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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차량 및 건설기계는 차체 구조물에 의해 발생되는 차폐 영역에서

출현하는 장애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는 ISO5006에 의해 최소한의 시야성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ISO5006에서는 양안 중 한 눈으로 사물이

인식 가능하면 가시 영역으로 판단하는 Ambinocular 기준으로 가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Ambinocular 기준으로 가시 영역을 판단할 경우

양안 모두에서 사물이 인식 가능할 때 가시 영역으로 판단하는

Binocular 기준이나 단안으로 사물이 인식 가능할 때 가시 영역으로

판단하는 Monocular에 비해 넓은 영역을 가시 영역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시야성 검증에 사용되는 가시 영역

판단 기준인 Ambinocular의 적절성 여부를 고찰하기 위해

Ambinocular 고유 가시 영역에서의 사물 식별 성능 및 사물 식별에

필요한 인지 부하를 Binocular 및 Monocular와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Ambinocular 고유

가시 영역에 무작위로 장애물을 출현시킨 후 장애물의 유형별로 실험

참여자가 특정 반응을 취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반응 정확도 및 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Ambinocular는 Binocular 및 Monocular와 비교하여

반응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인지 부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mbinocular의 고유 가시 영역은 Signal과 Nois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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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된 시각 정보가 양안으로 분할되어 입력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 정보를 뇌에서 Signal과 Noise를 분리한 후 Signal을

병합하여 온전한 정보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인지 리소스를 소요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Ambinocular와 Binocular의

가시 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가시 영역으로 판단하는 시야성

검증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시야성, Binocular, Monocular, Ambinocular, 차폐영역, 차량, 

인지, 주행

학   번 : 2020-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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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건설기계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쓰이는 기계로서, 운전자가

조종공간 안에서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작업(굴착, 파쇄, 인양 등)과

주행 작업을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기계 장치이다. 

건설기계는 외부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승용차나 상용차와 구분이 되지만,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공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휠굴착기 등)는 상용차와 동일하게 도로를 이용하여

보행자 및 장애물을 회피하며 목적지까지 주행을 한다는 점에서

상용차와 동일한 자동차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승용차 및 상용차에서는 주행 중 나타나는 보행자나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충분한 외부 시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량 설계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를 위해 차폐

영역에 대한 보조 영상이나 장애물 감지 신호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후방카메라, 초음파센서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래 Figure 1의 예시와 같이 디스플레이 및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AR기술을 활용한 투명 필러 및 후드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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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차량의 차폐 영역 시야성 확보를 위한 투명 필러 및 후드 기술

이러한 외부 시야성의 확보는 건설기계 설계 시에도 주요 고려

사항이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야성 확보를 위해

ISO5006에서는 시야성 검증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1 ISO5006 

규정에서는 아래 Figure 2에서와 같이 조종 공간(캐빈) 내부에 운전자

눈이 위치할 것으로 가정한 위치에 광원(전구)을 배치하여 빛이 외부로

퍼져나가 빛이 닿는 부분을 가시 영역으로,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차폐

영역으로 판단한다. 

Figure 2 ISO5006에 의한 시야성 검증 실험 및 해석 사례

이러한 시험 기준은 단안으로 인식이 가능한 영역과 양안으로 인식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구분 없이 가시 영역으로 판단하는 Ambinocular 

검증 기준이며, Figure 3과 같이 양안으로 모두 인식이 가능해야 가시

영역으로 판단하는 Binocular와 비교하여 최대한 많은 영역을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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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2

Figure 3. Ambinocular와 Binocular의 가시영역

Ambinocular와 Binocular의 가시영역 차이는 양안 사이에 차폐물이

있을 경우 더욱 명확해진다. Figure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양안

사이에 차폐물이 존재할 경우 Ambinocular와 Binocular 기준에 의한

가시 영역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Ambinocular 기준에 의하면 양안

사이에 차폐물이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가시영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Binocular에 의할 경우 차폐물이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이한 가시영역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아래 Fitgure4와 같이 차폐물에 의해 양안 각각의 가시영역이

겹치지 않는 경우 가시영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Figure 4. 차폐물이 존재할 경우 Ambinocular와 Binocular의 가시영역

양안 사이에 차폐물이 존재할 경우 뇌가 인식하는 목표물과 차폐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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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정보)와 Ambinocular와 Binocular 기준에 의해 표현되는

이미지(정보)는 아래 Figure5와 같다. 실제 양안 사이에 차폐물이

존재할 경우 뇌는 눈 앞의 차폐물에 대한 시각정보를 희미하게 처리하고

각 단안으로 전달되는 목표물에 대한 이미지를 합성하여 목표물의

정보를 구성한다. Figure 5의 Real-Image 에서와 같이 양안 사이에

손가락(차폐물)이 목표물을 가릴 수 있도록 적정거리에 두고 목표물을

바라볼 경우 손가락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차폐물로 인해 목표물의 정보가 각각의 단안에 일부씩 제공될 경우

뇌에서 구성된 목표물의 이미지는 차폐물(Noise)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이미지(정보)의 손실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Ambinocular 검증

기준에서는 손가락(차폐물, Noise)이 없는 상태와 동일하게 온전한

목표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Binocular 검증기준에서는

손가락(차폐물)에 가려져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Figure 5 차폐물이 있는 경우 목표물 이미지에 대한 정보 처리 예시

시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인간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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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9년 Christopher Chabris 3 는

고릴라 실험을 통해 사람은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을 처리하는‘무주의 맹시’현상을 보이며, 

이는 시야성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뇌과학 및 인지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눈으로 인식되는 빛의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어떻게 이미지화(정보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J. AlexanderBae는 Figure 6과 같이 눈으로

들어온 시각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담당하는 신경절세포를

4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시각 자극이 세분화되어 뇌로 전달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4

Figure 6 시각 정보 전달 및 처리 과정 모델

뇌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Working memory를

바탕으로 반응이 결정되는 시각 자극-반응에서 가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시각 자극이 입력되고 있는지 여부(Figure 7의 정보

처리 프로세스 모델 중 STSS 단계) 외에 시각 자극의 처리(Figuer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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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 프로세스 모델 중 Perception 단계)에 얼마나 많은 뇌의

리소스가 소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시야성 검증에 실증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Figure 7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1.2. 연구의 목적

기존의 시야성 연구는 목표물의 정보를 양안이 각각 온전히 얻을 수

있는 Binocular 상태와 단안으로 정보를 온전히 얻을 수 있는

Monocular 상태일 때 운전 등의 Task 수행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A.J. McKnight(1991) 5 는 트럭 운전자를 대상으로

Binocular와 Monocular 상태일 때 운전 수행 능력을 비교하였으며, 

Julien Adrian(2019) 6 는 레이싱 선수들을 대상으로 Binocular와

Monocular의 상태가 운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Ruben Molina(2021)7는 Figure 8에서와 같이 Monocular 

상태를 한쪽 눈이 완전히 가려진 Occlusion 상태와 필터를 이용하여

뿌옇게 보이는 Blur 상태로 나누어 Binocular 상태와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Molina의 연구는 한쪽 눈에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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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다른쪽 눈에는 정보의 형태를 완전(BV)-불완전(Blur)-

비정보(Occlusion)으로 변경하며, 정보의 형태에 따라 운전 수행 능력의

변화를 규명하였다.

Figure 8 Ruben Molina의 Binocular, Monocular 비교 연구

위의 연구들은 모두 목표물(Signal)을 단안 또는 양안에 온전히

제공한 상태에서 작업 수행 성능을 비교하였다. Molina의 연구는 일부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Noise와 Signal을 분리할 수 있는 정보

분리 가능 상태의 불완전 정보 형태가 아닌 Noise와 Signal을 분리할수

없는 상태 (저해상도의 전체 정보)의 불완전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부의 완전 정보를 Noise와 분리하여 Signal 정보를 재구성하는 차폐

상황에 대한 연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Figure 9에서와 같이

Molina의 연구에서는 불완전 정보를 완전 정보로 만들기 위해 완전

정보를 바탕으로 불완전 정보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Noise와 함께 제공되는 ‘부분적 완전 정보’들을 서로 병합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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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불완전 정보의 유형 비교

본 연구는 양안 각각에 ‘부분적 완전 정보’가 Noise와 함께

제공될 경우 (목표물과 양안 사이에 차폐물이 존재하여 양안 각각

목표물과 차폐물의 이미지가 동시에 수용되는 상태) 사용자가 목표물을

인식하는 작업수행 능력 및 작업수행에 수반되는 피로도를 측정하여, 

시야 차폐 상황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Figure 10에서와 같이 목표물(Signal) 정보가

차폐물(Noise)로 인하여 2개로 나뉘어 양안에 일부의 온전한 Signal

정보를 Noise와 혼재된 상태로 제공되는 PBS(Partial-Barrier 

Situation), 양안에 모두 전체의 온전한 Signal을 제공하는 NBS(Non-

Barrier Situation), 주시안에는 전체의 온전한 Signal을 제공하고

비주시안에는 Noise만을 제공하는 FBS(Full-Barrier Situation)의

3가지 시야 차폐 상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Ambinocular 고유 가시

영역(Binocular 기준에 의해 아래 Figure 10의 NBS 상태와 비교하여

PBS 상태에서 비가시영역으로 전환되는 영역)에서 시야 차폐

상황별(PBS, NBS, FBS) 인지 성능 및 부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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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BS, NBS, FBS의 정의

본 연구는 PBS에서의 인지성능 및 부하를 NBS, FBS와 비교할

것이며,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PBS 상태의 가시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Ambinocular 기준의 가시성 판단이 가지는 한계점 및

현재 시야성 규정의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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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시각 정보 전달 및 처리 모형

시각 정보 전달 및 처리 모형으로는 아래의 Figure 11과 같이 인지

자원(Attention resources)을 시각 정보의 처리 단계 별로 할당하는

Wickens의 정보 처리 모델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처

리 모델을 이용하여 각 시야 차폐 상황별로 인지 부하 및 작업 성능 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추정하였다.8

Figure 11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뇌 및 인지공학 분야에서는 뇌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시각 정보의

전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각 정보가 세분화되어 전달되며, 후두엽의

특정 시각 처리 영역에서 각각의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목표물을

인지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아래 Figure 12, 13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정보 처리 모델에서 Sensory Processing STSS-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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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cognition의 단계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9

Figure 12 시각 정보의 전달 과정

Figure 13 시각 정보의 처리 과정

즉, 사물의 인식 여부는 시신경을 통해 사물의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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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신경을 통해 전달된 정보가 시각 정

보의 처리 과정을 통해 온전한 정보로 구성이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양안 경쟁(Binocular rivalry)

양안 경쟁은 각 눈에 서로 다른 시각 정보가 제시될 경우 나타나는

시각적 인식 현상으로 두 시각 정보 중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보가

있지 않은 경우 두 시각 정보가 무작위로 번갈아가며 인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Du Tour(1760)에 의해 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WJM 

Levelt(1965)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10 최근에는 Figure 14와

같이 양안 경쟁시 뇌의 활성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양안 경쟁시 뇌의 활동에 대한 F Tong(2006)11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단안에 일부 시야 차폐 상황이 발생하여 각각 다른 정보가

제공될 경우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보(목표물)를 인식하기 전까지

차폐물과 목표물의 정보가 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뇌의 인지 부하가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Figure 14 양안 경쟁 상황에서의 인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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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안 요약(Binocular summation)

양안 요약은 양안 시력(Binocular)이 단안 시력(Monocular)에 비해

시각 정보 처리 성능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입체시, 

깊이감,  대비 민감도, 인식 정확도 등이 향상되는 현상을 말한다.

Binocular summation에 대한 연구는 Leonard(1962) 의 주변시야에

대한 Binouclar 연구 12 와 Campbell(1965) 의 Binocular와

Monocular의 인식 정확도에 대한 연구 13 이후 Binocular와

Monocular의 차이를 대비 민감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한 R 

Home(1978)의 연구 14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inocular 

summation을 이용해 본 연구에서 시야 차폐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시야 차폐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 비해 작업 성능이 저하되거나 인지

부하가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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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분석

3.1.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의 목표몰에 대한 반응 여부 및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터는

모니터에 목표물(Object)을 무작위로 출연시키며, 실험 참여자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 해당 시각을 기록하였다. 시뮬레이터는 Figure

15와 같이 컴퓨터 화면의 중앙에 목표물이 2cm 사이즈로 출연한 후

점차 커지면서 전체 화면 높이의 80%이상까지 커지다가 사라지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으며, 목표물이 커지는 속도(시뮬레이터의 프레임 속도, 

실험에서 차량의 주행 속도로 사용)는 모든 사용자에게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목표물의 형태(사람/사물)나 색상(무채색/유채색)은 모든

실험 참여자에게 같은 비율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였으며, 형태나 색상의

출현 순서는 무작위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목표물의 구체적인

형태나 색상은 Figure 16을 참고) 각 시야 차폐 상황별로 목표물의

전체 출현 개수는 40개로 설정하였으며, 실험 참여자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시뮬레이터 세팅창은 사라지고 모니터에는

목표물만 표시가 되도록 하였다. 

Figure 15 시뮬레이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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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에 사용된 목표물의 형태는 Figure 16과 같이 사람과

사물 각각 6종으로 구성하였다. 목표물의 색상은 차폐물과 목표물의

색상이 동일할 경우와 상이할 경우에 따라서 인지 성능 및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차폐물과 동일한

색상의 무채색(검정색)과 유채색 두가지로 구성하였다.

Figure 16 Object의 정의

실험 참여자는 위 시뮬레이터에서 사람이 나타날 경우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며, 사물이 나타날 경우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는 Task를 수행하였다.

3.2. 실험 환경

실험참여자는 Figure 17의 차폐물(140*230*40mm)을 이용해

PBS와 FBS 상황을 구성하였다. PBS, FBS 별로 차폐물 위치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실험 참여자가 설정하도록 가이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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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S: Figure 17과 같이 차폐물의 좁은 면이 양안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 후 차폐물을 이동시켜 차폐물과 양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각각의

단안에 목표물의 절반(50~60%정도)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이때 두 눈으로 인식한 이미지를 합칠 경우 100%의

목표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각각의 단안에서 인지할 수 있는

목표물의 이미지는 반드시 50%가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안

모두에서 목표물의 이미지가 50% 이하로 보일 경우 차폐물을

실험참여자 측으로 배치하여 양안 모두에서의 목표물 이미지가 50% 

이상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양안 모두에서의 목표물의 이미지가

60% 이상 보일 경우에는 차폐물을 실험참여자와 먼 방향으로 배치하여

양안 모두에서 인지되는 목표물 이미지가 60% 이하가 되도록 차폐물을

배치하였다. 차폐물의 좌우 배치는 양안에서 인지되는 목표물의 이미지

비율은 동일하도록 양안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가이드 되었다.

- FBS: 차폐물의 넓은 면이 단안(비주시안)을 온전히 가릴 수 있도록

차폐물을 배치한다. 이때 주시안으로는 목표물의 이미지를 100% 볼 수

있어야 하며 비주시안은 차폐물로 인해 목표물의 이미지를 볼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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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BS 실험 환경과 차폐물 모습

PBS와 FBS 상황에서의 차폐물 배치 및 각 눈에서 인식하게 되는 목

표물 및 차폐물의 예시는 아래 표 1과 같다.

차폐물 위치 주시안 시야 비주시안 시야

PBS

FBS

표 1 PBS, FBS 실험 환경에서의 실험 참여자의 시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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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참여자 및 실험 순서

실험 참여자는 만20~50세 사이의 안과 및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성인 20명으로 모집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차량의 주행 환경을 모사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목표물의 유형에 따라 특정 반응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실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수립되어 수행되었다. 

Step1. 실험 참여자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실험 전 수행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뮬레이터 조작에 익숙해지기 위해 Binocular 상태에서

테스트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수행 중 브레이크 작동 유무에 따른

사고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은 제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Step2. 실험 참여자가 수행 작업에 대한 숙지 및 시뮬레이터에 적응이

된 후에는 아이트래커를 착용한 후 아이트래킹을 위한 시선

Calibration을 수행하였다.

Step3. 실험 참여자는 Figure 18과 같이 아이트래커를 착용한 상태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야 차폐 상황하에서 운전 중 브레이킹

작업을 수행하였다. 

Step4.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작업 중 눈과 뇌의 피로도에 대해서

주관평가를 수행하였으며, 0(전혀 부하가 없는 휴식 상태)~10(지금

바로 작업 수행을 중단할 정도로 부하가 심한 상태)의 11점 척도로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수행 작업을 반복 수행을 할 경우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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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횟수도 함께 평가를 하여 전체적인 피로도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Step5. 평가 종료 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게 한 후 그 다음 시야

차폐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Figure 18 실험 참여자의 작업 수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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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 가설

본 실험에서는 Figure 19와 같이 각 차폐 상황별 예상 Perception 

process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1. 목표물에 대한 시야 차폐 상황에 따라 인지 부하가 상이하게

발생한다.

가설2. PBS에서는 Signal에서 Noise를 분리한 후 여러 개로 분리된

Signal을 병합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상당량의 인지

부하를 유발할 것이다.

가설3. FBS에서는 Signal과 Noise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입력되기

때문에 Ambinocular와 달리 Signal과 Noise를 분리하거나 Signal을

병합하는 작업은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Noise를 제거하는 작업만

수행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Ambinocular 보다 인지부하를 적게

유발하지만, Noise를 제거하는 작업에서 Binocular보다는 많은

인지부하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가설4. NBS는 Signal만을 받게 되므로, 인지부하가 가장 적을 것이다.

가설5. 사물을 인지하는데 많은 부하가 발생할 경우 작업 성공률과 작업

소요시간 등 모든 작업 성능은 떨어질 것이다.

가설6. Signal과 Noise의 색상이 동일할 경우 Signal과 Noise를

분리하는데 더 많은 인지 리소스를 소비할 것이며, 이는 높은 인지

부하를 유발하여 작업 성능을 저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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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BS, NBS, FBS에서의 예상 Perception process

3.5. 실험 변수

본 연구에서는 수립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3.5.1. 독립 변수

▪ 시야 차폐 상황

PBS, FBS, NBS를 무작위 순서로 배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 목표물의 유형

가설 1~4를 검증하기 위해 목표물의 유형(사람/사물)을 무작위로

번갈아가며 출현시켰다. 실험 참여자는 화면에 나타나는 목표물의

유형에 따라 다른 작업(사람일 경우 브레이크 작동, 사물일 경우

브레이크 미작동)을 수행하였다.

▪ 목표물의 색상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해 목표물의 색상(무채색/유채색)을 무작위로

번갈아가며 출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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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종속 변수

▪ 브레이크 작동 여부(마우스 클릭 여부)

실험 참여자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며,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야 할 때에는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도록 지시 받았다. 

목표물 별로 마우스의 클릭 여부가 기록되었다.

▪ 브레이크 작동 속도(마우스 클릭 시점)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참여자에게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작동을 시키도록 가이드 하였으며, 목표물을

보여준 시점과 실험 참여자가 브레이킹을 작동할 경우 브레이킹 작동

시점간의 시간 차이를 기록하였다.

▪ 주관평가

한 개의 시야 차폐 상황에 따른 실험이 종료될 때마다 인지 부하에 대해

눈의 피로도, 뇌의 피로도를 0~10점의 11점 척도로 주관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상황에서 최대 반복 작업 가능 횟수를 10회 내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 사고 발생률

목표물이 사람임에도 브레이크를 동작하지 않은 경우의 빈도를 의미하며, 

사고 발생 건수 / 사람의 출현 횟수로 계산한다.

▪ 오류 발생률

목표물이 사물임에도 브레이크를 동작한 경우의 빈도를 의미하며, 오류

발생 건수 / 사물의 출현 횟수로 계산한다.

3.6.3. 목표물 인식 속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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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물의 인식 속도는 마우스 클릭에 소요되는 시간(브레이크의 작동

속도)를 사용한다.

3.6. 결과 분석

PBS, FBS, NBS 상황에서 작업 성능 및 인지부하의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통해 각 상황별 목표물 인식 오류 및 인식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목표물의 색상에 따른

작업 성능 및 인지 부하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도 색상별로도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 분석 결과 인지 부하는 가설1~4와 같이 PBS-FBS-NBS의 순

으로 나타나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설 5의 인지 부하가 높으면 모

든 작업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입증이 되었으며, 

가설 6의 목표물과 차폐물의 색상 차이에 따른 인지 성능의 차이는 유

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4.1. 인지 성능의 차이 분석

PBS, FBS, NBS 상황별 작업 성능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람이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사고 발생률과 사물이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오류 발생률 데이터를 1-way 

ANOVA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2, 3과 같이 사고 발생률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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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 모두 p-값이 유의수준(0.001)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차폐

상황별로 사고 발생과 오류 발생률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0.563946 2 0.281973 58.60232 1.4867E-14 3.158843

잔차 0.274263 57 0.004812

계 0.838209 59

표 2 미작동 사고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0.552909 2 0.276454 26.60711 6.897E-09 3.158843

잔차 0.592244 57 0.01039

계 1.145152 59

표 3 오작동 오류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각 상황별 평균 데이터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Figure 20에서와

같이 PBS의 경우 28%의 사고 발생률과 24%의 오류 발생률을 보인다. 

반면, NBS의 경우 4%의 사고 발생률과 2%의 오류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FBS의 경우에도 PBS보다 현저히 작은 13%의 사고 발생률과

7%의 오류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PBS 상황에서는 NBS나

FBS 상황에서 보다 더 높은 인지부하를 발생시키며, 이는 작업

성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PBS 20 5.52381 0.27619 0.008736

FBS 20 2.666667 0.133333 0.003724

NBS 20 0.809524 0.040476 0.001975

표 4 미작동 사고에 대한 평균 및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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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차폐 상황별 사고/오류 발생률

목표물과 차폐물의 색상에 따른 영향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BS와 FBS 상황에서 색상에 따른 사고 발생률 데이터를 ANOVA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p-값이 모두 유의수준(0.001)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목표물과 차폐물의 색상의 동일 여부에 따라 사고 발생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 분석 결과 목표물과 차폐물의 동일 색상일 경우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Figure 21에서와 같이

목표물이 노랑색일 때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였으며, 이는 시뮬레이터의

배경화면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노랑색의 목표물이 검정색과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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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효과가 약하기 때문임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몇 명의 실험 참여자는

시뮬레이터의 배경색이 작업 수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Figure 21 목표물 색상에 따른 사고 및 오류 발생률

본 연구에서는 사물을 인식하는데 많은 인지 부하가 있을 경우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위해 상당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인지 결과에 따른 반응을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브레이킹 소요 시간에 대해 ANOVA

분석을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차폐 상황별로 브레이킹 소요시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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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킹 소요 시간에 대한 평균 분석 결과 Figure 22에서와 같이

예상과 다르게 PBS 상태에서의 브레이킹 소요 시간이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PBS 상태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가 인지 부하를 적게 하기 위해 판단을 빠르게 내리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즉, Attention resource를 Perception에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Response selection에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험 참여자가 수행하는 Task가

정확도에 대한 제약조건보다 시간적 제약조건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정확도(사고 발생률)와 Trade-off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실험 참여자에게 사고 발생시 참여자가 물리적 충격을 받는 등의

정확도에 대한 제약 조건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아지는(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대신 브레이킹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은 시야 차폐 상황에 따른 인지 부하의 차이

분석 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Figure 22 차폐 상황별 브레이킹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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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지 부하의 차이 분석

시야 차폐 상황에 따라 인지 부하가 달라지며, 인지 부하의 수준은

PBS-FBS-NBS 순으로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

인지 부하 평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눈과 뇌의 피로도는 실험

참여자가 수행한 11점 평가 척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피로도는 실험참여자가 해당 차폐 상황하에서 동일한 작업에 대한 반복

가능한 횟수를 10에서 차감하여 눈 및 뇌의 피로도와 척도를 동일하게

보정하였다.

ANOVA 분석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모든 피로도에 대한 주관 평가는

차폐 상황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분석 결과 가설과 동일하게 PBS-FBS-NBS 순으로 인지

부하가 크게 나타났다. Figure 23을 보면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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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와 PBS, FBS의 인지 부하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지만, PBS와

FBS 간의 인지 부하 차이는 NBS와 비교하였을 때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Figure 23 시야 차폐 상황별 인지부하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 성능의 브레이킹 소요시간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실험 참여자는 목표물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한정된 시간

내에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환경에 있으며, 이러한 시간적 제약이

실험 참여자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물에 과도한 리소스를 쏟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설을 인지 프로세스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1개의 목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Attention resource(인지 부하)가 100일 경우 실험

참여자는 Sensory processing과 Perception 단계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소요된 시간을 가늠한 후 Long-term memory와 Working 

memory에서 Perception된 데이터를 찾아 Response selection과

execution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처럼 보인다. 



34

즉, Figure 23의 수치를 예시로 보면 PBS에서는 Sensory 

processing과 Perception에 70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남은 리소스

30을 Response selection과 execution에 각각 20과 10씩을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 PBS가 FBS나 NBS에 비해 Perception 단계까지

소비되는 리소스가 상당히 많지만, 그 외 단계에서 리소스를 줄임으로

인하여 인지 부하가 FBS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으며, 브레이킹

소요시간이 FBS 및 NBS에 비해서 늦지 않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Response 

selection에 할당되는 리소스가 적어지는 것이 사고/오류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24 시야 차폐 상황별 작업성능 및 인지부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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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PBS와 Non-PBS(FBS, NBS) 상태가 작업성능 및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PBS 상황에서는

FBS, NBS에 비해 작업성능이 저하되며 인지부하가 높아짐을

규명하였다. 이는 PBS에서 양안으로 제공되는 Signal과 Noise를

분리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높은 인지 부하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인지프로세스 상 Perception 단계까지 많은 리소스를 할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BS에서는 인지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많은 리소스를

할당하게 됨에 따라 시간적 제약조건이 있는 Task에서는 이후 인지

프로세스(Response selection~excution)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리소스)을 할당하게 되어, Task 오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차량 및 건설기계 시야성 검증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사용되는

Ambinocular 기준 적용 시 양안과 목표물 사이에 차폐물이 존재할

경우(PBS) 차폐물의 정보를 제거하고 합성하는 과정에서 높은

인지부하를 유발하며, 이는 작업성능의 저하 또는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FBS(Monocular)와 NBS(Binocular) 상태가 주행 작업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재차 검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PBS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Ambinocular에

의한 가시 영역과 PBS 상황을 유발하지 않는 Binocular에 의한 가시

영역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가시 영역으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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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건설기계의 시야성 검증 기준은 Binocular 가시영역과

Ambinocular 가시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현실의

공간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는 장애물(목표물)을 실차 환경에서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고려할 수 없었으며, 배경 화면과 같이

일부 정보의 경우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지 부하를 주관적 평가에만 의존하여 인지 부하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아이트래커가

실험 도중 작동을 하지 않아 실험 참여자의 안구 움직임 및 피로도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지 못해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

인지부하의 차이가 발행하는 원인에 대하여도 인지프로세스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였지만, 각 프로세스 별로 소요되는 표준

작업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GOMS 모델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가설 측면의 예시밖에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본 연구의 한계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정보를 추가적인 Signal 및 Noise로

채택함과 동시에 인지 부하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외에 EEG, 

NIRS와 같이 뇌의 활성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함께

사용해 시야 차폐 상황에 따른 인지 부하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트래커 데이터를 통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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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안구 움직임 및 눈깜밖임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눈의 정량적

피로도가 작업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을

추가하는 작업도 후속 연구에서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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