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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3-screen multi-function console development method using ergonomic design approach. 
Ergonomically designed console has the advantage of decreasing operator fatigue and increasing concentration by 
providing better readability, operability and convenience. For this, thirty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for 
3-screen multi-function console design. Ergonomic standards of console design were used to establish experiment 
design and to eliminate incompatible results with ergonomic standards. Subjects evaluated the nine predefined 
placements of displays and asked to place the display and controllers in order to use comfortably. As a results, 
total 18 design criteria including displays and controllers placement wer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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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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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은 전투체계, 소나체계, 항해체계 및 통신체계  

등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며 각 체계에서 수집 및 처

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전투

체계는 센서 및 무장체계를 통합/통제하고 표적관리, 
위협 평가, 무장 할당 및 교전 수행 등 함정의 두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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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전투체계 다기능콘솔은 실시간으로 처리된 전술정

보를 전시하고, 센서 통제, 전술상황 감시, 전술화면 

편집, 무장 할당 및 무장 통제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운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전투체계의 주요 장비

이다.
  다기능콘솔은 최근 컴퓨터 성능의 발전으로 더 많

은 정보 처리 및 기능 통합이 가능함에 따라 한 대

의 다기능콘솔에서 복합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

다. 다기능콘솔은 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 및 운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전시기 및 운용

자조작기로 구성되며 이는 운용의 복잡도를 높이게 

된다.
  최근에는 군용 장비 연구 개발시 운용자의 피로도 

감소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

다. 다기능콘솔의 경우, 운용자의 디스플레이가 놓여

지는 위치나 기울기가 중요하며 불편한 자세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게 될 시 목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1] 또한 운용자와 디스플레이간의 거리

에 따라 눈의 피로도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

졌다.[2] 이에 따라 다기능콘솔의 인간공학적 접근을 

통한 해결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 사용자

의 신체적 조건과 특징을 고려하는 인간공학적 접근

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간공학 분야는 이론적 연구뿐 아니라 실제 제

품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관련 규격도 각 국가별/국제적으로 재정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및 규격은 정의된 

분야가 한정적이고, 외국인의 신체 특성을 기반으로 

정의되어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제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실 사용자를 기반으로 인

간공학 데이터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신체특성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현재 개발 중인 함정 전투체계의 3
화면 다기능콘솔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인간공학 분야의 개념에 대

해 2장에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3화면 다기능콘솔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과정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인간공학적 설계 개념 및 활용

  인간공학은 인간과 시스템간에 신체적·인지적·감성

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인간의 특성, 
능력, 한계 및 요구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학문으로 

1920년대 길브레스(Gillbreth) 부부의 동작 연구와 공장 

경영에 대한 연구가 시초이다. 이러한 인간공학은 사

람과 시스템간의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상호작용을 

제공함으로서 시스템에 대한 사용성, 안전성 및 감성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다[4].
  인간공학은 현재 민수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항공기 개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자동차와 항공기는 운행간 보여지는 

시야 및 계기판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장치 및 각종 

버튼의 조작 등이 이뤄짐에 따라 인공공학을 적용함

으로서 불편한 자세 및 장시간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

용자의 피로, 판단 오류 및 조작 실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제조사는 개발 시점부터 인간공학

을 고려한 접근방식을 통해 운용자의 가독성, 조작성 

및 편의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연구 및 설계 적용을 

진행하고 있다.
  인간공학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국가

별 또는 국제적으로 규격을 발표 및 제정되고 있다. 
한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영상표시단말기

(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독일은 독일 표준

화 위원회에서 ‘Display work station’을 지정하였으며 

국제표준화기구는 ‘ISO 9241 Part 3 : Visual display 
requirements’를 지정하여 작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작

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규격 적용분야의 제한성 및 국가별 신체 치수 

및 특징이 상이함에 따라 규격상의 치수를 그대로 적

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간공학 관련 규

격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 사용자를 대

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실 제품 환경, 실험실 환경에서 실 사용

자 또는 유사한 신체조건을 가진 평가자를 통해 실험

을 실시하고 인간공학적 설계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인간공학적 설계 기법은 극단치 설계, 조절가능 범

위 설계, 평균 대상 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극단치 

설계는 최소 또는 최대 집단값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대부분의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하는 것으로 출입문과 통로의 높이 산정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조절가능 범위 설계는 사용자가 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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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범위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신체에 적합하

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의자높이 조절

범위 산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균 대상 설계는 앞

의 2가지 설계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신체치수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기초로 설계하는 기법이다.

3. 3화면 다기능콘솔의 인간공학적 설계

  함정 전투체계의 다기능콘솔은 실시간으로 처리된 전

술정보를 전시, 센서 통제, 전술상환 감시, 전술화면 편

집 및 무장 할당/통제 등의 임무 수행하며 운용자와의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핵심 장비이다. 따

라서 기존의 인간공학 규격 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공

학적 설계기법을 활용하여 장시간 운용에도 효율적이며 

불편하지 않은 다기능콘솔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1 인간공학적 콘솔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

  인간공학적 3화면 다기능콘솔의 설계를 위해 Fig. 1
과 같이 총 6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

계인 인간공학적 설계 적용범위 결정은 인간공학적 

설계가 필요한 다기능콘솔의 상세 품목 및 항목을 결

정하는 단계이다. 3화면 다기능콘솔은 Fig. 2와 같이 

크게 전시부, 운용자조작부, 콘솔 하부로 구성되며 인

간공학적 설계가 필요한 부분을 전시기 외곽, 전시기 

화면위치, 조작기 위치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다기능콘솔에 적용 가능한 인간공학 규격 분석이다. 
세 번째 단계는 주 운용자 성별 및 연령대 결정을 통

해 실 운용자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운용

자의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신체조건이 크게 달라지

며, 평가 데이터의 신뢰도도 좌우된다.
  앞에서 설명한 사전 세 단계가 완료되면 한국인 신

체조건 분석 단계가 진행된다. 이 단계는 평가 진행 

시 식별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기능콘솔의 최외곽 

치수가 결정되며 실험에 사용될 평가용 소프트목업의 

크기가 결정된다. 다음 단계는 실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및 평가 실시 단계로 평가자 모집, 평가항

목 식별, 평가용 소프트목업 제작등과 같이 평가에 필

요한 사항 준비 및 인간공학 평가를 실행한다. 최종적

으로 진행된 실험 결과에 대해 분류 및 분석하고 3화

면 다기능콘솔 설계에 적용 가능한 인간공학적 설계 

가이드를 도출한다.

Fig. 1. Process of ergonomic console design

Fig. 2. Shape of 3-screen multi-function console

3.2 인간공학 관련 규격 분석

  인간공학 관련 규격 분석은 미 군사규격[5]을 포함한 

국내/외 규격을 기준으로, 다기능콘솔에 적용할 수 있

는 인간공학적 기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의 기준은 3화면 다기능콘솔의 인간공

학적 평가의 실험수준 결정에 활용되었으며, 특히 머

리회전각도와 시야각은 부적절한 3화면 전시기 위치를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평가용 소

프트목업의 운용자조작기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 뿐 아

니라 운용자조작기 위치의 제약조건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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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rgonomic standards for console design

구분 개요 출처

적정 화면거리

330 mm ~ 700 mm
500 mm ~ 700 mm

  400 mm 이상
500 mm

 700 mm 이하
350 mm ~ 750 mm

[5]
[6], [7]
[8], [9]

[10]
[11]
[12]

좌우 eye rotation의 범위 -35° ~ 35° [5], [13]

양안으로 색을 구분 
가능한 범위

-60° ~ 60° [13]

일반적인 시야범위
(viewing angle) -30° ~ 30° [13]

편하게 머리를 
회전하는 범위

-45° ~ 45° [13]

최대 머리 회전 범위 -60° ~ 60° [5], [13]

좌우 총 시야각 -95° ~ 95° [5]

화면과 시선의 각도 90° [5]

키보드 경사각 0° ~ 15° [8]

키보드 높이
30 mm 이하
35 mm 이하

[8]
[14]

키보드 손/손목 지지공간 6.5 mm ~ 16 mm [8], [14]

트랙볼  볼크기 75 mm ~ 150 mm [5]

트랙볼 표면각도 45° 이하 [5]

중앙에서 트랙볼까지 
거리

0 ~ 400 mm [5]

데스크 끝에서 
트랙볼까지 거리

120 mm ~ 250 mm [5]

트랙볼 주변 여유공간
좌우 100 mm 이상,
뒤쪽 50 mm 이상

[5]

조이스틱 두께 6.5 mm ~ 16 mm [5]

조이스틱 길이 75 mm ~ 150 mm [5]

조이스틱 이동각도 45° 이하 [5]

중앙에서 
조이스틱까지 거리

0 ~ 400 mm [5]

데스크 끝에서 
조이스틱까지 거리

120 mm ~ 250 mm [5]

조이스틱 주변 여유공간
좌우 100 mm 이상,
뒤쪽 50 mm 이상

[5]

3.3 한국인 신체조건 분석

  한국인 신체에 적합한 다기능콘솔의 외측 치수를 

결정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의 ‘Size Korea’ 데이터

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Size Korea’에서 제공하지 않

는 신체부위 치수는 관련 신체부위 데이터를 기반으

로 추정하였다.
  ‘Size Korea’의 데이터 검색 기준은 함정의 실 운용

자가 부사관이며, 여성 운용자 비율이 낮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남성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령

은 부사관의 일반적인 정년 연령대를 고려하여 20~53
세로 설정하였다.
  ‘Size Korea’를 통해 식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기능콘솔의 전시기 높이와 콘솔 하부 깊이에 대한 검

토를 진행하였다. 전시기 높이와 콘솔 하부 깊이는 대

부분의 운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각각 평균치 대상 설

계원칙과 극단치(99분위) 설계원칙을 적용하였다.
  다기능콘솔의 전시기 높이는 다기능콘솔 활용 목적 

상 운용자가 착석하여 운용하므로 수식 (1)를 활용하

여 운용자 시선높이를 결정하고, 전시기 화면의 중앙

이 Fig. 3의 ‘Normal Line of sight’와 ‘Preferred zone for 
frequently used displays’ 영역 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전시기 높이를 설정하였다.
  Fig. 4에 따라 앉은 눈높이 (A)와 앉은 오금높이(B)
의 합으로 운용자 시선높이를 결정하였으며, 평균 신

체치수와 신발높이 20 mm를 적용하여 약 1,258.37 mm
로 결정할 수 있다.

운용자 시선 높이

     = 앉은 눈높이(A) + 앉은 오금높이(B) (1)

Fig. 3. Range of sigh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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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Anthropometric data for calculating the 

display’s height

  다기능콘솔 하부 깊이는 수식 (2)와 Fig. 5에 따라 

결정하였다. 운용자조작부와 몸통 간격은 안전보건공

단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약 83.59 mm로 결정하였

다. 다기능콘솔 하부 깊이는 대부분의 운용자를 수용

할 수 있도록 극단치(99분위) 신체치수를 반영하여 약 

418.16 mm로 결정되었다.

콘솔하부 깊이(D)
= 앉은 엉덩이 오금 수평(B) + 발 직선 치수(C)
   - (벽면 몸통 두께(A) + 83.59 mm) (2)

Fig. 5. Anthropometric data for calculating the lower 

part of console

3.4 인간공학적 평가 진행

  인간공학적 평가 진행 단계에서는 다기능콘솔 설계

에 관련성이 있는 규격과 한국인 신체조건 분석을 기

반으로 3화면 다기능콘솔의 상세 규격을 결정하기 위

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는 주 운

용자 성별 및 연령대 결정 단계에서 식별된 사항을 

기반으로 선별하였다. 평가자 수는 중심극한정리(표본

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n ≥ 30), 모집단의 분포 유형

과 관계없이 표본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름)의 

정규성 가정을 기반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30명이 

참여하였다.[15] 또한 평가자의 나이 및 신장은 실 운용 

부사관의 나이와 신장조건을 고려하여 고르게 분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총 30명의 평균

연령은 34.6세(σ = 8.2), 평균신장은 170.9 cm(σ = 3.8)
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인 남성의 약 40백분위에 해

당하는 신장이다.
  평가에 활용한 소프트목업은 실제 3화면 다기능콘

솔과 유사한 운용환경을 재현하여 평가결과의 신뢰

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전시기와 터치용 판넬PC는 

실제 장비와 동일한 해상도 및 크기의 LCD모니터와 

태블릿PC를 사용하였으며, 화면은 실 전술화면을 적

용하여 각 기호 및 글자에 대한 가독성에 대한 평가

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치된 중앙과 측면 

전시기는 시야거리를 각각 3수준(500 mm, 600 mm, 
640 mm)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조작기

는 실제 운용 중인 장비와 동일한 형태와 크기로 제

작하였으며, 평가자가 자유롭게 구성품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3화면 다기능콘솔 평가용 소프트목업은 Fig. 6과 같

으며, 각 구성품의 위치 변경 및 조절이 쉽게 가능하

도록 가벼운 폼 소재를 사용하였다.

Fig. 6. Soft-mockup fo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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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공학적 평가 수행은 평가자가 각 전시기 위치

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운용자조작기 위치

를 운용자조작부에 자유롭게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진행자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

가자에게 평가목적, 진행과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전

달하였으며, 평가자 신체치수 측정을 통해 평가자 선

정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시기 위치에 대한 평가는 Table 1의 규격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 전시기와 측면 전시기까지 

시야거리를 각 3수준(500 mm, 600 mm, 640 mm)으로 

설정하여 총 9가지 전시기 위치를 평가하였다. 평가자

별 평가조건 순서는 랜덤한 순서로 제시하여 학습효과

(learning effect)를 최소화하였다. 각 전시기 위치조건

에서 측면전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자의 목 회전

각도를 측정하고, 신체적 불편함, 인지 용이성, 만족도

에 대해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으로 가장 적절한 전시기 위치

를 설정하도록 하여 최종 전시기 위치와 각도를 산

출하는데 활용하였다. Fig. 7은 목 회전각도를 객관적

으로 측정하기 위해 머리에 표시한 표식을 이용하여 

목 회전각도를 상부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Fig. 7. Measurement of neck rotating angle

  전시기 위치를 설정한 후, 운용자조작기 위치와 팔

거치공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자에게 각 

조작기의 사용용도와 빈도를 설명한 후, Table 1의 규

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조작기 위치

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작기의 위치는 운용자쪽 콘

솔모서리 중앙을 기준으로 조작기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운용자조작기의 위치는 운용자조작기 사용용도 및 

기존 다기능콘솔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

인 몇가지 사전규칙을 설정하였다. 터치판넬 PC와 키

보드는 특정 손 사용에 구속 받지 않는 점 및 양손 

사용 측면을 고려하여 콘솔의 중앙선 상에 위치하도

록 하였으며, 조이스틱과 트랙볼의 위치는 기존 다기

능콘솔과의 운용 친숙성을 고려하여 조이스틱은 키보

드의 좌측, 트랙볼은 키보드의 우측에 위치하도록 하

였다. 키보드는 기존 규격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편한 

기울기에 대해서도 측정하였다. 스위치조립체의 경우

는 평가 진행시 한쪽 방향에 한해 평가를 수행하였으

며 실 반영되는 위치 데이터는 스위치의 기능 특수성 

및 수량을 고려하여 좌우측 대칭을 고려한 배분을 통

해 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위치 사이간격는 미 군

사규격[3]에서 제시하는 가이드 범위내에서 따르도록 

하였고 조작기 조작에 편리하며 콘솔 착석 시 불편하

지 않도록 팔거치 공간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Table 2. Experimental criteria for console design

평가 폼목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전시기

• 중앙/측면 

시야거리

• 화면 기울기

• 평면 각도

• 눈에서 화면 

중앙까지 거리

• 화면 기울기

• 중앙/측면 전시기가 

이루는 각도

운

용

자

조

작

부

터치판넬

PC

• 위치

• 기울기
• 위치: 운용자쪽 

콘솔모서리 

중앙(0,0)기준 상대적 

위치(x, y) 측정

• 기울기: 콘솔 상판과 

이루는 각도

• 간격: 스위치 사이 

간격

조이스틱 • 위치

트랙볼 • 위치

키보드
• 위치

• 기울기

스위치 

조립체

• 위치

• 기울기

• 간격

데스크

• 몸통 너비

• 팔거치공간

• 몸통너비: 콘솔상판  

돌출부 사이 최소거리

• 팔거치공간: 콘솔의  

돌출부 깊이

콘솔 하부
• 기둥 사이 

간격

• 콘솔 하부 양측 기둥 

사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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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간공학적 설계가이드 도출

  인간공학적 설계가이드는 인간공학 평가 결과를 기

반으로 전시기와 운용자조작기 위치/각도 및 다기능콘

솔의 추가 외형 치수를 도출하였다. 수집된 평가 결과

는 분산 분석을 활용하여 동일집단 여부를 판단하였

으며, post-hoc test로 Duncan grouping을 실시하였다.
  목회전 각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8과 같으며, 중앙

전시기 시야거리가 500 mm일 때, 측면전시기 시야거

리가 500 mm와 600 mm인 경우에는 목회전각도가 60° 
이상 발생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ost-hoc 
test 결과를 그래프 하단에 표기하였다(α = 0.05).

Fig. 8. Result of neck rotating angle

  주관적 신체적합도 평가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으

며, 총 5가지 전시기 위치가 기타 조건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α = 0.05).

Fig. 9. Result of subjective posture comfort level

  중앙전시기의 인지용이성은 시야거리(500 mm, 600 
mm, 640 mm)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전시기 시야거리와 전시기가 이루는 평

면각도 사이의 상관계수가 0.84(α = 0.01)로 나타나, 평

면각도가 커질수록 측면전시기의 인지용이성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 Result of subjective cognitive easiness level

  만족도는 중앙전시기 시야거리보다 측면전시기 시야

거리가 같거나 먼 경우에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

내었다(α = 0.05).

Fig. 11. Result of subjective satisfaction

  전시기의 최종 주관평가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도

출되었으며 Fig. 8~11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Table 3의 결과가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3. Results of display placement

평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중앙전시장치 시야거리 603.3 mm 41.6

측면전시장치 시야거리 646.2 mm 36.9

평면각도* 42.6° n/a

화면 기울기 4.2° 4.2

* 전시기별 평균값 위치 시, 측정된 평면각도



이재호 ․ 윤상영 ․ 김현실

192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3권 제2호(2020년 4월)

  조작기 별 설계가이드는 설계상 공간 제약 및 유동

성 측면을 고려하여 범위로 도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터치판넬PC의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인지용이성, 가

독성, 만족도는 증가

- 조이스틱과 트랙볼은 정상작업영역인 400 mm 이내

에 위치

- 스위치조립체는 정상작업영역 밖에 설치할 수 있지

만, 운용자와 스위치 사이 최대 거리는 최대작업영

역 600 mm 이내에 위치

  조작기 위치에 대한 평가자 별 결과는 Fig. 12에 나

타내었다.

Fig. 12. Placement distribution of input devices 

  전시기, 운용자조작기 및 다기능콘솔 외형에 대한 

인간공학적 설계가이드는 3.3장에서 도출된 다기능콘

솔 외측 설계치수와 인간공학적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했으며 다기능콘솔 설계상 공간의 제한성 및 유연성

을 고려하여 1σ의 여유범위를 각 항목별로 반영하였

다. 최종적인 다기능콘솔의 인간공학적 설계범위 가이

드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다기능콘솔 인간공학적 설계범위 가이드

는 다기능콘솔에 대한 운용 및 편의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격실 상부에 장착되는 대형화면전시기의 

전시정보에 대한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기능

콘솔 위쪽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기능콘솔 외측 

치수를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기능콘솔 인간공학적 설계범

위 가이드는 적용하고자하는 다기능콘솔의 운용개념, 
목적 및 환경에 대한 설계범위 가이드의 적용 유효성

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이드의 

참조 및 수정되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 제

약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다기능콘솔 설계는 해당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장비 운용자의 피로 누적과 운

용의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간공학적 접근의 

재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Table 4. Ergonomic design guide for console

평가 폼목
평가 항목

(단위)

설계가이드

(～)

전시기

중앙 시야 거리(mm) 561.7 ~ 644.9

측면 시야 거리(mm) 561.7 ~ 644.9

화면 기울기(°) 0 ~ 8.4

평면 각도(°) 37.2 ~ 48.0

운

용

자

조

작

부

터치 

판넬PC

위치(mm) (0, 47.4 ~ 417.0)

기울기(°) 25.4 ~ 50.0

조이스틱 위치(mm) (-296.7 ~ -235.3, 
164.4 ~ 281.2)

트랙볼 위치(mm) (282.6 ~ 342.0,
150.0 ~ 283.6)

키보드
위치(mm) (0, 96.2 ~ 166.2)

기울기(°) 5

스위치

조립체

위치(mm) (-570.2 ~ 407.0,
100.4 ~ 292.0)

기울기(°) -0.6 ~ 44

스위치간 간격(mm) 13

데스크
몸통 너비(mm) 최대 740

팔 거치 공간(mm) 50 ~ 160

콘

솔

전시기 높이(mm) 최대 1258.7

하부
깊이(mm) 최소 418.2

기둥 사이 간격(mm) 최소 1,260

4. 결 론

  함정 전투체계의 다기능콘솔은 복합 임무 수행에 

따라 운용자와의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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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장비로서, 특히 장시간 운용시에도 피로 누적과 

인적 실수가 적어야 하는 장비이다. 현재까지 2화면 

콘솔에 한정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확대된 복합 임

무 수행에 적합할 수 있는 3화면 다기능콘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였다.
  본 연구는 다기능콘솔 관련 국내외 규격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인간공학적 분석 프로세스을 기반으로 

실 운용자의 연령 및 신체조건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3화면 다

기능콘솔의 장시간 운용에 따른 신체적 불편함을 최

소화하며, 보다 정확한 운용이 가능한 다기능콘솔 설

계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

기능콘솔 설계 가이드는 실 장비를 통한 검증 및 보

완을 통해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며 한국 다기능콘솔

의 기준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간공학 설계 가이드는 3화면 

다기능콘솔 뿐 아니라, VDT 화면과 다양한 조작기가 

존재하는 장비 설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운용기기 설계 시에 인

간공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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