR의 주제어실에서

대웅방안을 마련한 과정과

결과적으로 도출된 f삐11가 원전의 안전과 성과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원전에서 최신의 HM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지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DGOMS 와 같은 분석적
람직하다. 한 가지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예로 서류절차서는 문서로 작성되어

바

발전과장이 문서를 보

면서 한 단계씩 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었다. 향후의 차세대 원전에서 발전된

HMI 기술을 채용하여 전산화 절차서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CPS 에

미칠

것인지

적용하여

사전에

평가해

보아야

한다.

DGOMS 를

차세대

원전의

그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른 예를 들면，

기술 시스뱀의 자동화가 진행되어 주제어실의 운전원 수를 감축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DGOMS 를

적용하여

운전원

개인과 그룹의

업무 부담과 인지

부하를

평가해 보고 운전원의 감축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방안의

개발은 원자력

이나 중국 동의 국가에 한국형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향후 북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외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Summary

1. Title

Evaluation of Information Display at Advanced Main Control Room

11. Research Purposes and Necessities

Human activity in

large-scale complex systems depends o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HMI systems. We expect significant changes at the main control
room of NPPs. Currently, domestic NPPs in Korea provides analog information to
operators working at the MCR. For example, setups or indicators for temperature,
pressure, or flow are represented by analog signals. Operators at MCR are moving
around in order to read indicators and manipulate switches or levers, if necessary.
In contrast, KNGR (Korea Next Generation Reactors) plans to utilize digital
instrumentation & control and computerized HMI. Operators would

identi한

states of

systems and control equipments while sitting on chairs.
An advanced main control room is going to be utilize display devices such as
LDP(Large Display Panel) and CRTs(Cathode Ray Tubes). Operating staff would
have to perform tasks by monitoring displayed information about overall plant
situation, subsystems, equipments, and components. However, if operators work with
these new types of HMI(Human-Machine Interface), there are a lot of chances for
unexperienced cognitive problems. Such a change amplifies various interfaces
between operators and technical subsystems and increases operators’ mental activities
rather than physical activities. We need to evaluate whether operators can run NPPs
safely at the advanced MCR. We cannot apply the same evaluation techniqu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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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sed for evaluating conventional NPP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human-machine interface evaluation method as a

p따t

of regulation

guidelines for the safety of KNGR. In addition , on the basis of the requirements
identified this year we need to develop a prototype of a support system which can
be used in the evaluation of HMIs at advance MCR.

III. Research Contents and Scope

Th is year we plan to survey information in order to have basic understanding of

digital information display and control at the advanced MCR.
At frrst we collect

diff농rent

ways of presenting information at the advanced

MC R. Secondly, we conduct literature

suπey

on studies that have investigated

information representation techniques and their effects. Then, we need compare
differences between conventional NPPs and advanced NPPs. Th irdly, we need to
check HMI styles and evaluation techniques that are used currently at foreign
NPPs. Indeed, HMI at the advanced MCR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at a
conventional MC R. It is not desirable to apply the same evaluation technique that
has been used at the conventional MC R. We need to develop an evaluation
technique that is valid in theory and applicable in practice. Finally, we identify the
requirements for a support system for an HMI evaluator, since it is not easy to
carry out an evaluation task even though one has frrm background on cognitive
engineering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s.

IV. Research Results

We have found four results from this year’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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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t requires enormous amount of time, effort, knowledge on cognitive
engineering, and practical experience to evaluate overall information display system
advanced MCR. The advanced MCR utilizes new digital technologies with operating
experiences on conventional MCRs. The advanced MCR can be characterized with
increased use of automation, digital information display and control, and operator
support

systems.

Digital

information display

and

control

consists of visual

information display, soft control, computerized procedures, and alarm systems. We
have realized that each of these areas requires continuous studies on a long-term
basis.
Second, there exists some concems about increased use of digital technology. It
is not desirable to replace good HMI characteristics with new technology without
thoughtful consideration. For example, some countries still do not implement
computerized procedures, while other countries have aiready implemented those.
Computerized procedures have many advantages over paper procedures. However,
previous

research

confrrms

that

computerized

procedures

do

have

some

disadvantages that paper procedures never had. For this reason, we have recognized
the need for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computerized procedures. Next year we
plan to develop an evaluation technique that can be applied to computerized
procedures.
Th ird, GOMS has evolved and been refmed these years. We need to incorporate

those improvements in our DGOMS technique. In addition , we need other
evaluation techniques that compliment DGOMS because DGOMS evaluates only
procedural aspects of usability. DGOMS can be applied where a group of people
work together using technical subsystems. DGOMS models inter-dependency among
group members as well as cognition within an individual member. DGOMS checks

9

the balance in cognitive load and workload among group members. So, DGOMS is
applicable to computerized procedures. However, as mentioned before, DGOMS
does not evaluate every aspect of usability.
Computerized

procedures are

shown on

VDU

or

LDP.

This

means that

procedures can be represented in many ways for operators. DGOMS cannot
evaluate whether information on display devices is represented properly. The
designers of HMI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information to be represented on
display devices , but also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by operators and their
cognitive limitations during information processing. This study reviews human’s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classify information to be represented on
display devices at the advanced control room , and possible representation formats
for the classified information. We hope that the evaluation of HMI at the advanced
control room would consider the result of this study.
Finally, HMI evaluation at an advanced MCR demands an enormous amount of
time and effort from evaluators. We would appreciate very much a support system
with easy to use interfaces for evaluators.
In the future , we are going to apply DGOMS to computerized procedures and
improve DGOMS itself. Also , the accumulation of evaluation results would set up
a basis for HMI standards and contribute to the safety at NPPs.

V. Practical Uses of Research
Th is year we have surveyed advanced MCRs and compared with conventional

MC Rs. If we develop an evaluation technique for advanced MCRs , it is highly
possible to apply it in reality. For example,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the evaluation of KNGR.

10

πlis

research suggests a visualization approach to represent plant information on

display devices. The approach considers information content and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operators.
indusσies

Th is approach can be applied many other

with large-complex technical subsystems.

In addition, from previous studies we have identified concems about features of
advanced MC Rs. We can utilize this by checking how KNGR deals with these
concems and what are KNGR'’s resolution.
Wh en we evaluate the impact of new HMI technology at NPPs, it is desirable

to

utilize DGOMS

as an

뻐alytic

method.

For example, CPS(Computerized

Procedure System) may be used at the next generation of NPPs. We need to
evaluate whether CPS would improve the safety. DGOMS can prove its usefulness
in such cases. An other use is to see whether it is proper to reduce the number of
operators at the advanced MC Rs. It would identify whether operators have
excessive cognitiv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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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대규모 복합 시스램을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종 기술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시스뱀이 복잡해질수록 인
간은 장기간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시스템에 관해 학습한 후에， 많은 인지
적 노력을 기울여야 기술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과 기계의 연계

가 전체 시스템의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기술시스템을 설계하거
나 제작하려면

언간-기계

연계(I페iI:

Human-Machine

Interface) 가 제대로 이

루어지는지 평가해 보아야 한다.

대규모 복합시스램에서

인간의 활동은 인간-기계 연계 계통의

기술적 특성

에 의존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러한 기술적 특성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
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운전원
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는 아날로그 정보로서

그 예로는 온도， 압력， 또는

유량의 설정치와 측정치를 나타내는 계기판의 눈금과 지시침 둥을 들 수 있다.
운전원들은 주제어실내에서 움직이면서 각 계기판의 측정치를 읽고 필요에 따

라 스위치나 레버를 조작하게 된다. 이에 비해， 차세대 원전에서는 각종 계측제
어 설비가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면서 주제어실의 인간-기계 연계

방식에서도 컴퓨터화가 진전되고 있다. 운전원은 의자에

앉아서 표시장치들을

보면서 각종 계통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어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같은 변화는 운전원과 기계 시스템간의 연계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운전
원들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물리적 활동보다 인지적 활동의 비율을 증
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변화된 개량형 주제어실에서 운전원들이 원자력 발전소

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원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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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기계 연계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1표H의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개인의 차원에서 인간이 기술
시스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지 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복합 시스랩에서는 그룹이 협동하여 기술시스템

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룹의 차원에서 적용가능한 f페H 평가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차세대 원전의 인간-기계 연계의 특성을 파악

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된 평가 방
법을 활용하여 인간-기계 연계 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가 새로이

개발된 평가방법을 활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에 필요한 준비를 최소
화하고 평가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년도에는 평가지원 시스템의 시작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향후 건설될 차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기
술로서 개량형 주제어실의 인간-기계 연계를 평가하는 방법의 일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차세대 원전의 개량형 제어실에서는 종래의 계기판이나 조작장치들 대

신 다양한 정보표시장치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이

이루어지므로 개량

형 제어실에서의 운전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여 인간-기계 연계 평가방안이 정립
되어야 한다. 특히， 각종 계통의 상태를 알려주고 디지럴 제어장치를 조작하기
위해 많은 양의 정보를 운전원 그룹에게 정보표시장치를 통해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당해년도에는

정보표시

평가방안올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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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표시

체계와 방식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개량형 제어실에서 활용하려는 정보표시 방안들을 수집하

고자 한다. 또한， 기존 제어실과 개량형 제어실에서의 연계방식의 유사성과 차
이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간-기계

연계

방법을 도출하기

방식과 이에

해외의

개량형

대한 평가 방법을 조사하여

제어실에서의

정보표시

체계 평가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개발될 평가방안은 인지

이론에 근거한 평가 방안이어야 하며， 원전에서 운전원 그룹이

업무를 수행하

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운전원 개인 수준의 업무를 포괄하여 그룹
차원에서 인간-기계 연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해 연도의

연구목표는 두 가지로 첫째

차세대 원전의

개량형 주제어실에

서의 f표iJ]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 평가자가 디지털 방식의 f표iJ] 평

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의 시작품에 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설계된 뻐n 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개선해

야 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비교
적 짧은 시일 내에 매n를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여러 원

전에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의 성과를 높이
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 범위

당해 연도에는 정보표시 평가방안올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를 위해서는 첫째， 개량형 제어실에서 활용하려는 정보표시 방안들을 수집한다.
둘째， 정보의 표시 체계와 방식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이론적으로 정리
하고， 기존 제어실과 개량형 제어실에서의 연계방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다. 셋째

해외의 개량형 제어실에서의 인간-기계 연계 방식과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사하여 정보표시 평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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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수집한다.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 표시 체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결과 차세
대

원전

주제어실의

정보표시체계는

크게

시각정보표시 (visu외

infonnation

display) , 소프트제어 (soft controD , 전산화 절차서， 경보시스템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정보표시체계는 기존 제어실의 f표11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

체계를 평가하기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위해 기존 제어실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개량형 제어실의 평가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체계를 평가하려면 정보표시체계를 구성하는 시각
정보표시， 소프트제어， 전산화 절차서， 경보시스램의
가는 물론 운전원의

각각에

대한 독립적인 평

업무수행과 관련한 종합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새로운 f표11 기술에 관련된 경험을 갖추어야 한
다. 이런 인적 자원이 회소한 국내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

는 지원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올 정리한다.
향후에는 각 항목 자체에 대한 평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올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 평가 대상을 전산화 절차서로 설정하여 본 연구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한다.

제 4 절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평가방법과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1 차년도에는 개량형 제어실 평가에 관한 기

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인간-기계 연계나 인간-컴퓨터 연계 연구들을 조
사하여 정보표시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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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어실과 개량형 제

어실에서 운전원 그룹이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바뀌어야 할 평가기준을 분류할 예정이다. 2차년도에는

l

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개량형 제어실에서의 인간-기계 연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표시에 관한 평가 방법을 정립하면서 이미 개발한 분산형

GOMS 방법과의 통합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의 개량형 제어실을 갖춘
원전을 방문하고 이들 국가의 안전규제기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 방법이 존재하
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적으로 하나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다.3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업무를 선정하여

정립된

개발된 평가 방법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려고 한다. 시범적인 업무를 두 개 정도 선정하여 운전원들이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평가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평가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시스템의 시작품을 개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차년도에 지원 시스
템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차년도
에는 평가 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되는 평가 방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해주는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과 소프트웨어

구조，

데이터

베이스 둥에 관한 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3차년도에는 지원 시스템의 시작품
을 완성하여

실중적

평가 시에

시험적으로 활용하면서

보완할 계획이다. 지원

시스램은 평가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GUI를 가진 객체 지향형으로 만

들 예정이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발도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진행하는 과정은 먼저

후 DGOMS

평가에

DGOMS 적용 대상 업무와 평가 대상 원전을 선정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DGOMS 평가 방안을 숙지한 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하면서 DGOMS 의 적용 과
정과 결과를 분석한다. 한편으로는 DGOMS 평가자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원
시스템의 시작품을 개발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당해연도와 차후연도에 다음의 단계와 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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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표시 체계와 방식에 대한 검토

당해년도

기존 제어실과 개량형 제어실의 비교

평가지원시스템

해외 정보표시 평가 방법 조사

요구사항 파악

평가대상 범위 설정

전산화 절차서 표시 체계와 방식 조사

전산화 절차서

2 차년도

전산화 절차서 평가 방안 정립

~

평가지원 시 λ 템

Prototype

| 전산화 절차서
3차년도

평가 방안의 시험 적용

설계

l

전산화 절차서 평가 방안의 보완

전산화 절차서 평가 방안의 실증적
검증

〈그림

정보표시
~

평가지원 시스템

Prototype

1-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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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쩨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개량형 제어실의 f페U 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었

다. 원전의 다양한 incidents와 사고의 원인 중

1/3 이상이 운전원의 언적오류

임이 밝혀져서 인적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f표11를 개선하려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특히， 주제어실의 운전원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각종 발전
설비를 제어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인지적 현상과 특성에 관하
여 이해하려는 연구와 운전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정

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었다. 이를 바탕으로 개량형 제어실에
서의 정보표시체계에 관한 평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 1 절 국외 현황

개량형 제어실의 인간-기계 연계에 관련된 연구는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

다， 덴마크， OECD 둥에서 원전의 안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력회사의 연구
소나 원자력 규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미국의 ABB-CE사에서는 운전원 중심적인 f표11를 추구하는

Nuplex

80+ 를

설계하였고， Westinghouse사에서도 인지공학을 고려하여 AP600를 설계하였다.
정부기관인 에너지성 CDepartment

과

of

Energy) 에서도

Brookhaven Nationa1 Lab

Lab 과 같은 연구소에 의뢰하여 개량형 제어실의 f표11

Oak Ridge Nationa1

평가지침을 만들고 었다.
프랑스의

EdF사에서는

N4

개량형

다. 이 제어실은 미국의 제어실에
것이 특색이다. 원전의

주제어실을 개발하여

상업

운전중에

있

비해 디지털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고 있는

인적요소에 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

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극히

일부이

며， 신형 주제어실에서의 운전경험과 실증적 평가자료 둥을 축적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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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짐작되나 아쉽게도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

~------

Nuplex 00+

공통점|

N4 Control Room

기기 및 계톰정보 제공

’

제공정보를 작업반에서 접근가능

발전 소

주요기 능감시 정 보 (CFMS)

|좌동

I색의

대형호땐| 쩌|점 I 제공，

보조판넬의

및 톡성 | 성공경로에 대한 가능성 표시，

용). 비교적

비교적 간결/세부적 정보 미홉

운전원

공통점|

작업반
및
제어기

및

관련정보의

및

’
관련정보의

세부적인

이

정보제

정보체계에 제공 안됨

제공화면을

근접하게 위치시킴

제어

설치(비상시

공

비교불가 l 동적 정보를 자세히 제공 않음
제어

과다한 사용

조직화

및

|좌동

톰합화， 터치스크린 화면

짧-웹
째

, 시스템 중심적 정보조직，
’
차이점 I _"-.
_" _ ,__ . _" _. _" ~~._. 직무중심적 정보조직，
ICFMS 의 제공 (3 단계의 계충화된 |
I :: ~ _" _,
. - I 전산화된 절차서(운전， 경보)
정보제공

보

체

계

정보및‘

’

준

수

자동화

색의

차별화를

톰한

정보제

운전 수행내용의 정보제공，

공통점

|

기기 비정상시 정보표시기는 정상 상

웹-靈
쐐

운전지원
._~I

좌동

우선 순위화/집단화 기법 이용

공

경

.

|

좌동

태시의 것과동일

CFMS롤 통한 운전지원，

비전산화된 운전 및 경보 절차서
정상시 1 인 운전 가능

원
직

운 조

I1인

죄동

운전원 및 1 인 감독자，

차이점 |
덴 를~I 비상시에 1 인의 안전담당

요원과 1 인의 운전원 추가

<표

2-1:

전산호}된 절차서(운전， 경보)

1인
및

운전원인의
1 인의 감독자，

비상시에

1 인의

안전담당요

원 추가

Nuplex80+ 와 N4의 개 량형 제 어 실>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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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1999)

OECD 의

Halden

Reactor Project에서는

HAMMLAB( HA1den Man-Machine research

f표t11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LABoratory) 을 설 립 하여 각종 실

험장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량형 주제어실과 관련

하여

VDU(Visual Display Unit) , touch-sensitive panel 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며， 운전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운전지원시스랩언
System) 를

개발하였고，

전산화

운전

절차서 인

따라 가변적인

COPMA (C Omputerized

II를 개발， 평가하였다. 현재 전산화 절

위한 도구와 COPMA-III 에

산화 절차서를 사용하여

상태에

ISACS (Integrated Surveillance and Control

Procedure MAnual system) version 1,
차서를 개발하기

원전의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전

운전원이 절차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가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산화 절차서 구조와 표현 방식에

관한 평

관하여 비교 분

석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있다.

APWR

사업자들이

전력중앙연구소 (CRIEI)의

Center)

에서는 운전원의

개량형 주제어실을 개발하여 상업운전 중에

인간공학연구센터 (Human

오류를 분석하기

Factors Research

위한 시율레이션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시 스템 기 구(Institute

연구를 진행하고

of Nuclear Safety

Systems) 에 서

는 전산화 절차서의 표현 방식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캐나다의

CANDU,

독일의

Belt-U

둥이 개량형 주제어실에 속하

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을 중복시키는 둥 노력을 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현황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연구소에서 차세대 원전의

주제어실에서 사용할 인간

기계 연계를 설계하고 있는데 ALWR 인간공학 개발 절차를 따르려고 노력하
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차세대 원전의 인간-기계 연계 계통에 관한 설
계 및 평가 지침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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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설계 과정에서

개량형

제어실의 HMI가 지침서에 포함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었다. 하지만， 아직 운전원의 업무수행 측면에서 평가되
지는 않았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 과제로 기존 제어실에서 운전

원 그룹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인간-기계 연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분산
형

GOMS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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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형

제어실에

적용되지는 않았

쩨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기존 제어실과 개량형 제어실의 비교

기존의

제어실에서는

있다. 다이얼，
되어

있어서

knob ,

hard

제어판의

단추와 같은

hard

단추나 레버를 조작하여

제어를 할 수

제어 장치가 제어판의 특정 위치에 고정

제어하려는 기술시스랩에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된 제어장치에

접

근하여 조작한다. 제어장치의 고정적 위치， 물리적 모양과 감촉이 제공하는 식

별력 등의 장점을 갖지만， 제어실 전체를 차지하는 U자형 대형 입석식 제어반
에서 지시계를 읽거나 제어장치를 조작하는데에는 많은 육체적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림

3-1

참조).

<그림

3-1:

기존 제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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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형 제어실의 새로운 HMI는 운전원과 발전소의 안전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HMI가 적절히 구현되지 않으면 종래의
제어실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오류로 인하여

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지시계로 구성되어

있다. 종래의

안전과 성과에 심

제어실은 대개 단일

센서-단일

있는데 반해 개량형 제어실은 여러 센서의 자료를 종합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둥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량형 제어실에서
의 디지털 f표n의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발전소 제어와 보호기능의 자동화
- 마우스， 자판， touch screen을 통한 소프트 제 어
- 컴퓨터 기반 경보 체계

- CRT , flat panel ,

대 형 화면과 같은 정 보표시 장치

- 컴퓨터 기반 그래픽 표시

- 소 형 workstation 이 나 console
- 하나의 제어실에서 다수의 발전소를 제어
프랑스 EdF사의 N4는 이미 상업운전중이며， 대형화면에는 발전소 mirnic 만
을 제공하고， 대형화면 아래에 고장에 대비하여 기존의 제어판넬을 설치함으로
써 시스템 중복성을 제공한다. 명상시에 감독자， 운전원， 보조원과 비상시에 추

가되는 안전담당을 위한 4 개의 작업반 (desk set) 을 갖고 있으며， 3 개의 주화면，
4 개의 경보화면， 소프트제어용
면에는 제공하지 않고

CRT

touch

screen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보는 대형화

화면에만 제공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4가지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한 특징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자동화를 구현하였고，
발전소의

정보를 전산화 절차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대부분의

운영상황에

대한 절차서를 운전원에게 제공하며， 운전지원시스템은 운전원의 desk 에 통합

하여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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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프량스 EdF사의

N4

주제어실〉

미국 Westinghouse사의 AP600은 설계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며， 대형화면은

안전성과 관련되는 최상위 수준의 목표의 달성도를 보여주는 동적 안전목표 표
시 (Dynamic
동적

생산성

Safety Goa1 s Display) ,

전력 생산과 같은 목표 달성도를 보여주는

목표 표시 (Dynamic Productivity

흐름도를 보여 주는 동적 발전소
표시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mirrúc

Goa1 s Display),

표시 (Dynamic

전체

Plant Mimic

있다. 시스랩 중복성을 확보하기

발전소의

Display) 를
위해 2 인의

운전원과 1 인의 감독자를 위한 작업반이 통일한 기능을 갖는다. 지식

베이스를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보 단계별로 집단화하고 각 단계 내에서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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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보를 제시한다. 경보가 발생하면 관련된 주요 기기
의 위치가 대형 화면에 강조되어 나타난다 (그림

....“ n

..‘--

3-3

참조).

opw‘ot':‘

’

，~‘

<그림

3-3

VVestinghouse사의

AP600

주제어실〉

미국 ABB-CE사의 Nuplex80+ 는 설계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며， 대형화면에는

발전소의 공정상태나 공정변수 값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동적으로 제공한다.
작업반은 종래의 입식 제어반과
하면서

VDU

중심의 착석식 작업반올 혼합하여 구성

스위치수를 감소시켰고， 소프트제어용

작업 반은

4대 의

VDU로

구성 되 어

System) 와 같은 운전지원시스템에
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touch

screen을 포함하고 있다.

CFMS(Critical

Function

Monitoring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CFMS 는 3 계층

있으며， 경보시스템은 경보를 억제하거나 경보의 우선순

위를 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중요한 특징은 N4와는 달리 전산화 절차서 대
신 서류절차서를 사용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의

위해

안전계통 (Safety

System)

제어반을 별도로 갖고 있고，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기술시스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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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참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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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

3-1> 은

3-4:

프랑스

미 국 ABB-CE사의

EdF사의

N4 ,

Nuplex 80+

미국

주제 어 실>

Westinghouse사의

AP600 ,

미국

ABB-CE사의 Nuplex80+ 를 비 교 요약한 것 이 다.
일본의 APWR은 상업 운전 중이며， 대형 화면은 경보표시영역， 발전소의 개

관을 표시하는 고정된
변적인

영역으로

rnimic display 영역， 동적으로 공정 변수를 보여주는 가

나누어져

있다.

운전원

작업반과

감독자

작업반은

CRT 와

Flat Display Panel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독자 작업반은 감시기능만을 갖고 제
어기능은 갖고 었지

않다. 안전계통의

일부는

hardwired 되어 있으며 FDP로

제어할 수 있다. 화면에 보여주는 정보는 기능을 중심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DAPS 라는 경보처리시스랩은 경보단계별로 집단화하여 우선순위별

로 구분하여 경보를 제시한다 (그림

3-5

28

참조) .

항목

프랑스 EdF의

N4

.4개의 운전원 D않k

MCR
구성요소

• Desk

장비

System
충복성

미국 A88-CE 의

AP600

Nuplex 80+

.3가지

Wall Panel

.2개의 운전원석

-3개의 주화면

.

-4개의 경보화면

-제 어 용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1 개의 감독자석

Touch Screen

·기존의 제어판낼 설치

·운전원석의 기능충복

• 감독자석의 예비제어기능
.3가지 목적

대형
정보화면

-Safety Goal

. Mimic Panel

.CRT

주요경보 및 안전기능

Goal
-Mimic Display
-Pr，。αJctivity

.CRT
Display

• 운전상태， 충요변수값，
표시

사용

.CRT사용

• 톡정대상을 특정화면에

사용

·신호검중후 표시

배정

Control
운전지원

시스템

• Touch Screen
. Confirm Switch

·계충적 그래팍 표시

. Confirm Switch

. Touch Screen
. Computer Driven
Procedure

·경보의 운전절차 표시

• 경 보의 Knowledge 8ase
경보시스
템

구축

.CRT'어| 경보표시
.4가지 색깔로 구분

• 우선순위에 의한 표시

·우선순위에 의한 표시

·우선순위에 의한 표시

·경보단계에 따른 표시
위치 차별화
·동적표현

기타

.상업운전 중

. 설계인증 획득

. 설계인증 획득

<표

3-1:

주제어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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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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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일본의 APWR 주제어실〉

캐나다의 CANDU는 대형화면에 발전소의 개관을 mimic 으로 보여주고， 2개
이상의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CRT에 기기의 상태를 표시하며， 안전성을 위해

Secondary Control Area로 시스템의 중복을 확보한다. 전산화 절차서
를 사용하
며， 운전지원시스램을 갖추고 있다.

독일 Siemens/KWU의 Belt-U 도 개량형 주제어실을 갖추고 있는데， 대형화
면으로 plasma display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업반에는 CRT, plasma display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표 3-2> 는 일본의 APWR, 캐나나 AECL 의 CANDU, 독일 Siemens/KWU
의 Belt-U 를 요약하여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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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MCR
구성요소

일본의

캐나다 AECL의

APWR

독일

Siemens/
Belt-U

KWU 으I

CANDU
• Mimic Panel

• 운전 원 Console
• 감독자 Cons이e

.2개 이상의

Computer-based
Workstation

·대형정보화면

• Se∞ndary Co ntrol
Area

System
중보...，서
c>

.3개 의
대형
정보화면

2.5m Project
Display Panel
-임의정보， Mimic
Display, 경보표시

• 플라즈마 Display

. Mimic Panel

.CRT사용

• Flat Display Panel
·계충적 그래픽 표시

Display

• Flat

운전원의 사고

과정과동일

. Display,

.CRT사용

.CRT 사용
Equipment Status
Display

. Aat

마S미ay Vid∞화면

• 플라즈마 디splay
·도움말기능화면

Control 을 한

호}면에

Control
운전지원

시스램

경보

시스템

기타

• Touch Screen
. Confirm Switch

. Touch Screen
. Computer Driven

·운전지원 정보표시

• Pn∞ess

Pr，∞eαure

용롬도

• 결정지원 To이제공
·우선순위에 의한 표시
·경보단계에 따른 표시
위치 차별화

. 상업운전 충

·기기상태 자동점검

<표

3-2:

주제어실 비교

31

2>

개발

중에

Nuplex80+

있는

국내

KNGR의

개량형

주제어실은

미국

ABB-CE사의

주제어실을 기반으로 EPRI 의 URD 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KNGR

주제어실의 설계 목표는

운전원의 오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교육 훈련의 부담을 떨어주는 운전원 중심

적인

작업

환경의

구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compact workstation , redundant full function workstation ,
프트 제어， 대형화면이다 (그림

상위수준의 주제어실 셜계

3-6

특성은

redundant

전산화 절차서， 소

참조).

원칙으로는 1) 운전의

간단화， 2) 일관성있게 통

합된 인터페이스， 3) 여러 f표!{l 항목의 통합화， 4) 대형화면에

핵심정보 제공，

5) 운전원 작업반의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 6) 비절차적 운전을 지원할 수 있
는 기능중심 정보 제공，

7)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업부하를 감소시키는 지원시스

램 제공의 일곱 가지이다.

<그립

3-6: KNGR

개량형 제어실 예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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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은 국내의 기존 제어실과 개량형 제어실을 비교한 것이다.

항

울진 3，4호기

목

차세대 원전

-인간공학적 원리 적용

-설계기법

-ALWR

인간공학 개발

절차에

따

른 체계적 설계
-단순화

-단순화 (표시， 경보， 스위치수동)

-표준화

-적용

-제어실 톡성
제어실 구성

및

제어반 형태

U^~ 형 대형

입석식 제어반

Bottom-Up

방식 의 비 표준화

설계

Workstation

특성을 적극반영

(정보 집중화)
Compact화한 착석 식 제 어 반
Top-down의 표준화 설계

정보표시

째래식 게이지 (gauge)

컴퓨터화된

대형정보 표지판

제어반상 계톰흐룸도 표시

벽면에 상세한 발전소 정보표시

제어기 (ON-Offl

스위치

스위치수 감소 및 소프트제어

제 어 기 (Modulation)

Analg저| 어 기 (M!A

경보

경보창

Station)

CRT와

LDP

소프트제어

경보창 및 컴퓨터 LDP 로 구현된
경보화면

-운전지원

신호검증가능

| 없음

경보처리기능

!

절차서 표시

I Hardcopy
I Hardcopy

경보처리지침표시

있음

경보 우선순위， 경보 억제

특별기능 없음

<표

3-3:

사용

컴 퓨터 CRT어| 한글화하여 표시

사용

컴 퓨터 CRT에 한글화하여 표시

기존 제어실과 개량형 제어실 비교>

개량형 제어실에서 새로운 HMI를 무턱대고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도입한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방식의 정보 표시 및 제어는 기존의 아
날로그 방식의

를 통합하여

계기나 제어판을 대체하여

대형판넬과

CRT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정보

화면에 보여주어 감시와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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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따라서， 운전원의

역할이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여파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발생한 사건의
이고， 캐나다에서는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에서

전산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25% 정도가 인적 오류

있다. 프랑스에서는 개량형 제어실

겪은 경험을 토대로 얻은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기존의 제어실에서의 운전반 구성을 각 운전원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지 않고 개량형 제어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운전원에게

제공했던 상위수준의 지침은 운전원에게 부수적인 영향을 미

쳤다. 운전원은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많은 신뢰를 두었다. 기술시스램의

있었고 기술시스템에

논리와 운전원의

너무

논리간에는 괴리가

있었다.

3. 시 abf레이션 과정은 실제 제어실의 업무 수행과 차이가 있었다. 현장에서
의 관찰 조사가 필요하다. 1표11 에 관련하여 수집할 자료， 피드백 둥을 정
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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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량형 주제어실의 특징

최근

HMI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종래의 f표11 기술은 디지털 제어장

치와 컴퓨터 기반 인터페이스 장치들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들 새로
운 f페11 기술이

제공하는 장점들은 발전소의 선뢰성

향상， 운전 성과， 안전과

운전원 작업 부하 감소 퉁이다. 기존 제어실의 운전 경험과 발전된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개량형 제어실의 특성올 간단히 정리하면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의 진전， 디지털 방식의 정보 표시 및 제어， 운전
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시스램의 도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량형

주제어실은 자동제어시스템， 시각정보표시 (visual

소프트제어 (soft

controI),

infonnation display) ,

전산화 절차서， 경보시스템올 가지고 있다.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 제어실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본 절에서는 개량형 제어실의 특성을 정리하여 셜명한다.

3.2. 1. 자동제어 시스랩

자동화의

진전은 원전의 운영에

있어

인간의 관여를 줄여

인력을 절감하고

인적 오류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예상에서 이루어졌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
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기술시스템의 복잡도가 현저히 증

가하여 기술시스템 자체가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운전원과 기술시
스템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하여 운전원의 기술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퇴화할 우
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제 발생시에 운전원의 문제 해결능력을 감소시키며
기존의

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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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1) 자동제어시스템의 특정
디지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의 자동제어시스템은 다음의 특징을 갖
는다

(Stubler, 1996).

- 종래의 원전에서는 독립적으로 제어했던 설비들을 상위 수준에서 함께 제
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었다. 각 센서들이 측정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바
탕으로 상위

수준의

제어를 실행시키면 제어 loop 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설비들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 여러 변수들을 통합 처리하여 정밀한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종래의 원전
보다 향상된 다변수 제어기능을 갖고 있다. 운전원이 설정한 제어 범위 내
에서 제어 변수들을 유지하면서 발전소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 발전소 설비의 alignment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면， 유량과 발전량
의 관계를 고려하여 운전원이 설정한 속도로 변수를 증감시키는 것이 가
능하다.
이러한 자동화의

진전은 운전원이

직접적으로 시스램을 제어하는 역할에서

한 단계 떨어져 자동제어시스템의 상태와 성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독자의

운전원이 발전소의 제어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감

역할만 담당하는 섣부른 자동화는 종래의 원전에서는 겪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었다.

(2)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우려
디지털 기술의

화에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자동화가 가져오는 운전원의

관한 인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바람직한 자동화의

업무 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대표적인 우려는 기술시스템의 복잡
도 증가와
첫째
model 이

feedback

부족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려는 자동화로 인한 기술시스템의
결여되거나 불완전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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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 증가로 운전원의

mental

높아진다는 점이다. 자동화의

진전은

발전소 설계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발전소의 작동 방법을 운전원이
많은 부담을 필요로 한다. 운전원은 자동제어시스템이

이해하는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처

리하여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자동제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
행하는 제어가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 둥을 판단할 수 있다. 자동제어시스랩의
행태， 즉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운전원의

model 이 결여되면 여

menta1 model 의 결여는 자동시스템을 회피하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자동제어시스템은 센서의 자료를 입력받

아 매우 복잡한 rule올 사용하여
model 이

men ta1

제대로 형성되어

제어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운전원의

men ta1

있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중인 경우에도 오작동하는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 운전원들이 자동제어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
면， 고장이 아닌 경우에도 자동 제어를 중단시키고 수동 제어를 하게 된다.

또한，

자동제어시스템의

고장시에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운전원이

men ta1 model 에 근거하여 진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평상시
에 자동제어시스램에

의존하여

상호작용이

운전원의 ment a1 model올 구성하는 기술시스템에

감소하여

지식이 퇴화할 우려가 있다.

게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운전을 오래하다 보면 운전원과 기술시스랩의

관한

Menta1 model 의 부재는 의도하는 행위를 부적절하

않은 행위를 하여

한다. 따라서 운전원들이 정확한

예기치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menta1 model올 형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둘째는 자동제어시스템의

feedback 부족으로 운전원이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디지털 자동제어시
스템과의 상호작용<ïnterface) 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은 운전원의 상황 인식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에서는 제어 loop 에서 사람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원이 발전소와 제어시스랩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
기가 어렵다. 이는 자동제어시스랩이 발전소의 상태에 관해 운전원에게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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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을 제 공하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

지게 된다.

- 발전소의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기 어려워진다. 자동화된 복합 시스템에서
는 서서히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에

이를 조기에 탐지하기가 어렵다. 일정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자동제어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성능
이 저하되면 이를 보정해 주는 제어 체계가 작동하므로， 자동제어시스빔의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운전원이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공정제어시에 경보 센서나 경보 표시 장치
가 발전소의

압력

둥의

형태의

개별 설비의 상태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공정상태변수에

공정변수의

변동 현상을 조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감 현상이나 경보 설정치에

운전원에게

아니라 유량， 온도，

알려주어

정상시와는 다른

다가가는 공정

변수의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가기

전

에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lockup

현상은 디지털 제어시스램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동작 현상이다. 아

날로그 지시장치는 고장이 나면 지시침이 바닥으로 떨어져 운전원이 지시
장치의

고장을 알아차리게

된다. 하지만 전원 중단， 전압 변화， 운전원의

업력 오류 둥으로 인해 처리가 중단되었거나 무한 반복 동으로 인해 지시

침이 정상 범위에 머무른 상태에서 디지털 제어시스탬이
전원이 오동작의
처리기의

lockup

되면

。

τr

발생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디지털 제어시스템은 디지털

오동작을 얄리는 경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하

지는 못하며 항상 의도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폐쇄된 밸브
를 제어하는 시스랩이 개방 신호를 받은 후에

lockup 된다면 운전원은 밸

브가 여전히 폐쇄된 상태인지， 반쯤 개방된 상태인지， 완전 개방 상태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발전소의 다른 이상이 진행되어 운전원의 주의를 끌기까
지 이러한 오작동은 탐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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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

오류는 업 력 mode와 출력 mode가 다른 다중 mode를 갖는 자동제

어시스램에서 발생하는데

제어시스램의

오류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발전소 상태에 대한

반웅이나 운전원의

입력은 현재 운전 mode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원은 제어시스템이 자신의 입력이나 발전소 상태에 대해 예

상하지 않은 반웅을 보이면 그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다중 mode를 갖는
제어시스템

설계는 운전원이

발전소 상태， 입력의

영향， 현재 mode에서

지시 장치의 의미 둥을 알아야 하므로 운전원의 기억과 지식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한다. 운전원은 현재 mode에서 mode를 변경시키는 조건과 행위를

알고 있어야 하고， 발전소 상황을 평가하여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어시스탬이 제공하는 mode에 관한 feedback 수준， 제어시스템과 연계하는
agent의 특성， 시간적 압력과 업무부하를 포함하는 업무 환경에 의해 운전

원의 인지부하가 영향을 받게 된다.
자동화의
술과 매일

영향으로 운전원이

기술시스템을 이해하고 감독하는데 필요한 기

매일 수행해야 하는 감시기능은 다소 상충되는 점이

있다. 사람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시기능올 잘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발전소 변수들을 감시하여 이상 현상을 탐지하는 것은 운전원의 상
당한 주의

집중을 요한다. 하지만， 자동제어시스템은 운전원을 제어 loop 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어서 운전원의 주의력은 감소하기 마련이며 이는 상태 변화

를 조기에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상운
전 중에는 인지부하가 낮은 반면， 비정상 시에는 인지부하가 높아지는데 자동
제어시스램을 감시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수동제어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엄청
난 인지부하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운전원들이 사전 훈련

을 통하여 숙달되어야 한다.

(3) 바람직 한 자동화 방향
인간과 기술시스템

중에서

인간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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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랩의

취약한 요소로 지적되는

점과 앞에서 지적한 우려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자동화의 방향은 제
어시스템의 loop에

이 바람직하다

인간을 포함시키고 인간을 중심으로 자동화를 진행하는 것

(human-centered automation).

운전원의

situation awareness

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제어시스램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agent가 수행했던

모든 작업 (history
진 행 상태 (action

awareness) , 소프트웨어 agent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과
awareness) ,

(action rationale awareness) ,

소프트웨 어

agenUr

현 재 작업 을 하고 있는 이 유

소프트웨어 agent가 다음 하려는 작업은 무엇이

고 언제 하는지 (intention awareness) 를 운전원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Boy, 1998).

3.2.2. 시각정보표시

디지혈 방식의 정보 표시 및 제어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나 제어판

을 대체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대형판넬과 CRT
화면에 보여주어 감시와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원은 각종 정
보표시장치와 지원시스탬이

제공하는 많은 양의

정보를 기반으로 발전소의 상

황을 감시하면서 문제를 감지하여 진단하고 해결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된
다. 기존 제어실보다 육체 노동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인지적인 정신 노동의

비중이 높아져서 운전원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각정보표시는 발전소
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대형화면 (L따ge

Display

PaneD 과

여러

개의

VDU(Visual Diaplay U띠t)으로 구성 되 므로 여 기 에 서 는 이 들을 간단히 살펴 본
다(1) 대형 화면

Integrated process status overview, wall panel information station, large
rrmruc panel, large-scale diaplay 둥 여 러 이 름으로 불리 는 대 형 화면은 제 어

40

실내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제어실의

벽에 장착되어

있어

발전소 전체의

공정 및 기능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대형화면에는 운전원들이 발전소의

상황올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위 수준의 정보를 보여준다. 공정상태를 보
여주기 위해 개별기기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
부정보를 종합하여

보여준다. 대형화면은 주로

발전소 주요

계통의

흐름도를

mimic으로 보여주는 부분， 안전성과 관련되는 다양한 경보를 표시하는 부분，

운전지침이나 지원정보를 보여주거나 운전조원간의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었다. 또한， 대형화면은 계통이나 장
치의 상태를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영역과 표시되는 내용이 운전원의 선태에 따
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2) VDU

화면

발전소의

운전에

펼요한 하위 계통의

Panel, Plasma Display
구성인원 수에 대웅하는

둥의

set

장치에

세부적 인

정보를

보여준다. 개량형

수 만큼의

VDU

CRT, Flat Display

주제어실에는 운전조의

화면이 장착되는데， 한 set는 보

통 3-4 대의 장치로 구성된다. 하지만， 발전소의 기술시스템에 관한 세부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한 set의
래의

제어실에서는 하나의

VDU

화면에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없다. 종

공정변수를 고정적으로 하나의

지시기에

표시하는

‘one indicator-one variable ’ 이었는데， 개량형 제어실에서는 어느 공정변수든지
필요한 시점에 시각정보 표시장치에 보여주고 었다. 따라서， 고정적인 대웅관계
가 없기 때문에 발전소를 구성하는 계통， 하위 계통， 기기들의 작동상황을 나타

내는 변수들을 운전원이 감시 및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여 표시
해야 한다. 운전원의 감시

및 진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운전지원시스램을 개발하여

개량형 주제어실에서 사용하려는 추세이므로 지원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VDU 에 표시할 것인지에
에셔 많은 고려가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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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인지적 측면

(3) 시각정보표시의 문제점
발전소의

계통과 기기에 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시각정보표시 장치를 통해

운전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량형 제어실에서는 대형화면에 상황판단에 도움이

되는 개요 정보를 표시하고 VDU 에
상황판단과 진단이 자연스럽게

상세

정보를 표시한다. 하지만， 운전원의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와

VDU 에 표시되는 정보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연관을 갖도록 할 지를 결정해
야 한다. VDU 에

표시하는 상세 정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적용된다.

종래의 제어실에서는 없었던 정보의 순항 (navigation) 문제가 제기된다.
대형화면은 개량형 주제어실의 한쪽 면을 차지하는데 설치한 후에는 변경이
어렵고， 전구의

수명시간이

지나면 교체하는데

유지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다.

VDU는 한 화변에 보여주는 정보량이 제한되어 있고， 장시간 바라보면 눈이 피

로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4) 시각정보표시의 바람직한 방향
공정변수의 추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원이
울이고 있는 공정이나 기기에

물론 미래의

대해 과거의 상태 (historic

상태 (predictive display) 를 예측하여

현재 주의를 기

display) ,

현재 상태는

표시해 주면， 운전원이

진단

을 내리거나 제어 조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원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단추를 눌렀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예
상되는 온도 변화를 보여주면 운전원이 의도한 대로 제어를 했는지 스스로 신
속히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은 주의 및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량을

제공받으면 인지과부하Cinformation overload) 로 인하여 오히려

는 경향이

성과가 감소하

었다. 따라서 한 번에 제공하는 정보량은 줄이되 상위 수준의 정보

와 하위 수준의

정보를 분리하여 필요에 따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위 수준

에서의 한 단위 정보는 다량의 하위 정보를 농축시킨 정보이다. 아울러， 기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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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관한 상위정보와 하위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진단 업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전에 보았던 정보와 현재 보고 있는 정보가 어떤 관련성을 가

지는지를 운전원이 잊지 않도록

visua1

Rasmussen과 Vicente (l990) 는

momenturn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ID{Ecologica1 Interface

Display) 를 주창하

였는데， 표현해야 할 정보를 추상화 계층 (abstrac디on 피erarchy) 를 기준으로 상

위정보와 하위정보를 구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공간적 위치에 관한 특별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종류의 정보
를 표시장치의 일정한 공간에 항상 보여주면 그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신속

성과 정확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제한된 면적을 갖는 표시장치에서 모든 정보
를 일정한 공간에

향상 보여줄 수는 없으므로

고정적

위치를 차지하는 정적

정보와 가변적으로 어느 위치에나 나타날 수 있는 동적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장치에 표현하기 위해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

은 기술시스템을 구성하는 계통이나 기기의 기능올 중심으로 하는 기능중심방

식과 운전원이 수행하는 업무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중심방식이 있다. 기
능중심과 절차중심

방식이

각각 제공하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하여 표
시하기보다는 어떤 정보는 두 가지 방식에 모두 포함시키고 어떤 정보는 둘 중
의 하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2.3. Soft

제어

소프트제어는

터치

(direct manipulation

스크린이나 mouse처럼

컴퓨터에

연결된

직접조작장치

device) 를 조작하거 나， 자판을 통해 명 령 이 나 설 정 치 와 같

은 자료를 입력하여 발전소의 설비나 장치들을 제어하는 것으로 디지럴 제어기
술이 가져온 새로운 연계 방식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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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제어가 운전원의 성과에 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소프트제어를 만들어야 한

다.

(1) 소프트제 어 의 특정
소프트제어는 touch screen , mouse, trackball , light pen과 같은 pointing
device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발전 설비를 제어하는 것으
로 기존의 제어실에서 다이얼
다르다. 단추와 같은

knob 단추 레버 둥을 조작하는 제어 방식과는

hard

제어장치는 수십년에 걸쳐 사용자 연계를 위한 특성

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각

hard 제어장치는 제어판의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

어서 운전원이 접근하여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디지털 제어시스램이 갖는 소프트제어의 특징은 제어시스템과 발
전소 설비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매개로 연결되
어

있으며， 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정의되어

있으

며， 공간적으로 특정 위치에 고정 배치되어 있지 않고 표시체계 구조 안에서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가변적이다.

소프트제어에서 사용하는 다이얼이나 단추 퉁은 표시체계의 가상 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표시체계에서 검색해야 한다. 이는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화
면을 찾아내는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 화면에서 제어하려는 장치를 표

시하는 icon을 탐색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pointing device로 icon을 선택하거나，
제어하려는 장치에 대한 입력 field를 찾아서 입력장치로 명령이나 설정값을 압
력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수행한다.

(2) 소프트제어에 대한 우려
Stubler와 0 ’ Hara(1998)는 소프트제어를 사용하는 원전을 방문하여1) 운전원
들의

경험에

관한 문헌과 사례 보고를 조사하여

소프트제어에

관련된 오류는

여러 유형의 복합시스랩에서 종종 발생하는 오류임을 발견하였다. 소프트제어

1) 5 개 원전， 3 개 화력 발전소， 5 개 화학제조 공장을 방문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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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으로 인해 제어 실행시 운전원의 제어행위에 제약으로 작용하여 성과에
부정적으로 미친 제어동작 실수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오류의 유형은 비슷하나
그로

인한 결과는 운전상황에

따라 단순 happening부터 중대사고까지

다양하

였다.

소프트제어는 종래의 제어와 비교하여 제어 동작시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loop의

같은

복합시스템에서

제어가

비슷한 설비에 대한 제어

이루어질

때

종
종

원전과

운전원은

행위를 실시하여 의도하지

다른

제어

않은 틀린 제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의도하지 않은 제어시스템에 제어 입력을 하게
된다. 실수 (slip) 는 Nonnan (1 988) 이 분류한 두 가지

인적 오류， 즉 실수와 착오

(mis떠ke) 중의 하나로， 의도는 올바로 형성되었으나 의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착오
는 잘못된 의도를 형성하여 실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를 의미한다. 실수

는 숙련된 (automated) 행위를 수행하면서 주의 부족으로 의도에 맞지 않는 스
키 마 (schema) 가 작동하여

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유형의 실수 중에

소프트제 어 는 묘사오류 (description

오류 (misordering) ,

activation

포획오류 (capture

error) ,
eπor) ，

상태 판정 오류 (mode
활성화

상실

error) ,

오류(loss

순서

of

error) 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묘사오류는 의도한 행위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여 틀린 대상에 의도한 행위

를 수행하는 오류를 의미하는데， 맞는 대상과 틀린 대상이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의도한 행위를 머릿속에서 묘
사할 때 스키마가 활성화하는데 이때 사용된 정보가 모호하거나 주의력이 부족
할 때에 유사한 틀린 대상에

행동을 취해 버리게 된다. 종래의 원전에서는 제

어판이 공간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있어서 제어장치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cue

를 제공하게 되어 의도와는 다른 제어 조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에 비
해 소프트제어에서는 lcon으로 표현된 제어대상 설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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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같은 다른 셜비를 나타내는 lcon을 선택하여 제어할 가능성이 었다. 예를

들면， 펌프 A와 펌프 B를 표현하는 lcon 이 같은 모습으로 나란히 근접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 펌프 A를 기동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운전원이 펌프 B를 선택
하여 기동 제어를 하는 경우이다.

상태판정오류는 장치의 현재 상태를 잘못 파악하고 의도한 행위를 수행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작동시에

로 전환되는 장치를 제어할 때， 한 상태에서

여러 상태 (mode)

적합한 행위가 다른 상태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여러 공정변수
를 하나의 제어장치로 제어하는 경우에 상태를 잘못 판정하면 운전원이 의도하

는 공정변수가 아닌 다른 공정변수를 제어하게

된다. 기술시스템이나 장치의

현재 상태에 관한 적절한 feedback을 운전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상태판정오

류를 일으킬 가능성 이 높아진다.
순서오류는 특정한 순서로 수행되어야 하는 제어행위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를 생략하거나， 잘못하여 거듭 수행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기술시스템의 반
웅시간이

늦어지거나 다른 작업의 간섭으로 인해 순서에

받는 경우에

있는 작업이 방해를

발생한다. 소프트제어에서는 제어판을 조작하거나 설정값을 입력

하려면 화면상에서

대상을 찾는 작업과 조작하는 작업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데， 대상을 찾는 작업은 종래의 제어에서는 인지적 노력을 요하지 않았던 작업

이다. 이런 추가적인 작업으로 인해 소프트제어에서 순서오류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운전원이 밸브를 닫고 펌프를 기동시킨 다음 다시 밸브를
개방하는 제어를 여러

번 반복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중간 정도에서

밸브를

닫기 전에 펌프를 기동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종래의 제어판에서 고정된

위치에 있는 밸브와 제어판을 찾아 순서대로 조작할 때는 제어판이나 제어장치
의 상태를 보면서 제어순서에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서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소프트제어판에서 밸브를 찾아서 닫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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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를 찾아서 기동시키고 밸브를 찾아서

개방하는 작업은 제어순서의 길이가

종래의 제어판보다 두 배 이상이 된다. 제어장치를 찾는 작업이 별도의 인지적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고， 순서에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HMI

연계를 추가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순서오류의 다른 예는 공정변수의 설정치를 입력하면서 단위의 순서를 바꾸
거나， 한 단위를 빠트려서 틀린 설정치가 입력이 되는 경우이다. 소프트제어에

서 자판이 입력되는 숫자의 크기에 관한 아무런 cue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날로그 제어에서는 설정값을 지정하기 위해 다이얼을 돌려야 하는

경우에 돌리는 각도에 따라 설정값의 크기가 비례해서
돌려야 새로운 설정값이

정해지므로 어느 정도

될지 운전원이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feedback을 제

공한다.

포획오류는 드물게 발생하는 의도하는 행위 대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축
한 다른 행위가 대신 수행되는 오류를 의미한다. 익숙한 행위를 수행한 후 시

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쉽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A-B-C-E

로 구성된 제어는 드물게 수행되고， A-B-C-D 로 구성된 제어는 빈번히 수행된
다고 가정하면， 운전원이 A-B-C-E를 수행하려는 의도로 A-B-C를 수행한 후

에

E 대신 D를 수행해버리는 실수를 의미한다. 소프트제어에서 여러 제어가

비슷한 화면의 순항경로 (navigation path) 를 따라， 비슷한 대화화면 (di머og) 에서，
비슷한 도형 객체 (graphic object) 의 조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쉽게 발생하는
실수이다.
활성화 상실오류는 하려고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의 준비와 실행에 옮기기 전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기억과 주의를 새로운
사건에 빼앗겨 의도했던 행위의 실행을 잊어버리게 된다. 의도를 형성할 때 활
성화된 스키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추론을 하다가 비활성화 되기 때문
이다. 소프트제어에서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운전원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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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치의 숫자가 제한되어 제어를 완결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작업을 화면상
에 전부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3) 바람직한 방향
앞에서

살펴본 실수들은 소프트제어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류를

방지할 방지벽을 f표11 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묘사오류를 방지하기

화면상에서

하거나，

위해서는 동종의

공간적

위치를

설비들을 시각적으로 구별하여

분리시키거나，

정확한

선택을

표현

지원하는

context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태판정오류를 방지하려면 여러 상태를 하나의 상태로 단일화하거나， 상태
인식을 정확히 하도록 각 상태의 식별성올 높이거나
상태에서

이루어져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동일한 입력이 서로 다른

않도록 수용가능한 입력을 조정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순서오류는 순서상의 어느 위치에
하여

있는지에 관하여 적절한 feedback을 제공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순서의

전체를 보여주면서

이미 수행한

제어행위는 표시하여 구분해 주는 것이다. 숫자 입력 오류는 숫자의 크기에 관

한 feedback을 제공하는 입력 방법이나 표시 방법을 제공하여 방지할 수 었다.
예를 들면， 단추를 누르는 시간에

비례하여

입력값이 증가하도록 한다든지

크

기를 나타내는 도형을 선택하여 늘리는 거리에 비례하여 입력값이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포획오류에

대처하기

위해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로 구성된

절차가 유사한

제어를 최소화하거나 포획오류의 발생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두 제어가 포함하는 조작이 달라지는 단계에서 운전원의 주의를
끌도록

대화화면을 추가하여

운전원에게

명시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가능한

여러 조작으로 야기될 다른 결과들을 제시해주는 방안도 있다.
활성화 상실오류는 활성화된 스키마를 유지하거나 재활성화 시킬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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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cue를 제공하여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시장치를 추가하여

중단상태에

있는 제어를 보여주거나， 종료되지 않은 제어에 대한 비망록 (reminder) 을 일정
한 시간간격으로 보여주는 방안이다.
오류를 방지하도록 소프트제어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수를 하

여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 오류를 조기에 탐지하여 운전원에게 알려주는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거나 오류로 인한 여파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잘못된 제어명령

을 취소하거나 안전장치를 자동으로 가동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Stubler와 0 ’ Hara(1998) 의 조사결과는 원전이 오류의 여파를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안전장치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

서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오류 방지벽이나 오류 조기 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올 지적하고 있다.

3.2 .4. 경보시스램

경보는 발전소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에 운전원에게 닥쳐

오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경보시스템은 경보를 발해야 할 상황
을 탐지하자마자 운전원이 비정상상태를 재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

다. 그런데， 많은 원전에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경

보를 발하게 되어 운전원을 당황하게 하는 만든 경험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보시스랩은 단순히 경보를 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운전원이 경보를 통해
상황을 인식하여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0 ’ Hara, 1995).

(1) 경보시스템의 특정
종래의

제어실은

‘가압기

수위

상숭’

같은

경보메시지가

새겨진

경보창

(annunciator) 을 가지고 있어서， 대웅된 센서에서 읽은 공정변수가 설정값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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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면 해당되는 경보창에

불이

들어온다. 경보창에

경보메시지를 해독한 뒤에

해당 계통의

불이

지시계를 확인하여

이처럼 종래의 제어실은 경보시스템이 독립적인데 비해
시스랩은 제한된 공간에

들어오면 운전원이
진단을 시작한다.

개량형 제어실의 경보

많은 양의 정보를 제시해야 하므로 정보를 통합하여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통합된

정보는 인지적

부담을 경감시켜

병렬 처리를 가능케 하고 시각정보간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신속
한 상황인식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경보시스탬은 경보의

남발을 방지하고 긴

급 경보와 덜 심각한 경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
별적으로 경보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원이 경보의 주 원인과 파생 원인을 구별
할 수 있도록 경보의 표시 순서를 보여주거나 고장이
특정

기기에

이르기까지

있는 계통에서 시작하여

계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시스뱀을 제공하고

있다.

(2) 경보시스템에 관한 우려
경보 표시를 위치의

고정성과 표시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치의 고정성은 경보를 항상 통일한 위치에 표시하는지 다른 위치에 표시하는
지를 구분하며， 표시의

지속성은 경보를 항상 보여주는지

보여주는지를 구분한다. 종래의

제어실에서는 경보를

필요한 시점에서만

tile 모양으로 고정적 위

치에 지속적으로 표시하는데 비해 개량형 제어실에서는 어떤 조합으로도 표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CRT 와 같은 화면에 표시하므로 고정성과 지속성이

모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 연구 조사 결과에서 운전원들이 경보의

갯수가 적을 때는 CRT

만을 사용하여 경보를 표시해도 어려움이 없었지만 사고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매우 많았다. 또한， 표시장치의 제한된 공간에 나타나는 경보가 바뀌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전에 제시된 경보를 기억해야 하므로 인지부담이 증가하고， 인간이
가지는 공간적 기억의 강점을 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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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보시스랩의 바람직한 방향
개량형

제어실의

디지털

경보시스템은 경보의

신호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보

긴급한 경보를 운전원이 신속

하게 인식하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전소가 비정상상태에 들어가면， 설정치를 벗어난 값을 감지한 센서들이 보

내온 정보를 경보시스템이 경중을 가려 중요한 경보를 우선적으로 운전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경보시스탬이 경보신호검증과 경보경중판
단 기능을 가져야 한다. 경보신호검증은 먼저 센서가 보내온 신호가 제대로 값

을 읽었는지 검증하여

센서가 고장이 아님을 확인한 후에 설정값의 범위를 벗

어난 것이 순간적인 현상이 아님을 재확인한다. 경보경중판단은 경보신호검증
을 통해 확인된 경보신호가 운전상황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다. 정상적인 가동 상황에서는 경보이지만 특정 운전 모드(예: 발전소 기동)에
서는 경보가 아닌 경보신호를 걸러내고

인과관계를 갖는 경보신호들 중에서는

결과에 해당하는 경보신호를 억제하여 원인이 되는 경보신호를 가려내고， 원인

경보신호들 중에서는 중요성의
것이

경중을 판단하여

경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바랍직하다. 경보신호를 걸러낸다는 (filtering) 것은 불필요한 경보신호로

간주하여 제거해버려 운전원은 아예 경보신호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경보신호를 억제한다 (suppress) 는 것은 경보시스템이 운전

원에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운전원이 요청하거나 상황이
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보신호의
호를 운전원의

시각적/청각적

의미한다. 하지만，

filtering

변하면 경보신호를 제

우선순위화 (prioritization) 는 중요한 경보신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인 경보신호，

인식하게

suppress

쉽게

제시하는 것을

대상인 경보신호를 구분

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디지털 경보시스탬이 제공하는 유연성과 tile 형 경보시스램이 제공하
는 고정성， 지속성의 장점을 활용하는 경보시스탬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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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전산화 절차서
기존 제어실에서는 정상 업무， 비정상 업무， 비상 업무에 관한 서류 절차서

가 비치되어 운전원의 업무 수행시에 절차서를 따르도록 하고 었다. 전산화 절

차서는 서류 절차서와 같은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여하는 수준부터 절차
서의 각 단계를 수행하면서 직접 제어 장치를 조작하는 수준까지 매우 광범위
한 기능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원전들도 각양각색으로 전산화

절차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전산화 절차서는 ABB-CE 의 Nuplex80 에서
는

채택하지

않고

Westinghouse사의

Kansei

있으나

COMPRO ,

Electric사의

채택하고

있는

EdF사의

PWR Computerized

Computerized EOP, Halden 의

원전들의

전산화

절차서로는

Computerized PR forN4 ,
EOP 와

Tokyo

Electric사의

일본의

BWR

COPMA-I, COPMA-ll 둥이 존재한다.

(1) 서류절차서의 특정
원전의 절차서는 운전원이 발전소를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제어
행위를 실행하는 업무 지침이다. 서류 절차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단점을 지니

고 었다. 운전원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인쇄 당시에 결정

한 양식 이외에 다른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서류절차서의 양식은

action -detail

양식과

흐름도

양식의

두

종류인데，

국내

원전에서는

주로

ac디on-de떠il 양식을 사용하고 었다 (그림 3-7 참조).

action -detail

양식의 좌측에는 운전원이 취해야 할 행위를 일반적인 수준에

서 단계별로 기록하고 우측에는 각 단계에 관한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숙련된
운전원은 좌측의 단계만을 보고 곧바로 제어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
우에만 우측의 상세정보를 참조한다. 미숙련 운전원은 우측 상세정보를 더 자

주 참조할 것 이 다.

action-detail 양식 은 많은 공간을 차지 하므로 서 류 절차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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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비상

개정번효
01

번효

증기 과잉방출

개정일자 1

- 04

1998. 8.

6
예상반응

4.0
*1.

@

및

조치

블만족시

절
차
마음을 모두 수행하여 , ESOE
진단을 확인한다:

1.

조치

사고롤 찌진단(우선-02)하여，

다읍중 1 개의 철차서로 간다:

안전기능 상태점검 (5.이의

@

판정기준 만족 확인，

해당 벼강철차셔，

@ 회복철차서(회복-0 1).

@ 모든 S/G의 방샤능 분석 요청.
*2. 방샤선 비상계획서에 의한
벼강풍급 분류 및 방사선

3.

버상수행철차서롤 수행한다.
철차진행 확인 (6.이 흐름도에

사고발생 시각을 기룩한다.

*4 만약 가압기 압력 이 123.9

4. 만약 가압기 압력 이 123.9
kg/ar'A 이 하에서 SIAS 및

뼈iar'A 야하 이면， SIAS와 CIAS
동작을 확인한다 (첨부 8, 9).

CIAS가 동작되지 않았으면，

SIAS 및 CIAS롤
수동작동시킨다:

@ SIAS:

EF-HS-1 02A/ 102B/1 02C/1 020.
@

CIAS:

EF-HS-104N1 여B/104C/1040.

* 계속 수행 또는 비순차적 단계
〈그림

3-7: action-detaiI 양식〉

53

|

페이지

분량이

많아진다. 또 다른 단점은 당면한 상황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건너 뛰면서 읽어야 하므로 올바른 단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요하며 운전원이
절차를 따르기가 혼란스러운 점이다. 운전원들은 서류절차서를 한단계

한단계

짚어가면서 진행하기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진행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
나하나 종이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운전 정보를 두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흐름도 양식(그림

3-8

참조)은 운전원이 상황에 따라 중간에 건너뛰어야 하

는 단계가 많이 있는 절차의 경우에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였는지를 한 눈
에

알

수

follow-up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경우에

action -detail

하기가 불편하다. 하지만 흐름도 양식은 더

양식에서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한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불편하며， 상세 정보를 포함시키
기는

어려우며，

정보를

계층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Wieringa, 1991). 흐름도 양식이 서술형 양식보다 오류율이 낮고 성과도 높았
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서류절차서는 구체적인

상황의

경우에 따라서는 당면한 제어에

특성에

맞게

정보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재편성할 수

없으므로

없는 직무까지도 부과하는

경우가 었다.

(2) 전산화 절차서 의 특정
서류절차서가 갖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산화 절차서가 제안되고 있으
며

몇몇 원전에서는 이미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전산화 절차서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전에서의

전산화 절차서는 서류절차서처럼

action -detail, 흐름도의 두 가

지 양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서류절차서에서는 불가능한
표현할 수도 었다.

hypertext 양식으로

Hypertext 양식은 절차적 정보를 개별 단계간의 관계에 근

거하여 비선형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가능한데 운전원들이 관련 정보를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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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

모두 고장

고장 하나도 없음

부수

2-1

수행

CST수위 점검

늘

11%

2차계통 방사선 준위점검

종결 (go

〈그림

to

3-8>

비상-1)

흐름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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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3 수행 >

는 것이

가능하며

관련성이

적은 정보를 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는 없어졌다.

어떤 양식이든지 제한된 면적의 컴퓨터 화면에 절차서를 보여주게 되면 한 화
면으로부터 다음 화면으로 순항을 필요로 하는데 서류절차서와는 달리 순항의
경로는 원하는 만큼 많이 만들 수 있다.

또한， 전산화 절차서는 화면상에 보여주므로

flashing ,

동영상과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시선을 끌 수 있으며， 운전원의 탐지 및
감시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절차서의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공정 변수들을 화면에 같이 보여주어 공정변수가 설정치의 범위 내에 있

는지를 곧바로 확인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전산화 절차서를 고정적인 단계들로 구성하지 않고 당면한 발전소의 상태에

맞추어 불필요한 단계들을 생략하거나， 운전원의 선택에 따라 상세정보를 보여
주거나 감추는 등 유연한 절차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운전원이 취하
는 행위가 절차서에서

기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닐 때에 운전원에게 확인을 받

기 위해 운전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3) 전산화 절차서의 우려사항
전산화 절차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람직한 특성들이 제공하는 이점도 있지만，

새로이 제기하는 많은 우려사항들도 존재한다. 서류와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적
인 특징에 관하여 과거의 연구결과들올 정리해본다

상의

정보와 전자문서의

(0 ’ Hara, 1996).

정보를 눈으로 읽는 면에서는 화면에서

먼저 서류

얽는 속도가

느리고 피로는 더 많다. 매뉴얼의 정보를 찾는 실험에서도 전산화 매뉴얼이 사
용하기

힘들고， 속도가 느려

적은 숫자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했다. 하지만， 웅

답의 정확성이 높았고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미해군의 실험 참
가자들에게

미군기와 소련기를 식별하는 시험을 시험지나 화면을 사용하도록

했다. 시험지를 사용했을 때

recognition

test에 대한 자신들의 답에 더 많은 자

신감을 보였고 점수도 높았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서류자습서와 전자자습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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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연구에서도 전자 자습서를 사용한 참가자의 실험직무 수행 속도가 서류

자습서에

비해 느렸다. 이유는 윈도우 조작과 감춰진 화면상의 정보를 찾아가

는 순항 (navigation) 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화면의 크기에 따라 순항

의 단계 수가 영향을 받는데 화면의 크기가 작으면 단계가 늘어나서 성과에 악

영향을 미치는 점도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전산화 절차서가 서류절차서에 비해
성과가

낮았는데，

그

where you are in a

이유는

문서상의

위치 (sense

of location - knowing

document) 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순항(문서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이 쉽지 않았고 피로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운전원의 시선을 끄는 화면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도 주의를 요한다. 운전원
이

자신의

menta1

model 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선을 끄는 정보가 운전원의 논리적 사고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운전원이 복수의 절차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절차서간의
전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서류절차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각 절차의 진행단계
를 잊지

않기

위해 생각해

낸 여러 가지 묘수들을 전산화 절차서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전산화 절차서에서 계통이나 셜비에 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기능은 운
전원의 정보탐색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다. 전산화 절차서에서 제
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감시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면 전산화 절차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전산화 절차서의 표현 양식
이 운전원의 업무와 표시장치의 특성에 적합한 지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4) 전산화 절차서의 바람직한 방향
전산화 절차서는 운전원의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navigation

aid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Westinghouse사의 COMPRO는 운전원이 절차 진
행중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 두 단계의 요
약， 현 단계의 상세， 다음 단계의 요약을 보여준다. Ha1den 의 COPMA-II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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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어떤 특정을 갖는

navigation

aid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전산화 절차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류 절차서
를 backup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운전원이 어려움 없이 전산화 절차서와
서류절차서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절차서의 양식이
드는 것이

일관성을 갖도록 만

바람직하다. 절차를 구성하는 단계들의 특성에 따라 전산화 절차서

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고 서류절차서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므로， 절차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운전 업무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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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량형제어실의 정보표현 시각화 방안

건셜 계획중인 차세대 원전의 개량형 주제어실에서는 디지혈 정보기술을 기
반으로 대형화면과

CRT

같은 다양한 정보표시장치를 활용할 예정이다. 운전조

원들은 이 표시장치에 나타난 발전소의 가동 상황과 하위

계통， 각 설비들의

상태에 관한 다량의 정보들을 주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운전원이 새로운 f표1HHuman- Machine Interface) 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에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인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운전원들의 시각정보처리 과정과 정보처리의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정보표시
장치에 관련 정보들이 표현되어야 한다.

3.3. 1.

배경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개량형 주제어실은 종래의 주제어실과는 다른 획기

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차세대 원전은 발전된 디지털 계측 제어 기술과 정보기
술을 근간으로 발전소의 기술시스랩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계통들로 구성될 것
이다. 특히 개량형 주제어실은 미국의

Nuplex80+ ,

제어실과 마찬가지로 운전조와 기술시스템의

프랑스의 N4와 같은 신형 주

연계가 대형 표시판과 컴퓨터 화

면을 통해 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표시장치는 운전원 개인의 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운전조원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 역할

을 한다. 이와 같이 해외의 신형 주제어실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과

를 높이기 위해 디지럴 기술과 정보표시장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
전원이 새로운 f표U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인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보표시장치의

설계와 평가 시에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 고려할 사항은 제한된 표시공간에 보여주어야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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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량은 많다는 점과 운전원들의 시각정보 처리용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차세대 원전을 운영하는 운전조는 발전소의 안전과 성과를 위해 기술시스템
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필

요로 한다. 원전의 기술 시스템은 대규모 복합 시스템으로 다수의 하위 계통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계통은 수많은 설비와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기술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 계통， 설비， 장치에 관한 정보량은 엄청나게 많아
서 하나의 대형표시판과 몇 개의

CRT

화면으로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나타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표시장치에는 운전조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정
보들을 위주로 선택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조원은 표시장치에 표현된 정보들을 근거로 발전소의 상황을 인식

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찾아 실행하게 된다. 즉， 운전조원
들은 표시장치에 나타난 발전소의 가통 상황과 하위 계통
관한 다량의

정보들을 주시하여

데， 인간은 정보처리에

처리하면서

각 설비들의 상태에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있어 제한된 단기 기억 용량을 갖고 있으며， 표현된 많

은 정보 중에서 찾고자하는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 속의 정
보를 검색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었다. 그러므로， 제공해야 할 정보를 표

시장치에 어떻게 표현할 지는 운전원들이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특성과 인간의
정보처리 한계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정보표시장치에 표현되는 정보의 내용과 양식들을 분류하고， 운

전원의 시각정보 처리과정을 검토한 후， 시각정보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된
정보들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개발되는 개

량형 주제어실의 HMI를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3.3 .2. 주제어실에서 정보의 내용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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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원전에서는

방식으로 각 공정변수에

one-sensor-one-display

대해

일일이 표시하여 운전원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운전원은 이들 지시계
의 개별 값들을 얽은 후에 두뇌에 저장하고 있는

menta1

model을 가동시켜 계

통이나 설비의 상태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운전원이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지
시계를 만들고， 조작하기 편하면서 오류발생을 방지하도록 제어 장치를 만드는

것이

HMI 설계와 평가의 주안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운전원이 완벽한

menta1

model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필요한 물리적

시간과 주의를 요하며，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해독하고 계통이나 발전소의

상황올 판단하려면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량형 제어실에서는 상위 수준의 종합정보와

하위 수준의 개별정보2) 를 운전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 방식이 제안
되어 사용되고 있다. 종합정보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계통이 의도한 기능을 수
행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의도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를 의미한다 [B따ns

95J.
B따ns(95) 는 복합시스템올 위해 제안되거나 사용되는 11 가지 유형의 도면 3)

들올 제공되는 정보의

추상화 수준파 정보의

포괄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정보의

추상화 수준은 Rasmussen(1 985) 이

정의한 기능적

일반적

기능， 물리적

다섯

기능， 물리적

형태의

목적， 추상적

기능，

계층으로 구분하였고， 정보의

포괄성은 계통， 하위 계통， 장치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비교결과를 정리하면

<표 3-4> 와 같은데 하위계통이나 장치의 일반적 기능을 표현하는 도면이 가장

2)

Bums(95) 는

종합정보를

기능정보(functional

information),

개별정보를

물리정보(physical

information)라 칭 하 였다.

3) 공학적인 도면은 물론 그래프나 흐름도 같은 모든 유형의 도면을 총칭한다. 조사에 포함된 도
연은 mimic diagram, 추세 도표， overview display(Paulsen, 1996), mass data display(Beuthel , 1995),
ecological 인 터 페 이 스(Vicente， 1990), functional display(Goodstein, 1995)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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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음을 알 수 있다.

잃뿔훌
기능적 목적

겨|

하위 계통

통

XCiF

치

Mass-Data 도 면

Vicente EID 도면

KWU 도면

polar star 도 면

Mass-Data 도 면

Mass-Data 도 면

efficiency balance 도 연 Dinadis & Vicente 도 면 polar star 도 면
Vicente EID 도연
Goodstein GNP 도면

추상적 기능

Goodstein GNP 도 면

Dinadis & Vicente 도 면
KWU 도면

일반적 기능

Beltracchi 도 면

Beltracchi 도 면

Paulsen 도면

Paulsen 도면

Li nsay 도면

Li nsay

Vicente EID 도면

Vicente EID 도면

도면

Dinadis & Vicente 도 면 Goodstein GNP 도 면
Dinadis & Vicente 도 면
Vicente EID 도 면
mimic & video 도 면

물리적 기능

mimic & video 도 면
Dinadis & Vicente 도 면

물리적

형태

mimic & video 도 면

<표

3-4:

mimic & video 도 면

mimic & video 도 면

Burns 의 11 가지 도면 비 교>

Pederson (1999) 은 최근 연구에서 원전의 주제어실에서 정보표시장치에 표현

되는 다양한 도면들을 조사하여 도면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을 계량(공정변수，
상태지시계)， 물리적 항목(장치， 제어기)， 개념(상태， 공정운영， 기능， 목적)， 관계

<... .. .) ,

사건(진척， 순서)， 위치， 언어로 분류하였다. 또한， 정보의 형태를 실물상

(image) , 지도， 그래프， 구조도， 개념도， 상징기호， 문자로 분류한 뒤， 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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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로 적합한 정보의 형태를 대웅시켰다.

실물상

지도

구조도

개념도

•

계량

•

물리적 항목

그래효

•

• •

@
@

사건

위치

O

문자

@

•

•
•

개념

관계

상징기호

O
O

@

O

언어

•

- 좋음，@ - 보통， 0

@

O

@

•

O

-

나쁨

•

<표3-5: Pederson의 정 보 내용과 정 보 형 태 의 대웅>

Burns 와 Pederson 의

연구는 모두 정보표시장치에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개량형

정보를

이루어졌다. 하지만， Burns 의

제공하기

위해

표현되는 정보가 원전의

제어실의

운전원에게

필요한

비교는 바람직한 정보의

표시 체계나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며， Pederson 의 연구는 정

보내용과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정보 내용과 적합한 형태
를 대웅시키는 근거는 직관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원전의

안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전원 중심의 f표11를 제공하려면 먼저

정보표시장치에 표현해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내용에 따라 분류
하여 가장 적합한 표현 양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의 구성요소들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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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특성에 관한 정보들을 조직화하는 구성 체계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계통의

기능적

중심 으로 정 보를 구성 하는 기 능중심 구성 (function-based

특성과 작동 방식을

organization)

이 며, 다

른 하나는 운전원이 수행하는 업무 절차를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는 절차중심

구성 (procedure-based
기능중심구성은

기능에

기반하여

organization)

기술시스템의

이 다.

목표를 공학적으로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정보를 구성하므로 계통， 하위

입출력 정보 둥을 포함하며 원전에서는 계통도나

계통， 장치의
Il1lI11lC

diagram

수 있다. 기능중심구성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는 운전원이
하여

mental

구조와 관련성，

원리적

둥을 예로 들
지식을 습득

model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진단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절차중심구성

은 운전원이 절차서에 명시된 순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며

전산화 절차서를 예로 들 수 있다. 절차중심구성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업무절차에 따라 정형적인 패턴올 갖게 되므로 운전원이 훈련을 통해 익숙해지

면 인지적 부담이 적은 정보처리를 하게 된다. 기능중심이나 절차중심으로 조
직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하나의 도면에 묶어서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
게 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하나의 도면에 포함시키면 도면의 해독이 힘들어
지고 의사소통의 매체 역할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여러 도면에 정보를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Burns(95) 가 비교기준으로 삼았던 추상화수
준도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에는 각 도면을 정보표시장치에 표현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

도면의 정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의 양식은 무엇인지， 도면에 포함된 요소
정보 하나하나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다.
도면의

양식은 무수히

Lohse(1994) 의

많아서 도면의

양식을 분류하는 방식도 다양하지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전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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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 본다. Lohs e( 1994)

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도면의

발견하고 각 도면의

양식을 대개 11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특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107}지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원전에 적용가능한 도면의 양식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

7

가지 도면의 양식은 Pederson (1999) 이 분류한 도면의 양식과 거의 동일하여 그
대로 사용하고， 도면 특징은 원전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7가지만 채택하였다.

그런데， 특정 도면은 하나 이상의 도면 양식을 포함할 수 있다.
정의

도면 앙식

1, 2,
그래프

및 예제

3 차원의 형태로 크기률 표현한 도표

여1) 분포도， 막대 그래프， 파이 차 E ，

히 A 토그램， star 그래프， polar coordinate
단어， 숫자， 표식등율 보여주는 테이블

표

여1)

구조도

(structure diagram)
연관도

(network chart)
지

도

실물상

상징기호

pull-down 메 뉴

여1) 엔진구성도， 터빈 구조도

흐륨도

여1) 원전 건물 배치도
현실세계의 실물 또는 유사한 모습의 표상

여1) 건물청사진
실물， 개념울 대응시키는 상징적 기호
여1) 방사능표지

3-6:

계량성

비계량성

역동성

지리적 모습율 여러 유형으로 나타낸 그림

<표

공간성

시간성，

객체의 연관성울 표현

PERT,

계량성，

비추상성，

잭체의 정적인 구성울 표현

여1) 공정도，

도면 특징

공간성

전체성
추사
o서
t그’
비연속성

도면의 양식과 특징>

도면의 특정은 공간성(공간적 위치를 표현하거나 의미를 갖는지)， 시간성(시
간의 흐름이나 시점을 표현하는지)
적인지)， 연속성(표현하려는 값이

추상성(표현하려는 대상이 추상적인지 구체
연속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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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적인지)， 계량성(계량적 크기

를 나타내는지)， 역동성(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지 동적인 변화를 나타내는지)，

전체성(계통이나 설비， 장치의 전체를 나타내는지， 일부를 나타내는지)을 의미
한다.

도면에 포함된 요소정보를 시각화하는 과정은 다음에서 설명한다.

3.3.3. 시각정보처리과정을 고려한 시각화

운전원이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해하면 정보표시장치에

원전

에서 사용되는 많은 시각 정보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를 판단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인간의 지각과 인지

정 리 한다. (<그림

3-9

모형을 기본으로 시각 정보의

처리과정을

참조>)

초기처리

머IAIXI
조합

부호화

단기기억장치

지각

<그림

3-9:

장기기억장치

시각정보처리 과정>

운전원이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몇 단계를 거친다. 먼저 시각 자극원
이 갖는 모양， 각도， 색상， 길이， 기울기와 같은 시각원소 {visual p미nitive} 의 특

성을 탐지하여 시각 배열을 형성한 후， 요소특성들올 엮어서 부호화 (encoding)

과정올 거쳐 시각객체를 형성한다. 형성된 시각객체는 장기기억장치에 저장된
스키마 (schema) 중에서

대웅되는 스키마로 재인 (recognize) 된다. 스키마는 도면

(diagram) 에 포함된 기호나 규약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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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자극원에

포함된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이끌어간다. 이어지는 탐색，

조합， 분해 과정은 도면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과정이다. 때
로는 추가적인 탐문과 추론을 거쳐 도면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운전에 필요한 구
체적인 정보로 해석하게 된다. 탐문과 추론의

분량에는 이론적인 제한은 없지

만 단기기억장소의 제한된 용량으로 인해 어떤 정보는 도면으로부터 쉽게 추출

이 되고 다른 정보는 쉽게 추출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표

현하는 두 개의 도면이라도 도면을 보는 사람이 정보를 이해하는 정도， 즉 정
보전달력은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도면에

포함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탐문과 추론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면의 정보전

달력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때로는 도면에

포함된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정보이지만 탐문과 추론을 해야만 이해할

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주어진 정보

를 변환하는 정신적 노력을 해야하는 경우에， 정보의

형태를 변환시키는 정신

적 노력올 회피하기 위해 주어진 정보의 형태에 유리한 정보처리방식을 채택하
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업무에 적합하게 표현되지 않은 정보 형태

에 의존하는 정보처리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운전원이 내리는 판단과 결정에 악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각원소는 도면상에

상징적으로 부호화하여

들은 다른 시각원소보다 더 빨리 지각된다 (그림

표현된 것으로 어떤 시각원소

3-10

참조). 예를 들면， 질감

이나 색상은 동시에 감지되어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반면， 모양이나 포함관계는
순차적인 탐색을 거쳐 감지되어 처리된다. 시각원소는 최소한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 너무 작거나 너무 회미하면， 처음에 탐지될 수 없다. 어떤 시각원소는 물
리적으로 큰 값을 갖는 객체가 값이 작은 객체보다 빨리 탐지된다. 예를 들면，
크기가 큰 객체는 작은 객체보다， 색이 진한 객체는 열은 객체보다 빨리 탐지
된다. 객체와 배경의 대비가 강할수록 대비가 약할 때보다 빨리 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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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시각원소의 탐지〉

시각원소가 탐지된 다음에는 시각원소들올 식별해야 한다. 크기， 질감， 색상，

모양， 농도， 방향 의 차이가 의미를 지닌다. 객체들이 갖는 시각원소들간에 차
이가 너무 적으면 시각원소의 차이로 표현하려던 의미는 전달되기

어렵다. 특

정 집단의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상징기호는 다른 집단을 표현하는 기
호와는 상당히 달라야 식별력을 제공할 수 있다. 기호의 차이가 애매하면 해석

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소지가 높다. 인지처리시의 혼동과 오류는 유사한 시각
표식들로 인한 방해 때문에 발생한다.

어떤 시각원소들의 조합은 동시에 하나의 지각단위로 간주되어서 다른 조합
보다 빨리 지각된다. 한번에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지각단위의 수는 단기기억장

소의 용량을 결정한다. Gestalt 심리학자들은 일찍이 사람이 도형을 지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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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의 점， 선， 부호를 지각하기보다는 이들올 조합한 지각단위로 지각한다

는 사실올 발견하였다. 조합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원리들은 인접성， 유사
성， 연속성， 공통성， 폐쇄성， 중심과 배경의 분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접

성이란 공간적으로 인접한 시각원소들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지각 대상이 된
다는 것이고， 유사성이란 유사한 시각원소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하나의 지각

대상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 다양한 기술시스템의 계통과 설비들을

표현할 때，

Gesta1t 심리학의 조합원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 기 억 장치 (Working

Memory 또는 Short-Term Memory) 는 빠른 지 각과

정과 느린 인지과정을 중재하는 일시적인 저장 장치이다. 단기기억장치에 저장
간섭으로 소실되기도 하며

되는 내용은 유사한 정보의

지각단위이다. 도면에
에 도면의

네 개의 지각단위

용량은 대충 네

이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개의

있으면 한눈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제약사항으로 인해 다량의 정보를

포함한 도면이나 부호의 의미가 익숙하지 않은 도면올 해독하려면 기억을 더듬

는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식한 지각 단위와 의미를 쉽게

대웅시킬

수 있는 도면은 이해하기 쉬워 정보전달력이 높다.

도면에 포함되는 내용에

익숙하면 도면의 특정

시킬 수 있다. 도면의 내용이
으면 어떻게 처리할 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때로는 추론을 통해

예상과 달리

영역에

재빨리 주의를 집중

익숙하지 않은 기호를 포함하고 있

단서를 찾기 위해 순차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따라서，

기호화할 때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면의

특정

바랍직하다.

객체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할지라도 추론은

도면의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감소시킨다. 재탐색과 추론을 요구하는 도면은
운전원에게 훨씬 더 많은 인지적 노력올 요구한다.
장기기억장치는 영구적인

저장장소로 여기에

저장된 정보와 연결되면 해독

이 쉬워진다. 보통은 재인만 되면 연상 (association) 을 촉발한다. 재인이 정보를
해독하는 과정을 이끌기

때문에 도면의 각 부분은 기억된 정보와 쉽게 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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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특정
이해를 수월하게

도면에서

사용되는 기호와 관행에

관한 사전지식은 도면의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보통 좌측상단에서 우측하단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도면에 표시된 정보의 내용을 파악한다. 하지만， 특정한 유형
의 도면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옮기면서 해독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를 학습하여
습득한 사람이라면 우에서

화로 움직이는 공간적

이동 유형을 갖는다. 학습된

공간 유형과 달리 도면상에 정보를 배치하면 해독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
다.

Gestalt

심리학의 조합 원리와 인간의 정보 처리 특성， 지각에 관한 실험 연

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도면상에 정보를 표현할 때 정보의 특성에 따라 어느 시
각원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인 기준은 <표 3-7> 과 같다.
정량적 정보

순서적 정보

명목적 정보

위치

위치

위치

길이

농도

색상

각도

질감

농도

기물기

길이

질감

면적

각도

모양

부피

기울기

연결

농도

면적

포함관계

색상

부피

길이

질감

색상

각도

연결

연결

기울기

포함관계

포함관계

면적

모양

모양

부피

<표

3-7:

정보유형에 따라 고려할 시각원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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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은 명목적

정보를 표현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순서적

정보나 정량적

정보를 표현하기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종류를 구분하는 데
는 색상이

효과적인 시각원소이지만， 유량의

많고 적음이나 압력의 높고 낮음

을 표현하는 데는 색상보다는 길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4> 에 의

하면 시각 경보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기 위해 색깔을 사용하는 것은 별로 효과
적이지 못하며 농도로 구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모양도 명목적 정보를 표
현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순서적 정보나 정량적 정보를 표현하기에는 별로 효
과적이지 못하다. 두 가지 이상의 시각원소를 함께 결합하여 표현하는 것이 훨
씬 더 효과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시각정보처리 모형은 정보의 이해력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도면에 표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종래

의 제어실에서는 연계

계통의

knob t.t

제어판 같은 제어장치를 만들면서 물리

적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했지만， 개량형 제어실에서는 시각적 특성을 고려해
야 한다.

언뭇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보에 대한 시각원소의 선정을 달리 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현저한 차이를 가
져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표시장치에 표현되는 정보는 운전원의 정보처
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업무에 적
합한 구체적 정보에

주의를 끌도록 화면상의

정보가 위치한 pixel 에 우선순위

가 높은 시각원소를 배정하는 것이다. 정보표시장치의 정보를 운전원이 해독하
고 의사소통하기에 수월하도록 표시하는 것은 운전원의
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3.4. 시각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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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발전소의 성과

정보표시장치에

표현되는 다양한 정보를 운전원의

업무와 시각정보처리 과

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전에서 정보를 표시장치

에 어떻게 표현할 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시장치에 표현해야 할 정보를 파악하여 분류한다.

2.

선택된 정보들을 표현하기에 바람직한 양식을 설정한다.

3.

양식을 구성하는 항목의 정보 유형을 판단한다.

4.

정보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각 항목에 대한 시각원소를 배정한
다.

5.

전체적인 관점에서

양식에 포함된 정보를 제대로 표현하도록 항목간의 관

계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6. 의도하지 않은 모호성이나 간섭현상들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하여 수정한다.

향후 국내 개량형 제어실에서 사용되는 정보표시장치에 시각화 과정을 적용

하여 운전원이 해독하기 쉽고 운전원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도면을 보여주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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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보표시체계 평가방법 조사

위험이

램의

상존하여

안전성이

중요한 대규모 복합시스랩에서

연계는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간과 기술시스

개량형 원전에서는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VDU 와 대형화면을 포
함한 정보표시장치에 표시되는 다량의 다양한 정보가 운전원의 업무수행과 발
전소의 성과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운전원은 교육， 훈련， 경험올 통해 습득한 기능，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이를 활용하여 f표t1I를 통해 기술시스템을 운전한다. 즉， 1페u를 어떻게 만

들었느냐에

따라 운전원이

기술시스템을 운전하고 제어하는 방식이

결정된다.

물론， 인간은 적웅력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적요소를 제대로 고려하

지

않은 기술시스램도 운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실수/오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복합시스템올 운영하는 운전원이 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업무수행 과정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표시체계가
설계되어 구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량형 주제어실의 정보표시 평가 방안의 개발에 활용 가능한 평가 방법들

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NRC의

Interface Design Review

NUREG-0700 , Rev. 1 (Human-System

Guideline) 은 원전의 개발시에 인적 요소 측면에서 바

람직한지를 검토하는데 고려해야 할 지침들을 제공한다. 멘마크의
소에서 제안한

MOHAWC(MOdels of Human Activity at Work

RISO 연구

Context) 은 분

석적 평가와 경험적 평가를 보완적으로 실시하여 양립성 (compatibility

-

시스랩이

이해성

인간의

(understandability -

능력과

한계에

벗어나지

않는지

여부)，

기술

인간과 기술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가 있는지

여부)， 효과성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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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시스템이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지

여부)올 평가한다. Rouse는 양립성， 이해성， 효과성의 측

면에서 서류상의 평가， 부분-직무 모의실험 평가， 전범위 모의실험 평가， 사용
평가를 순서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한편，

GOMS 방법론은 C하d， Moran, & Newell (1 983) 이

NGOMSU Kieras, 1988) , CPM -GOMS (Jones , 1995) ,
둥으로 꾸준히

발전되어

분산형

제안한

이래로

GOMS( Min , 1999)

왔다. 이 방법들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개

량형 제어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의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부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는 개량형
경보시스뱀의

평가에

제어실의 정보표시체계 중 시각정보표시， 소프트 제어，
적용가능한 지침서

평가인 NUREG-0700과 전산화 절차

서의 평가에 적용가능한 분석적 평가인 분산형

GOMS

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3.4.1. NRC 의 NUREG-0700 Rev. 1

향후의 개량형 원전에서 컴퓨터와 디지털 제어 기술은 HMI 의 근간이 될 것

이므로 NRC 에서는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적극 활용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인적 요소 지침서를 보완하여 새로운 인적 요소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

여 제시하였다

(NRC , 1996). NUREG-0700 Rev.

1 은 3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l 권은 f표11 평가자가 인증을 주기 위한 평가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제 2 권은 HMI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평가하는

checklist의 형태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 3권은 평가지원 시스템의 사용
안내서이다.

이 지침은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실올 위한 지침서이지만 다른 산업에도 적
용될 가능성이 높다.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감시， 이상 상태 감지， 진단， 의사결

정， 대웅 방안 선택， 설행의 업무는 대부분의 복합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74

(1) l표，fi 평 가 과정
개량형 제어실에서 HMI를 평가하는 목적은 f표，fi를 사용하는 운전원이 안전
하고 효율적이며

신뢰성

높은 업무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술시스템의 f표n가 발전소의 안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는지 철저히 평가하기 위해 설계자 또는 개발자가 인적 요소의 문제들
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였는지를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f표，fi 설계 과정의 품질을 평가하여 f표，fi 설계물의 품질올 확보하자는 것이다.

HMI

설계 과정의 품질은 설계에

대한 품질개선 노력， 설계 검토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설계 검토 단계는 보통 계획-예비 분석-설계 검증-인적문제
해결로 구성된다 (<그림

@

3-11>

참조).

계획 단계

평가자는 설계 검토 계획이 목표， 범위， 검토 팀， 관리 과정
프로그램 둥이

및 절차， 기술

적절히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시 말하면， 셜계 검토의 이

유와 의도를 명시하였는지， 검토 대상이 되는 계통과 기능이 명확히 지정이 되
었는지， 검토 팀의 구성이 관련된 여러 분야의 기술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

는지， 팀원의 책임과 검토 일정올 적절히 관리하고 문서화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들올 갖추었는지， 이후의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들에 관한

기법과 도구들을 확보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예비 분석 단계

평가자는

HMI

설계 요건， 즉 운전원 성과와 HMI를 통해 수행되는 업무의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체계적

접근방법올 따랐는지를 평가한다. 예비

분석

단계는 발전소와 운전원 성과에 관련된 문서를 포함하는 운전 경험 검토， 때n
요건과 업무성과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시스램과 운전원의 기능 및 직무를
검토하는 기능 및 직무 분석

HMI

f표，fi 구성요소들의 특성과 기능 및 성능에 관한

특성 검토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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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HMI

설계 검토 계획

운전 경험 검토

예비 분석

기능 및 직무분석

HMI

HMI
HMI 설계

특성화

직무지원 검증

인간 공학적 설계 검증

V&V

| 통합 시스탱 타당성 겁토 |
해결방안 평가

인적문제

설계 개선 확인

해결방안

설계 개선 검증

<그림

3-11:

1표11 설 계 검 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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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표11 설계의

V&V

평가자는

설계에

HMI

단계

대한 V&V 에서

인적문제들이

적절히 파악되고 문서

화되었는지를 평가한다. V&V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여러 방
법을 동원해야 한다.

직무 지원 검증은 HMI가 모든 운전원의 업무상 요

HMI

건을 지원하는지를 검증하여 f표n 에
업무요건을 지원하는데 불필요한

의해

완전히

요소로부터

HMI

지원되지

않는 업무요건과，

인적문제를 파악한다. 인간

공학적 설계 검증은 HMI가 인간의 능력과 제한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를 검
증하여

인간공학적 지침에서

스템 타당성

벗어나는 항목들을 인적문제로 파악한다. 통합시

검토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위한 업무성

과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검증하여 업무성과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운전

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인적 문제를 파악한다.

@ 인적문제 해결 단계
평가자는 앞 단계에서

의

파악된 인적 문제들에

필요성을 점검하였는지， 심각한 인적

대해 중요성올 따져 수정조치

문제들에

수정조치를 취하였는지， 해결책을 실천한 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고안해

결과를 확인했는지를 평가한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적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은 제시되어야 하고 우

선순위는 낮게 책정한다.
중요성을 따지려면 먼저
조사하고， 인적 문제의

인적 문제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범위가 HMI 에

전체적으로 관련이 되어

인 사항인지를 분석하며， 개별 운전원의

있는 계통을

있는지 지엽적

업무 수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해 보아야 한다. 인적 문제 하나 하나의 영향은 물론 발전소의 안전과 성과에
누적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성을 따져 수정조치가 필요한 인적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그림 3-12> 에서

미치는 인적

문제는 1 순위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발전소나 운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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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안전성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인적

문제는 2순위로， 나머지 인적 문제는 기타로 분류한다.

인적문제

범위， 1표n 구성요소
계통， 운전원 기능

없음

<그림

3-12:

인적문제 분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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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평가 지침
지침서는 특정 HMI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정보

표시 (infonnation
력 장치

display) ,

상호작용 (user-system

(process control and input devices) ,

(ana1ysis and design aid) ,
계 (workplace

interaction) ,

공정 제 어

경 보(머따ms) ， 분석

의 사소통(inter-persona1

및

및 입

설 계 도구

작업 장 설

communication) ,

design) , LCS (Ioc a1 control sta디on) 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데 종래의 제어실과 개량형 제어실에 대해 적용되는 지침들을 구분하지는 않았
다.
정보표시

section은 일반지침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지침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세부적인 항목은 도면 양식 (mimic display 와 추세도표)，
도면 양식의 구성요소(이름표 OabeI} ,

icon ,

상징부호 (symboI)， 색상， 문자， 코드)，

자료 품질 및 갱신율， 표시장치 (VDT와 대형화면)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상호작용 section은 운전원과 연계시스템간의 상호작용에

한다. 대화 양식(버려og

fonnat -

관한 지침을 제공

메뉴， 직접 조작， 명령어)， 순항， 화면 제어， 정

보 입력， 시스템 메시지， prompt에 관한 지침과 상호작용을 통해 입수한 자료
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무심코 자료를 지우거나 변경， 컴퓨터 중단

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권한이 없는 사람의 접근으로부터 셜정치와 같은 자료
보호)에 관한 지침도 제공한다.

공정제어 및 업력장치 section은 자료 입력， 대화 유형， 화면 제어， 자료 조
작， 시스템 반웅시간에 관한 지침과 화면-제어간 통합에 관한 고려사항을 제공
한다.
경보

section은

processing) ,

경보

조건의

선택，

설정값의

선택，

경보

처리(머따m

경보의 여과 및 억압을 통한 가용성， 경보정보 표시의 구성， 코드，

경보메시지 내용 같은 독특한 면， 경보 제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분석 및 의사결정 section은 운전원의 상황분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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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도구들에

대해 설명， 모의 설비， 바람직한 상호작용 특성 동의 기능척 요

건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의사소통 section은 말하기와 메시지를 준비하고 수신자를 지정하며

전송하

여 수신하는 운전원간에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통신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작업장 설계 section은

console, 작업대， 지시판， 가구， 제어실 배치， 제어실

환경(온도， 환기， 조명， 소음)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LCS

section은 이 름표， 지 시 계 (gauge, 계 량기 ,

제어， 설비 접근， 제어실 밖의 직원과의 의사소통，

value point indicator) , LCS
환경에 관한 지침을 제

LCS

공한다.
이 지침들은 기존의

침 들은

NRC

지침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된 기존 지

NUREG-07oo, -0800, /CR-5908, /CR-6105 , /CR-6146

근거 원칙은 16가지로 네 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표

3-8

이 며 , 지 침 들의

참조).

일반 원칙은 종사자 안전， 인지적 조화， 생리적 조화， 설계의 간결성， 일관성
을 포함한다. 종사자 안전은 부상의 위험이나 위해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조화는 운전원이
는 의미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발전소의 목적에 부합하

발전소에의 친숙성을 유지하여

업무부담의 수준

이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생리적 조화는 인간의 생리적 특성， 즉 시각적/청각적 지각， 생체 역
학， 운동 통제 둥의 특성을 고려하여 f표u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설계의 간결성은 기능과 직무의 요건에 일치하면서도 가장 간결한 f페u 일 것을

요구하며， 일관성은 f표11， 절차서， 훈련시스템간에

완벽한 일관성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1 차 직무 설계 원칙은 운전원이

공정을 감시하며

결정을 내리고 제어하는

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며， 상황인식， 직무 조화， 사용자 모델 일치， 요

소의 구성， 논리적/명시적 구조， 적시성， 제어/표시 조화， 피드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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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칙

원

-;I
「

종사자 안전
인지적 조화
생리적 조화

일반

설계의 간걸성

일관성
상황 인식
직무 조화
사용자 모델 조화

요소의 구성

1 차 직무설계

논리적/명사적 구조
적시성
제어/화면 조화

피드백
인지적 부담

2 차 직무설계

반응 부담

유연성
직무지원

사용자 안내

및 지원

오류 허용 및 통제
L -________

<표

3-8: NUREG-0700

상황인식은 정확한 정보가 신속히

지침서 근거 원칙>

재인되어

쉽게

해독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직무 조화는 운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직무에 적합
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표U의 모든 요소는 운전원의

men ta1

모

델과 일치해야 하며， 요소의 구성은 운전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중요성，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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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 사용순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HMI 의

모든 면에서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반영해야 하며， 화면이나 제어 정보는 업무나 기능과의

관련성이 분명

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운전원의

인지적

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화면 표시는 자료 업력이나 제어 요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계통의 상태， 허용 가능한 조작， 오류 복구， 위험한 조작 동에 관해 유
용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2차 직무 제어 원칙은 운전원이 기술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원칙으로 인지적 부담과 동작 부담을 포함한다. 운전원이

머릿

속에서 변환시키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는 형태로 정보를 제시하여 인지적 부담

을 최소화하라는 원칙과 운전원이 최소한의 동작으로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원칙이다.

직무 지원 원칙은 유연성
포함한다. 유연성은 운전원이

사용자 안내 및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오류 허용 및 오류 통제를

위해 가장 편리한 형태로 화면

이나 제어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운전원에게 필요한 도
움을 제공하는 도우미

기능이 사용하기 편하고 상황에 맞게 제공되는 것이

바

랍직하며， 운전원이 실수로 잘못 조작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여파를 시스템에
서 차단하거나 원천적으로 운전원의 실수를 방지하는 방지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침서는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체계 중 시각정보표시， 소프트 제어，

경보시스템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데， 각 세부지침올 준수했는지를 평가하려
면 지원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3.4.2. 분산형 GOMS 에 의한 평가
(1) GOM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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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평가방안인 GOMS 는

는

여러

육체적，

정신적

@ 달성해야 할 목표 (Goals) ， (î) 인간이 수행하

활동인

조작자 (Operator) ，

@ 조작자의

조합

방법

(Method) , @) 통일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 사이의 선돼 규칙
(Selection Rules) 의 4가지 개 념 을 이 용하여 모델을 만든 후 분석 한다. GOMS
모텔은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술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가
알아야 하는 지식을 모형화한 것이다. 즉
스탬이 요구하는 ‘ how
GOMS 는

C하d，

주어진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술시

to do it knowledge ’를 표현한 것이다.
Moran과

Newell[1983] 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K.ieras [1 988] 둥이 모형 구축에 필요한 규칙과 용어를 단순화하고， 모형 구축을
용이하게

하며

1표n의

성과를

유용한

수량적인

형태로

예측할

수

있는

NGOMSL(Natural GOMS Language) 을 개발하였다. 그 후 ]ohn [1 995] 둥은 지
각， 인지， 운동 단계와 같은 개인의 세분화된 정보처리 과정이 병렬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모형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Cognitive-Perceptual-Motor

CPM-GOMS

GOMS) 를 발표하였다.

GOMS 의 특징은 @ 평가자가 직무 분석 후에

GOMS 평가를 시작할 수 있

으며， (î) GOMS는 사용성의 개념 중 절차적 측면만을 표현하며，@

GOMS 모

텔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GOMS群은 모두 개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절차적 지식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이들 GOMS 群은 개인의 수준에서 분석하기에는 적합하나 그룹이
협동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그룹의 수준에서 분석하기에는 부적합하

다. 예를 들면， 어떤 구성원이 현재 수행하여야 할 조작자는 다른 구성원의 업
무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그룹의

리더는 각 구성원의 하위

업무 수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수행할 업무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GOMS 群은 이러한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에 포함
시키지

않았으며， 이들 구성원 사이의

업무 분담의 균형성이나 인지적 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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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 동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복합 시스템에서는 그룹이 협동으로 기술시스

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룹의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f표11 평가 방
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 주제어실에서의 f표11 평가 방식은

개인의 인지는 물론 그룹 차원에서의 인지과정을 다루는 인지의 사회적 분산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DGOMS 의 개발

DGOMS
첫째，

모형은 기존의 GOMS 모형에 크게 두 가지를 추가하여 확장하였다.

운전원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대화

조작자

(comrnunication operator) 를 추가하였다. 둘째， 두 사람 이상이 각자에게 할당
된 하위

업무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산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병렬성을 추

가하였다.

DGOMS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1) 완전한 그룹모형을 작성한다: 이것은 그룹의 의사소통과 조정능력이 완전
하여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서로의

그룹에 부과된 업무에
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perfect comrnunication and coordination)

수퍼맨이

그룹

생각을 항상 완전히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NGOMSL 방법을 적용하여 GOMS 모형을 작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업무
를 분해하는 과정을 너무 세분할 필요가 없으며， 최하위

단계의

업무를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해하면 된다.

2)

업무를 할당한다: 앞에서 작성된

GOMS

모형에서 최하위 수준의 조작자

에 대해 수행 주체를 할당한다. 수행 주체는 대부분 그룹의 구성원이지만

때로는 자동화된 설비도 수행주체가 될 수 있다.

3)

개인별 수행 모형을 작성한다: 앞에서 각 주체에게 할당된 업무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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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관계를 고려하여 각 주체별로 수행하는 업무를 배열한다.

4)

수행 주체와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CPM-GOMS

지는 업무들의 수행 주체가 바뀌면 의사소통이

모형을 작성한다: 이어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주체간(inter-agent) 대화 조
작자를 추가해야 한다. 수행 주체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업무를 동시에 수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업무의 선후 관계나 제약 조건 둥의 의존 관

계를 고려해야 한다. 업무간에는 강제적인 선후관계나 편의상 만들어진
선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전혀 서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들 업

무간의 관계를

5)

CPM-GOMS

모형을 작성하여 나타낸다.

각 개인에게 할당된 최하위 업무에 대해 기존의 GOMS 를 적용한다. 업무

의 특성을 고려하여

NGOMSL

또는 CPM-GOMS 를 적용한다.

5- 1) artended process 이거나 병렬성이 없는 업무인 경우에는 NGOMSL
모형을 작성한다: 이제 각 최하위
전형적인

NGOMSL

5-2) automated

업무는 한 agent가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방법을 적용하여 모형을 작성하고 분석한다.

process 이거나 병렬성이

있는 경우에는

CPM-GOMS

모

형을 작성한다.

6)

단계 5 에서 작성한 각

GOMS

는 종래의 NGOMSL 이나

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CPM-GOMS

분석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학

습시간을 추정한다.

7)

그룹의 수준에서 분석올 수행한다: 그룹 전체의 수준에서 실행 시간， 업무
부담의 균형성， 그룹 평균 인지부하와 인지부하의 균형성을 추정한다. 아

울러， 각 개인별 실행시간 중에서 대화시간과 업무 수행시간이 차지하는

시간의 분포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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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GOMS

기법들

DGOMS

CMN-GOMS

NGOMSL

CPM-GOMS

분석 수준

개인

개인

개인

그룹

모델 구조

순차

순차

병렬

병렬

요소조작자

외부 조작자

외부 조작자 외부 조작자

τtrjT
ETE

내부 조작자

내부 조작자 내부 조작자

외부 조작자
내부 조작자

대화 조작자
수행시간

수행시간
인지부하

수행시간

평가변수

학습시간

인지부하
학습시간

수행시간

수행시간의 분포
업무부담의 균형성

일관성

인지부하의 균형성

<표 3-9: 기존 GOMS 群 과

첫째， 분석 수준의 측면에서 기존의

DGOMS

l

비교>

GOMS 기법들은 모두 개인의 업무 수행

에 관한 인지적 과정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기존

GOMS 기법들은 개별 운전

원의 인지 과정올 분석하기에는 적합하나 원전과 같은 대규모 시스템에서 운전

원 그룹이 협동에 의해 운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그룹 인지과정을 분석하
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비해 DGOMS 는 그룹의 차원에서 그룹을 형성하는 개
인 인지 과정의 상호 의존성을 표현하므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복합
시스템에서

그룹이

협동하여

기술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둘째，

모텔

구조

측면에서

NGOMSL은 조작자들이
GOMS 는 조작자들이

기존의

GOMS

기법들중

순차적으로만 수행되는 구조를 갖고

CMN-GOMS 와
있지만， CPM-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CPM-GOMS 는

개인 내에서의 분산 인지를 인정하고 인지를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 시스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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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스템， 인지시스템， 운동 시스램이

있어

병렬적으로

여러

세부

업무를

독자적인 기억과 처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지고

모텔을

구성한다.

DGOMS 는 개인 내에서의 분산인지를 물론 인정하면서 인지의 사회적 분산， 즉
두 사람 이상이

각자에게 할당된 하위

업무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산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병렬성을 추가하였다.

셋째， 기존

GOMS

기 법들은 모두 외부 조작자 (extem려 operator) 와 내부 조

작자<intema1 operator) 의 두 가지 종류의 요소 조작자를 가지 고 있다. 외 부 조
작자는 지 각 조작자 (perceptua1 operator) 와 운동 조작자 (motor operator) 로 구
성되며，

내부

조작자는

(control operator),
operator) ,
타내 기

방법의

두뇌 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기 억 장치 를

필요로

하는

흐름제어

기억

조작자

조작자 (memory

평가를 위해서는 더 이상 분해할 필요가 없는 복잡한 인지과정을 나

위해

평 가자가

정 의 한 조작자 (ana1yst-defined operator) 로

DGOMS 는 외부 조작자와 내부 조작자를 물론 포함하며 운전원간에

구성 된다.
이루어지

는 의사소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대화 조작자 (communica디on operator) 를 추가

하였다. 원전과 같은 대규모 시스템에서 운전원 그룹에 의해 공동 업무를 수행
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운전원간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었다. 예를 들면，
발전과장은 운전

절차에

따라 운전원들에게

‘증기

발생기의

압력을

확인하

라’ 는 지시를 내리고 증기 발생기의 압력에 대한 보고를 받는 둥 대화를 나누

는데， 이런 대화도 업무의 일부이므로 이를 대화 조작자로 표현한다.
넷째， 기존의

GOMS

기법들 중 CMN-GOMS 와 CPM-GOMS 는

HMI

평가

시에 개인 수준에서의 수행시간을 측정 변수로 삼고 있으며， NGOMSL은 수행
시간을 포함하여

인지부하， 학습시간， 일관성

정도를 측정

변수로 삼고 있다.

DGOMS 는 개인 수준에서 실행시간， 인지부하， 학습시간을 포함하여 개인 업무
수행 시간의 분포(의사소통 시간과 실행시간의 비율)를 추가하였으며， 그룹 수
준에서 그룹의

업무 수행시간， 업무 부담의 균형성과 인지부하의 균형성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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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수로 추가하였다. 그룹의

업무 수행시간은 모든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

한다면 단순히 구성원의 업무 수행시간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업무가 병

렬적으로 수행된다면 핵심 경로 (critica1 path) 를 찾아 수행시간을 계산해야 한
다. 아울러， 적절한 업무 할당은 그룹 구성원의 업무 부담과 인지 부하를 균형
화시켜 편차를 줄이고 그룹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3)

DGOMS 의 적용 가능성
현재의 서류절차서는 운전조 전체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지

대해서만 만들어져

있고 운전원 개인에

않다. 서류절차서에 대해 DGOMS 를 적용한 경험으로

비추어 전산화 절차서에도 DGOMS 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전산화 절
차서에서는 서류절차서에 없었던 운전원 개인에 대한 절차서를 만드는 것이 그

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절차서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실시하고， 운전조에 대한 절차서에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DGOMS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GOMS 분석을

GOMS 분석 결과를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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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평가지원시스템 요구사항 파악

개량형 주제어실의 정보표시평가를 위해 지침서에 의한 명가를 하든지 분석
적 평가를 하든지 원활한 평가를 하려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평가지원시스
랩이 제공하는 잇점은 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평가 기초자료의 확보， 평가기

술 및 지식의 축적， 평가자간 지식의 공유 및 전파 퉁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인지공학적 지식과 평가 경험을 갖춘 숙련된 평가자라도 상위 수준의
평가 기준은 쉽게 기억하지만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의 근거자료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평가의 근거자료를 들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평가하

기도 어려우며， 평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잡무와 평가자료를 관리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만만치

않다.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기준과 근거를 찾아내어 평가에 반영하기가 수월해져서 평가 업무의 효율
이 높아진다.
평가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평가자는 지원시스램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평가에 투입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 훈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과 같이 반복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조

직에서는 평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시켜 평가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평가기
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원시스램이 제공해야 할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근거 자료의 축적 기능
- 축적된 자료를 필요시에 손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능
- 모델 베이스를 구축하고 모텔 편집 및 기존 모텔 재활용 기능
-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기준과 평가자료의 제시 및 셜명 기능
- 평가 결과를 편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
- 평가 방법론을 학습할 수 있는 자습서 및 도우미 기능

89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지원시스템을 사

용하여 평가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평가자료가 축적되어 평가 결과의 정확성
이 높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neura1 network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적절히 설계
하여 실무적으로 활용가능한 수준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축적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경로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평가자가 적은 인지적 노력으로 평가에 필

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평가자가 명시적으로 모델을 작성하거나 지원시스템이

평가자를 위해 모델

을 생성하거나 모델을 저장하는 모델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야 모댈의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평가 결과를 설명할 때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이나 자료에

대한 자료원이나

참고 문헌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저장해야 할 정보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질 우려도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의 자료원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가 평가의

결과물인 평가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지원시스템을 사용

하면서 추출하거나 분석했던 정보들을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편집 또는 재구성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필요가 었다.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명가자가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평가
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자습서와 도우미 기능을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다.
NRC 에서는 이미

량형

제어실의

지원시스템을 구현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개

설계와 평가를 위해 KAIST에서 지원시스뱀의 prototype을 설

계하였다. 두 가지 지원시스템 모두 지침서에 의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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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크 명세

직무사혜 절명
벤치마크
벤치마크

I

2

벤치마크 3

l

l

、---’’’’/

‘
/-------‘

l

사용자 시율혜이션

、，
Ill--/

r-------

4

I

1

、，
Il---/

/-------‘

I
l

l

l
l
l

I

l

I

l

GOMS

l

모렐

I

GOMSL

명가자---

방법

‘‘

‘‘
‘‘
‘‘

평가/해석기

방법 라이브러리

‘‘
‘‘
‘‘
‘

‘‘
‘‘
‘‘

‘‘
‘

‘

기술시스햄

행위설명

<그림

3-13:

GLEAN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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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적측도(학습시간，일관성)
·동쩍측도(실행시간，업무부하)

나무모델구축기

방법관리기
절차서

조작차관리기

나무모텔

학
일습관성시，간
보

방법선택

고

순차모텔

서

생성기

개인

실행시간하，
순차모텔

작

인지부

성

기
그룹
실행시간，

CPM모렐 구축기

대

편차

화

조작자

CPM모텔

<그림

3-14:

지원시스템의 개선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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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적

평 가지 원

도구로서 는

NGOMSL 의

제 안자인

Kieras

둥(1995) 이

GOMS 분석을 simulate 하기 위해 만든 GLEAN 이 있는데 그 구조는 <그림
3-13> 과 같다.

DGOMS 분석적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DGOMS 지원시스랩은 모델
작성기와 모텔 분석기로 구성되어

완하여 개선된

DGOMS

있다 (민대환，

1999).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

지원시스템의 구조를 <그림 3-14> 와 같이 고안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원시스템의 구조는 모렐 구축기， 모델

DGOMS

분석기， 보고서 작성기를 기본으로 하며 이들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모댈베이스를 필요로 한다.
모델 구축기는 나무모텔 (tree

modeD

작성기， 순차모텔 (sequence

modeD

생

성기， CPM모텔 작성기를 포함한다. 나무모텔 작성기는 나무모델 편집기， 방법

관리 기 , 조작자 관리 기 로 구성 되 며 , 방법 template와 조작자 template를 저 장하
고 있는

model

base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순차모댈 생성기는 선택규칙에

관한 자료를 입력받으면 나무모델로부터 자동으로 순차모텔을 생성하게

CPM모텔 작성기는 CPM모텔 편집기

된다.

대화조작자 관리기로 구성되며 대화조작

자 database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모텔 분석기는 나무모델 분석기， 순차모델 분석기，

CPM 모텔 분석기를 포함

하며 분석에 사용할 자료들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분석결과를 평가자에게
제시하고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기를 포함해야 한다.

향후에는 GOMS 평가 지원 시스템의 가장 최근 버전인 GLEAN3를 입수하
여 분석하고 DGOMS 지원 시스램의 기능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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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당해 연도의 연구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체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엄청난 시
간과 노력， 인지공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 제어실의 운전

경험과 발전된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개량형 제어실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의 진전， 디지털 방식
의 정보 표시 및 제어， 운전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시스뱀의 도업이라는 점

올

방식의

들 수

있다.

그 중

(visual infonnation

디지털

며splay) ， 소프트제 어 (soft

스템의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보여주는 대형판넬 (Large
다.

소프트제어는

manipulation

터치

다르다.

체계는 크게

시각정보표시

전산화 절차서 , 경 보시

control),

있다. 시각정보표시는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Display PaneD과 여러 개의 CRT 화면으로 구성된
스크린이나

컴퓨터에

연결된

직접조작

device) 를 통해 발전소의 설비나 장치들올 조작하여

으로 기존의 제어실에서는
는

정보표시

전산화

hard

절차서는

장치 (direct

제어하는 것

제어반의 단추나 레버를 조작하여 제어 방식과

일부 (Nuplex80) 에서는

채태하지

않고，

일부 (N4，

CANDU둥)에서는 채택하고 있다. 기존 제어실에서는 정상 업무， 비정상 업무，
비상 업무에

관한 서류 절차서가 비치되어 운전원의

업무 수행시에

절차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산화 절차서는 서류 절차서와 같은 내용을 컴퓨터에 저
장하여 보여주는 수준부터

절차서의

각 단계를 수행하면서

직접

제어

장치를

조작하는 수준까지 매우 광범위한 기능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원전들도 각양각색으로 전산화 절차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보시스템
은 경보의 남발을 방지하고 긴급 경보와 덜 심각한 경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별적으로 경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표시 체계
를 구성하는 시각정보표시， 소프트제어， 전산화 절차서， 경보시스랩， 각 항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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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펼요로 한다는 점올 파악하였다.
둘째， 개량형 제어실이 종래의 제어실에 비해 발전된 디지털 정보기술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만 그에

대한 우려사항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종래의 제

어실이 가졌던 f페rr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무턱대고 디지털 기술로 대체해버

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동화의 진전은 원전의 운영에 있어 인간의 관여
를 줄여 인력을 절감하고 인적 오류의 발생올 줄일 수 있다는 예상에서 이루어

졌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기술시스
템의 복잡도가 현저히 증가하여 기술시스템 자체가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존
재하고， 운전원과 기술시스램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하여 운전원의 기술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퇴화활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제 발생시에 운전원의 문제

해결능력을 감소시키며 기존의 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인
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디지털 방식의 정보 표시 및 제어는 기존의 아날
로그 방식의

통합하여

계기나 제어판을 대체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정보를

대형판넬과

CRT

화면에 보여주어 감시와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한다. 따라서， 기폰 제어실보다 육체 노동의 비중올 줄어드는 반면， 인지

적인 정신 노동의 비중이 높아져서 운전원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
원은 각종 정보표시장치와 지원시스램이 제공하는 많은 양의 정보를 기반으로

발전소의 상황을 감시하면서 문제를 감지하여 진단하고 해결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운전원이 정보를 입수하고 처리하는 방식과 운전에 필요한
지식이 기존 제어실의 운전과는 상당히 달라져서 제어실의 인간-기계 연계 평
가에

있어

인지공학적 측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발전된 정보기술을 활

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운전원 지원시스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산화 절차서는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원전도 있지
만 아직까지
가지

유보하는 곳도 있다. 전산화 절차서는 서류 절차서에

장점을 제공하지만， 서류 절차서가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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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단점도

비해

여러

있다는 점을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어서， 국내 원전의

전산화 절차서를 평가하기

위해 중점

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차년도의 연구에서는 평가 대상의
범위를 전산화 절차서로 설정하고， 평가 방법론을 고안할 예정이다.
셋째는

GOMS

방법론 자체가 진화하면서 정교해지고 있어서 GOMS를 확장

한 DGOMS 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점과

HMI

평가 대상에 따라 DGOMS 를 적

용하고 DGOMS 로 평가할 수 없는 특성에 대한 평가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이다.

DGOMS

평가 기법은 그룹이 기술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펼요한 절차적 지식올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DGOMS 는 운전원의

개인적 인지 과정을 포함하면서 그룹을 형성하는 개인 인지 과정의 상호 의존
성을 표현하여 그룹 전체의 인지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DGOMS 는 그룹올 형성
하는 개인의 인지적 부담 (cog띠디ve load) 이 균형화 되었는지， 인간 시스템의 모

든 구성원간에

적절한 업무 할당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전산화

절차서를 평가하는데 적용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DGOMS 로

HMI

의 모든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산화 절차서는 매체가 VDU 또는 대형화면 같은 정보표시장치이므
로 서류 절차서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형식과 구조로 운전원에게 제시될 수

있다. DGOMS 로는 전산화 절차서의 절차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서의
내용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시각원소들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표시의 시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넷째， 개량형 제어실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평가에 엄청난 시
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f페U평가 작업의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평가 지원시스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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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 방안에

대해

개괄적인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불가측 상황에서 중요한 운전원들의

menta1 모텔

과 f표11 특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불행히도 해외 원전의 개량형 주제어실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가질 수

없어서

개량형

원전의 HMI 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았으나 다행히 KNGR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의 시작품을 접해 볼 수는 있었다.

셋째， 종래의

제어실에

적용해 본

DGOMS 평가 방안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량형 제어실의 안전성 평가에 직

접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분산인지 이론을 적용하여 GOMS 를 확장해서 정립한 DGOMS 평
가 방안을 개량형 제어실에서 전산화 절차서를 평가대상으로 제한하여 적용하
고자 한다. 아울러， 인간의 시각 정보처리 특성올 고려한 정보표시의 시각화 방
안을 제대로 고려하여 전산화 절차서가 개발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KNGR의 설계안이 개량형 제어실에 대해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방

법으로 설계과정에서 대웅책을 고려했는지， 그래서 우려사항올 불식시킬 수 있

는 f뻐U를 갖추고 있는 지를 명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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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며도

본 연구에서는 당해 연도에 개량형 제어실의 정보표시 평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량형 제어실에서 활용하는 정보표

시 방안들을 수집하고， 정보의 표시 체계와 방식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결과 차세대 원전 주제어실의 정
보표시 체 계 는 크게

시 각정 보표시

(visual information display) ,

소프트제 어

(soft

controD , 전산화 절차서， 경보시스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외의

개량형 제어실에서의 인간-기계 연계 방식을 조사하며， 기존 제어실

과 개량형 제어실에서의 연계방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하
였다. 방문 조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문헌 조사를 통하여 프랑스 EdF사의
미국 ABB-CE사의

Nuplex80+ ,

일본의

APWR

N4 ,

둥의 연계 방식과 국내의 기존

제어실과 KNGR의 개량형 제어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개량형

제어실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사하여

정보표시

평가 방법을 도출하

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개량형 제어실은 대형화면과

VDU 퉁의 정보표시 장치를 많이 사용하므로 운전원의 시각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시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시각 원소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량형 제어실의
하며 새로운

HMI

HMI 평가를 위해서는 인지공학의 이론적 지식이 풍부해야
기술에 관련된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런 인적 자원이 희소한 국내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스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NUREG-0700에 의한 지침서 평가를 지원하는 지원시스램， 분석적 평가
기법인 NGOMSL 의

제안자가 개발한 GLEAN 시스템을 조사해보고 DGOMS

평가지원 시스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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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연도에 설정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
력하였으며， 개량형 제어실의 다양한 f페u 에 대한 평가에 드는 벼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평가 대상을 전산화 절차서로 설정하여 본 연구의 최종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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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기술중의 하나로 개량

형 제어실에서의 삐M 의 평가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개량형 제어실에서 많이
활용되는 정보표시체계를 구성하는 시각표시장치， 소프트제어， 경보시스템， 전산화

절차서에 대한 평가 방안을 조사하는 연구이다.
당해 년도에 기존 주제어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론적인 기반을 세우고，
향후에는 그 바탕 위에서

개량형 주제어실의

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므로

인간-기계 연계를 평가하는 방법

연구 결과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평가 방안의 개발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향

후 북한이나 중국 둥의 국가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외공신력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보 표시 시각화 방안은 개량형 제어실의

HMI

평가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대형화면에 보여주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정보
의 내용과 운전원의 시각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정보를 표시하는데 어떤

시각 원소를 사용할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
부분의 산업 조직에서 가동하는 대규모 복합 시스뱀에서도 정보표시 장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각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
상된다.

선진국 개량형 제어실의 자동제어 시스템， 시각표시장치， 소프트제어， 경보시스
랩， 전산화 절차서에 대한 우려사항들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KNGR의 주제
어실에서 이러한 우려사항들에 대해 대웅방안을 마련한 과정과 결과적으로 도출된
HMI가 원전의 안전과 성과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원전에서 최신의 HM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DGOMS 와 같은 분석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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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한 가지

예로 서류절차서는 문서로 작성되어 발전과장이 문서를 보

면서 한 단계씩 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었다. 향후의 차세대 원전에서 발전된

HMI

기술을 채용하여

영향을 미칠
CPS 에

것인지

적용하여

전산화 절차서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사전에

평가해

보아야

한다. DGOMS 를 차세대

어떤

원전의

그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른 예를 들면，

기술 시스템의 자동화가 진행되어 주제어실의 운전원 수를 감축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DGOMS 를

적용하여

운전원

개인과 그룹의

업무 부담과 인지

평가해 보고 운전원의 감축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101

부하를

제

6 장 참고문헌

민대환， 구상회， 안원영， 유영신， (1 997) , 인간-기계 계통 평가기술 개발，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민대환， 구상회， 안재민， 유영신，

(1998) ,

인간-기계

계통 평가기술 개발(II)， 한

(1999) ,

인간-기계 계통 평가기술 개발 (ill) ，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민대환， 구상회， 안재민， 유영신，
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제어실 셜계에 대한 인지 인간공학적 평가， (1 999) , 한국전력공사 차세대원
자로 기술개발사업단.

Barnes V. , P. Desmond, C. Moore, ]. M. 0 ’ Hara, Preliminary Review
Criteria for Eva1uating

Computer-Based Procedures , BNL Technic a1

Report, E2090-T4-2-9/96, 1996.
Boy , Guy A., "Cognitive function
safety-cri디ca1

an려ysis

for human-centered automation of

systems" , Conference proceeding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265 - 272, 1998.
Bums, Catherine M. , and Kim ]. Vicente, Physic a1 and Functiona1 Displays
in Process Supervision and Control, Technica1 Report CEL 95-11 ,
Cognitive Engineering Laboratory, University of Toronto, 1995.
C하d，

S. K., Moran, T. P. , and Newell , A., (1 980) , The Keystroke-Level

Model

for

User

Performance

Time

with

Interactive

Systems.

Communications of ACM , 23(7).
Card, S. K., Moran , T. P. , and Newell , A., (1 983) , The Psychology of
Human

-Computer

Interaction.

Hillsda1e,

Associates.

102

NJ:

Lawrence

Erlbaum

Carter, R. ]., Advanced Control Room Design Review Guidelines: Integration
of the NUREG-0700 Guideline and Development of New Human-System
Interface Guidelines , Oak Ridge Nation a1 Laboratory, ORNL/TM-13414,
1997.
Chambers , D. and Reisberg , D. , (1985) , Can Menta1 Images Be Ambiguous?
Journa1 of Experimenta1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Vol. 11 , pp. 317-328.
Cleveland, W.

S. , The Elements of Graphing

Data, Monterey, CA:

Wadsworth Publishing , 1985.
Cole, M. and Engestrom , Y., (1993) , A Cultura1-Hi storica1 Approach to
Distributed Cognition, in S a1omon G. Ed., Distributed Cognitions Psychologica1

and Educationa1 Consideration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ndestad, T. and Meyer, P. , (1 993) , GOMS Ana1ysis as an Eva1uation Tool
in Process Control: An Eva1uation of the ISACS-1 Prototype and the
COPMA System, Technica1 Report HWR-349, OECD Ha1den Reactor
Pr，이 ect，

Ha1den , Norway.

Gibson, ]. ]., (1979) , The Ecologica1 Approach to Visua1 Perception, New
York: Houghton Mifflin
Hutchins , E., (1 995a) , Cognition in the Wild, MIT Press , Cambridge,
Massachusetts.
Hutchins , E. , (1 995b) , How a Cockpit Remembers its Speeds, Cognitive
Science, V0 1. 19, pp.

265- 잃8.

John , B. E. and Kieras , D. E. (1 995) , The GOMS
Techniques ,

Working

Paper,

F때ily

CMU-CS-94-181 ,

University.

103

of An a1ysis

Camegie-Mellon

John , B. E. and Kieras, D. E. (1995) , Using GOMS for User Interface
Design

and

Evaluation:

Which

Technique,

Working

Paper,

Carnegie-Mellon University.
John , B. E. and Gray , W. D. , (1 995) , GOMS Analysis for Parallel Activities ,
Tutorial Notes , CHI, 1995 (Denver, Colorado) , ACM.
Kieras , D. E. and Polson, P. G. , (1 985) , An Approach to the Fonnal

Analysis of User Complexity, Intemational Joumal of Man-Machine
Studies, vol. 22.
Kieras , D. E., (1 988) , Towards a Practical GOMS Model Methodology for

User Interface Design, Handbook of Human Computer Interaction. M.
Helander, (ed.). E1 sevier.
K1 einmuntz , D. N. , & Schkade, D. A., Infonnation Displays and Decision

Processes , Psychological Science, 4(4) , pp. 221-227, 1993.
K1einmuntz, D. N. and Schkade, D. A., (1 993), Infonnation Displays and

Decision Processes, Psychological Science, Vol. 4(4) , 221-227.

J

L하kin ，

H. and Simon, H. A., (1 987) , Why a Diagram is (sometimes)

Worth Ten Thousand Words , Cognitive Science, Vol. 11 , pp. 65-99.
Lohse , Gerald L., Daihwan Min, and Judith Reitman Olson, Cognitive
Evaluation

of

System

Representation

Diagrams,

Infonnation

&

Management, Vol. 29, pp. 79-94, 1995.
Lohse, Gerald L., Biolsi, K.,

W머ker，

N. , and Rueter, H. , A Classification of

Visual Representations , Communications of the ACM , 37(12) , pp. 36-49,
1994.
M하T，

D. , (1982) , Vision: A Comput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Human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Visual Infonnation, Freeman.

104

McCleland, ]. L., Rumelhart , D. E. , and the PDP Research Group(Eds.) ,
(1 986) , Par떠1el Distributed Processing: Exploration in the Microstructure

of Cognition, volume 2, MIT Press.
Mi n ,

D머hwan，

S. Koo , B. Kim, and Y. H. , ]ung , Distributed GOMS: An

Extension of GOMS to Group Task , Proceedings of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Tokyo, ]apan, Oct. 1999.
Newell, A. and
Cliffs , N]:

S피lon. ，

H. A., (1972) , Human Problem Solving. Englewood

Prentice-H머1.

Newell, A., (1 990) , Unified Theories of Cogn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Nonnan , D. A., (1988) ,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 New York:
Basic Books.
Nonnan , D.,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 New York:Basic Books ,
1988.
Novick, David

G. ,

"Using

the

cognitive

w a1kthrough

for

operating

procedures" , interactions: 6(3) , pp. 31 - 37, May. 1999.
NRC,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 Process and
Guidelines, NUREG-0700 Rev. L Vol. 1, 1996.
NRC,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 Process and
Guidelines , NUREG-0700 Rev. L Vol. 2, 1996.
NRC,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 Process and
Guidelines, NUREG-0700 Rev. L Vol. 3, 1996.
0 ’ Hara, ]. M. , Stubler, W. F. , and Higgins , ]. c., Hybrid Human-System

Interfaces: Human Factors Considerations, BNL Report ]6012-T1- 4/96,
l앉꺼5.

0 ’ Hara, ]. M. , Wachtel, H. , and Persensky ]., Advanced Al ann Systems:

Display and Processing Issues, BNL Technical Report, 1995.

105

Paulsen, ]. L., Dynamic Overview Displays for Process Plants, Proceedings
of Cognitive Systems Engineering in Process Control, CSEPC 96, Kyoto ,
Japan, pp. 79-84, 1996.
Pedersen, Chr. Rud, Information Types
Proceedings

없ld

Mapping in Process Displays,

of Seventh European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Approaches to Process Control , pp. 3-8, 1999.
Pi따‘er，

S. , A Theory of Graph Comprehension, in R.

Fre어le，

(ed. ) Artifici a1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Testing ,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990.
Posner, M. 1. and Snyder, C. R. R., (1 975) , Attention and Cognitive Control,
in R. Solso (Ed.) , Cogni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Third Loyola
Symposium, New York:Winston.
Rasmussen , J. , The Role of Hierarchica1 Knowledge Representation in
and System Management, IEEE

Decision Making

Transactions

on

Systems , Man, and Cybernetics , SMC-15, pp. 234-243, 1985.
Rasmussen , ]., and Vicente, K. ]., Ecologic a1 Interfaces: A Technologica1
Imperative

in

Systems?,

High-Tech

Internation a1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2, pp. 93-110, 1990.
Rasmussen, ]., Pejtersen, A. M. , and Goodstein, L. P. , Cognitive Systems

Engineering , John-Wiley , 1994.
Roberts ,

J.

(1 964) ,

The

Self-Management

of

Cultures,

in

W.

Goodenough(edJ Explorations in Cultura1 Anthropology: Essays in Honor
of George Peter Murdock, McGraw-Hill.
Stubler, William F. , and 0 ’ Hara, John M. , "Human Factors Cha11enges for
Advanced Process Control", Annual Meetings of the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Philadelphia, Sep.2-6 1996.

106

Stubler, William F. , and 0 ’ Hara, ]ohn M. , "When Soft Controls Get
Slippery: User Interfaces and Human Error" , Proceedings of the 42nd
Annual Meetings of the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1998.
Suchman , L. A., (1 987) , Plans and Situated Actions - The Problem of
Human Machine Commun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ckens,C. D. , (1992) , Engineering Psychology and Human Performance,
Harper Collins Publisher Inc. , NY.
Wieringa, D. R., and Farkas D. K., "Procedure Writing Across Domains:
Nuclear Power Plant Procedures and Computer Documentation" , ACM ,
1991.
Zhang ,

J and Norman, D. ,

(1 994) ,

Representations in Distributed Cognitive

Tasks , Cognitive Science, Vol. 18( 1), pp. 87-122.
간lang ，

].,

(1997) , The Nature of External Representations in Problem

Solving , Cognitive Science, Vol. 21(2) , pp. 179-217.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