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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연구 배경

연구 목적

DHS 기반 인간공학적 평가 방법

평가 적용 사례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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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헬리콥터, 크레인(crane), 자동차 조종/운전 공간에 대한 인간공학적 설

계시 digital human simulation의 유용성

⇒ 개발 비용, 시간, 설계 오류 감소 효과

천장크레인평가 (이상기 외, 2005)버스 운전석 평가 (You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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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DHS 평가 절차

3. 신체부하 평가 척도 개발

1. 대표인체모델 생성

2. 수행 작업 정의

4. 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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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한계

기존 연구는 DHS를 활용하여 시계성, 도달성, 자세측면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설계의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지만, 다양한 작업 특성, 작업 발

생 빈도, 인간공학적 평가 척도, 세부 인체 부위를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

는 미흡

민감도 분석, trade-off 분석 등과 같은 최적화 설계 분석 수행 한계

목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 합계

부하점수 3 3 3 2 0 11

목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 합계

부하점수 1 0 0 1 0 2

< 개선전> < 개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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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종합적인 DHS 기반 인간공학적 평가 기법 개발

개발된 기법을 헬리콥터 설계 및 평가에 적용

w1

w4

w5

w3

w2

W1~5: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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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ile

50th%ile

95th%ile

Cyclic 조작…

Cyclic
control

…
Collective

control

Yaw
pedal

자세 안락도

도달 용이성

시계 적절성

여유공간 적절성

− 목

− 어깨

− 팔꿈
치

− 손목

− 엉덩
이

− 무릎

− 발목

w4

w5

종합 점수

w1

Collective 조작…
Yaw pedal 조작…

종합 조종 작업 및 관련 설계 요소대표인체모델 평가 척도 신체 부위

W2~3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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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인체모델 생성

5th%ile 50th%ile 95th%ile

1 Acromial height
2 Biacromial breadth
3 Buttock-knee length
4 Buttock-popliteal length
5 Chest circumference
6 Chest depth
7 Eye height
8 Foot length
9 Forearm to forearm breadth

10 Elbow to fingertip length
11 Hip breadth
12 Knee height
13 Popliteal height
14 Shoulder to elbow length
15 Sitting height
16 Stature
17 Thigh circumference
18 Thigh clearance
19 Thumb-tip reach
20 Waist circumference
21 Weight

    
순번 인체변수

 

대표인체모델 3명 생성: 한국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조자영 외, 2007)와 US 

Army 인체측정자료(Gorden, 1988)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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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작업

구분 작업

비행(In-flight) 작
업

Engine 시동 계통 조작

Cyclic 조작

Collective 조작

Yaw pedal 조작

Instrument panel 조작

Console 조작

Upper console 조작

UH-60 승무원 훈련교범(육군항공학교, 2006년 1월 발간)과 조종사 의견을 수렴

하여 헬리콥터 조종 작업을 정의 (비행 전, 비행 중, 비상시, 비행 후 작업)

비행 작업비행 전
작업

비행 후
작업

비상시
수행되는

작업

9



설문 분석을 통한 가중치 설정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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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하 평가 척도

1) 자세 안락도

No. 평가척도 정의

1 자세 안락도 조종사가 조종작업 수행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정도

2 도달 용이성 조종사가 조종실 설계요소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정도

3 시계 적절성 조종사가 조종실 계기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정도

4 여유공간 적절성 조종사의 신체와 설계요소 간의 여유공간 정도

DEP of the 5th%ile

DEP of the 50th%ile

DEP of the 95th%ile
Interference

DEP of the 5th%ile

DEP of the 50th%ile

DEP of the 95th%ile
Interference

4) 여유공간적절성3) 시계 적절성2) 도달 용이성

15° 30°

30°

98mm

62mm 41mm

15°
30°

Eye point

Neck pivot point

5점 4점 3점 2점 1점

60°(H: 30°, E: 30°)45°(H: 30 °, E: 15°)

참고문헌: Kroemer et al. (1994), Diffrient et al. (1981), 

MIL-STD-1333 (1987), Sanders and McCormick (1992), 

신승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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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용이성 평가 척도

참고문헌 : MIL-STD-1333 (1987), Sanders and 

McCormick (1992)

5점: 팔꿈치 사용

4점: 팔꿈치 + 어깨 사용

2점: 팔꿈치 + 어깨 + 몸통 사용(without harnes

1점: 도달 불가

3점: 팔꿈치 + 어깨 + 몸통 사용(with harness) 

신체(팔꿈치, 어깨, 몸통)를 사용하여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하여 도달

용이성

5 등급 평가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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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척도신체부위별 중요도 점수 총점

평가 방법 적용 예시

10 c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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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평가 결과 도출

…
Cyclic control 9개 위치 평가

(5th%ile 대표인체모델)

…

(50th%ile 대표인체모델)

…

(95th%ile 대표인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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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DHS를 통한 헬리콥터 조종실 설계의 종합적(자세, 시계, 도달, 여유), 정
량적 분석

서로 다른 헬리콥터 기존들간의 점수 비교를 통해 설계 특성 분석 및 개
선 사항 평가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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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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