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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manned military vehicles (UMVs) are most commonly characterized as dealing with dull,

dirty, and dangerous tasks with automation. Although most of the UMVs are designed to a high

degree of autonomy, the human operator will still intervene in the robot’s operation, and tele-

operate them to achieve his or her mission. Thus, operator capacity, together with robot auton-

omy and user interfa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sign factors in the research and develop-

ment of the UMVs. Further, communication may affect the operator task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operator performance and the communication effects on the operator per-

formance by using the extended Petri nets, called OTSim nets. The OTSim nets was designed

by the authors, being extended using pure Petri nets. 

Key Words: Unmanned Military Vehicles, Operator Capacity, Petri Nets, Operator Performance,

Human-Robot Interaction

1. 서 론

군사로봇은 전쟁에서 위험하고 반복되며 어려

운 임무에 적극적으로 운용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뢰 및 폭발물의 제거, 감시정찰, 중요지역의 거

점방어 등이다. 군사로봇은 무인화·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인간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원격에서 운용자에 의해 감시제어로 운

용하기 때문에 인간요소는 여전히 중요하다. 운용

자는 감시제어 동안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 로봇으로부터 관심요구를 받으면 상황을 인식

하고 적절한 판단을 해서 명령을 하달한다. 또한

감시제어 동안에 운용자와 로봇 사이의 통신도 중

요한 요소이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운용자의 상

황인식과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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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래 군사로봇의 연구개발에서 운용자

역량과 통신영향은 로봇 자동화, 사용자 인터페이

스와 더불어 중요한 설계변수가 된다. 여기서, 운

용자 역량은 1인이 운용할 수 있는 로봇의 수 혹

은 다수의 운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로봇의 수를

의미한다.

운용자 역량과 통신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일

반적으로 이산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한

다[1-3]. 그런데, 이산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법의 경

우에는 동시에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운용자 과업

을 모델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특수한 시뮬레

이션 엔진[4,5]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비용

과 시간이 많이 든다. 한편, 페트리네트는 이산 시

스템 모델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운용자 과업의

병렬 수행과정을 모델링하는 데에 유리하다. 페트

리네트로 모델링 할 경우에는 기본 페트리네트를

문제에 맞게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기본 페트

리네트는 모델링 요소가 단순하여 충분한 모델링

파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로봇 운용자의 역량

과 통신영향의 문제도 동시 병렬적이고 이산 시스

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페트리네트

를 확장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본 논

문에서는 기본 페트리네트를 확장하여 로봇 운용

자의 역량과 통신영향 분석에 적용해 보임으로써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 향후 연관된 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 그 적용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예를

들면, 군사로봇의 운용자 통제소를 설계하거나, 최

적의 운용자 수를 결정하는 문제 등이다. 여기서

확장된 페트리네트는 운용자 역량과 관련된 인간

정보처리 이론과 인간자원이론을 반영하여 본 저

자들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이는 본문에서 설명

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관련

된 이론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운용자 과업수

행의 모델링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확장 페트리네

트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험적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에, 제5장에서는 실험적 시나리오에서

확장된 페트리네트를 사용하여 통신장애가 반영

된 운용자 과업수행 모델을 기술한다. 제6장에서

는 운용자 과업수행 모델의 모의실험 결과를 설명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용자 역량과 통신장애로 인

한 운용자 과업영향에 대해 분석한 후에, 확장 페

트리네트 적용의 유효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이론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해서 3가지의 주요 이론이 관련

되어 있다. 인간정보처리이론, 인간자원이론, 페트

리네트이론이다. 인간정보처리이론은 운용자가 로

봇과 상호작용에서 지적 판단과 행위과정을 잘 설

명하고, 인간자원이론은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

간자원에 대해 설명한다. 페트리네트 이론은 동시

병렬적 특성을 가지는 이산 시스템 모델링 이론이

다.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은 다음과 같다.

2.1 인간정보처리 이론

Hendy와 Farrell[6]은 인간의 행위를 인간정보처

리(Human Information Process, HIP) 모델을 사용

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인

식, 목표상태 평가, 방책선택, 그리고 방책이행 단

계이다. 군사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지휘관의

행위를 상황인식, 결심, 집행으로 구분한다[7]. 이

구분들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가 서로

대응된다. 지휘통제 분야의 상황인식(Situation

Awareness, SA)은 더욱 구체적이다. 이는 환경에

서 중요한 요소를 인식하고, 그들의 의미를 이해

하며 더 나아가서 미래 상태까지를 투사하는 의미

까지를 포함한다[8]. 상황인식 레벨1이 인간정보처

리모델의 지각에 해당하고, 레벨2와 레벨3은 목표

상태 평가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운용자 과업에 대한 연구는 HIP이론

에 근거를 둔다. 예를 들면, 항공통제센터의 오퍼

레이터 오류분석연구[9], 미래 병사체계와 로봇과

Fig. 1 Operator-Robots Interactions

Fig. 2 Relationship of HIP Model and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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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적절성연구[10] 등이 있다. 상황인식모델

은 군사분야에서 원격통제시스템 혹은 지휘통제

에서 응용되고 있다[11-13].

2.2 인간자원 이론

인간자원이론은 운용자가 과업노력을 수행하는

동안에 소모되는 인간자원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는 공업 심리학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인간자원

이론에서는 심성모델, 중다자원모델 등이 있다[14].

여기서 운용자 역량 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업노력을 어떻게 인간자원 측면에

서 정량화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다. 생체반응척도와 경험척도이다. 생

체반응척도는 과업노력 시에 직접 생체반응을 측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심박수, 동공움직임 등

이다. 경험척도는 과업노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레

벨링하여 수치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표적으

로 VACP[15], TLX[16]가 있다. VACP는 시각(Visual),

청각(Auditory), 인지(Cognition), 동작(Psychomotor)

을 의미하고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VACP 수준을 0에서 7까지로 구분하여 오퍼레이

터의 작업부하를 계량화하는 데에 적용하고 있

다. TLX는 Task Load IndeX의 약어로 NASA에

서 개발되었다. TLX는 6개 항목(정신적 요구, 육

체적 요구, 시간긴박적 요구, 노력, 임무성취감, 불

쾌감)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별 작업부하 평가를 0

에서 100까지로 20개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화하

여 평가한다.

2.3 페트리네트 이론

페트리네트(Petri nets)는 1962년 칼 아담 페트리

(Carl Adam Petri)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비롯되었

다. 1990년도에 들어와서 컴퓨터 분야를 비롯한

생산 공정 등 많은 부분에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

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7]. 기본 페트리네트는 트

랜지션(Transition), 플레이스(Place), 토큰(Token),

유향 아크(Directed Arc) 즉, 4-튜플(Tuple)로 이루

어져 있다.

C＝<P, T, I, O>

P＝{p1, p2, p3, … pn}, n≥0

T＝{t1, t2, t3, … tm}, m≥0

I : T→P

O : T→P

여기서, P는 플레이스의 유한집합, T는 트랜지션

의 유한집합, I는 입력함수로 트랜지션으로부터 플

레이스들의 모음(Bag)으로 사상이고, O는 출력함

수로 트랜지션으로부터 플레이스들의 모음(Bag)

으로 사상이다. 한편, 플레이스는 시스템에서 트

랜지션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데, 원

(○)으로 표시한다. 트랜지션은 어떤 동작 혹은 사

건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며, 막대(｜)로 나타낸

다. 입력함수는 트랜지션의 전제 조건(Precondition)

이 되며, 출력함수는 트랜지션이 실행된 후의 상

태 변화를 나타낸다. 

페트리네트는 이산 사건 시스템의 구조와 동적

과정을 나타내고 그래픽 표현을 제공한다. 또한 동

시적 비동기적 사건들의 선후관계와 구조적 상호

작용을 유연하게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리고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페트리네트로 확장하

여 적용하고 있다. 

3. 페트리네트 모델의 확장

본 연구에서는 기본 페트리네트를 확장하여 운

용자 과업 및 통신영향 분석에 적용하였다. 확장

된 페트리네트를 편의상 OTSim Nets라고 한다.

여기서 OTSim은 “Operator Task Simulation”의 약

자이다. 

3.1 OTSim Nets 정의

OTSim Nets는 Fig. 3에서 보다시피 시스템의 모

델링 요소로써 트랜지션, 플레이스, 아크, 토큰이

있다. 여기서 관심 시스템은 로봇의 운용자 통제

Fig. 3 Elements of OTSim 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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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된다. 외부 시스템은 원격 차량형 로봇이 될

수 있다. OTSim Nets의 각 모델링 요소에 대한 정

의는 다음과 같다.

3.1.1 트랜지션

트랜지션은 운용자의 과업 혹은 동작을 나타내

며, 네모로 표시한다. 트랜지션에는 G형(생성 트

랜지션), T형(과업 트랜지션), F형(재귀 트랜지션)

으로 구분된다. 

• G형 트랜지션: 외부 시스템(예를 들면 원격 로

봇)으로 외부사건의 발생 역할을 한다. 임의 시간

간격(확률변수)으로 토큰을 발생시켜 외부 사건을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G형 트랜지션의 출력 플

레이스는 반드시 하나의 C형(조건형) 플레이스만

을 가진다. 

• T형 트랜지션: 운용자의 일반적인 수행과업을

나타내는 트랜지션으로 수행시간과 인간자원이 요

구된다. 수행시간은 확률변수로 표현되고, 인간자

원은 VACP(Visual, Auditory, Cognitive, Psycho

Moter)로 표현된다. 

• F형 트랜지션: 일반적인 수행과업 중에서 임의

조건 혹은 확률에 따라 반복수행을 위해서 이전으

로 되돌아가는 트랜지션이다. 예를 들면, 운용자

가 로봇의 관심요청에 따라 응답하기 위해서 통신

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데,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된다. 이 경우

에는 F형 트랜지션으로 모델링된다. F형 트랜지션

도 일반 트랜지션과 마찬가지로 수행시간과 인간

자원이 요구된다. 그런데 일반 트랜지션과 달리 하

나의 C형태(조건형) 플레이스를 출력 플레이스로

가진다. 

3.1.2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운용자의 과업 혹은 동작이 수행되

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며, 원으로 표시한다. 플레

이스에는 Q형(과업조건 플레이스), C형(과업제어

플레이스)으로 구분된다. 

• Q형 플레이스: 선행 과업이 수행된 이후에 연

속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며, 연

속될 과업을 나타내는 트랜지션의 입력 플레이스

내에 토큰이 존재하면 실행 조건이 만족되어 과업

수행이 이루어진다.

• C형 플레이스: 과업 수행 조건 또는 재귀적 과

업수행을 제어하기 위한 플레이스이다. 이는 G형

혹은 F형 트랜지션의 출력 플레이스로 사용된다.

C형 플레이스 내에는 반드시 하나 이하의 토큰만

존재한다. 여기서 토큰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과

업 수행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토

큰이 없을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G형이나 F형 트랜지션의 출력 플레

이스로서 C형 플레이스에 이미 하나의 토큰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G형 혹은 F형 트랜지션의 실행

조건이 만족되었더라고 더 이상 토큰을 증가 시키

지 않는다. 여기서 토큰의 의미는 ‘조건’의 의미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G형 트랜지션의 경우에

그의 출력 플레이스로써 C형 플레이스에 토큰이

존재하면 점화하지 않는다. 이는 곧 시스템이 과

업실행 중이기 때문에 로봇으로부터 관심요구가

있더라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의미이다. 

3.1.3 아크

아크(Arc)는 트랜지션과 플레이스를 화살표로

연결하여 진행 순서를 나타낸다. 트랜지션과 플레

이스는 항상 교차형태로 연결한다. 아크는 화살표

로 표시하고, 결정적 아크, 확률적 아크, 그리고 조

건절 아크가 있다. 

•결정적 아크: 트랜지션이 실행되었을 때, 항상

출력 플레이스로 토큰을 하나씩 증가시킨다. 

•확률적 아크: 트랜지션이 실행되었을 때, 확률

적으로 출력 플레이스로 토큰을 하나씩 증가시킨

다. 결정적 아크도 일종의 확률적 아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확률이 1이기 때문이다.

•조건절 아크: 임의 조건이 만족할 때 출력 플

레이스로 토큰을 하나씩 증가시킨다. 

3.1.4 토큰

토큰은 플레이스에 존재하며, 플레이스 조건의

만족 여부를 나타낸다. 토큰은 점으로 표시한다.

트랜지션이 실행되면, 그의 출력 플레이스가 Q형

일 경우에는 항상 토큰을 하나 증가시킨다. 그러

나 플레이스 형태가 C형인 경우에는 현재 그 플레

이스에 토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토큰을 하

나 증가시킨다. 만약에 토큰이 이미 존재한다면 더

이상 토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3.2 OTSim Nets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엔진

OTSim Nets기반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은 C++로 구현되었다. 이는 Fig.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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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창에서 그래픽으로 드래그

& 드롭 방식으로 그래픽 모델링이 가능하다. 작업

창의 우측에 OTSim Nets 그래픽 요소와 모델링

지원 아이콘이 배열되어 있다. 이를 작업창으로 드

래그 & 드롭하여 모델링하고 입력 파라미터를 정

의한다. Fig. 4의 작업창 왼쪽에 운용자 사격과업

에 대한 OTSim Nets 모델 예를 보여준다.

4. 실험적 시나리오 설정

4.1 시나리오 가정

확장 페트리네트 OPSim Nets를 사용하여 본 연

구의 로봇 운용자 역량과 통신장애의 영향 분석을

위하여 실험적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일반적으

로 시나리오는 운용자-로봇팀의 임무, 전장환경 등

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상세정도는 분석 목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상 실험적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로봇팀 임무

운용자와 로봇으로 구성된 로봇팀은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에 임무지역 정보를 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하고, 위협체 출몰 혹은 장애물에 봉착하면 운용

자의 감시제어 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계

속 임무를 수행한다. 

•로봇의 필수임무기능 및 자동화

로봇의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임무기능(Mission

Essential Function, MEF)은 주행, 감시지역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애물 회피, 위협체 획득, 위협체

사격이다. 주행과 감시지역 정보수집 및 제공은 완

전 자율이지만, 장애물 봉착이나 위협체 대처는 반

자동으로 가정한다. 즉, 운용자에게 감시제어를 요

청하여 감시제어 아래에서 운용자의 명령에 따라

조치한다.

•운용자 역할

운용자는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로봇

으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

황인식을 유지하고, 장애물 봉착이나 위협체 출

몰 상황이 발생하여 로봇으로부터 관심요청을 받

으면, 적절한 상황판단을 해서 조치명령을 하달

한다. 

•상호작용

로봇은 최초에 설정된 경로계획에 따라 자율적

으로 주행한다. 그리고 감시지역에 대해서 영상

정보를 수집하여 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한다.

한편, 장애물에 봉착하거나, 위협체를 발견할 때

는 자율권을 유보하고, 운용자에게 감시제어를 요

청하여 감시제어를 받는다. 운용자는 감시제어를

요청하면, 상황을 판단하여 통신유무를 확인한 다

음에 명령을 하달한다. 그런데, 통신장애로 인해

서 통신이 불가 시에는 통신이 재게될 때까지 대

기한 후에 명령을 하달한다. 로봇으로부터 감시

제어 요청의 유형은 3가지이다. 장애물 조치 관심

요구, 위협체 획득 관심요구, 위협체 사격 관심요

구이다.

4.2 척도 정의

실험적 시나리오에서 분석하고 하는 것은 운용

자의 역량과 통신장애가 운용자 과업에 미치는 영

향이며, 이와 관련된 척도를 다음과 같다.

•운용자 과업부하

운용자 과업부하는 VACP(Visual, Auditory,

Cognitive, Psychomotor)로 측정한다. 이는 관련 연

구에서 고찰했다시피, 유사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사용해서 운용자

과업부하를 측정한다. 이는 0에서부터 7까지 수준

으로 구분하고 7이 한계수준이다. 수준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부하가 작다는 의미이다. 

•과업처리율

과업처리율은 로봇의 관심요구에 대한 운용자

의 과업처리 대응비율이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운용자는 로봇의 관심요구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 과업처리율이 낮다는 것은 통신장애로 인해

Fig. 4 OTSim Nets M&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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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가 과업을 즉시에 처리하지 못한 회수가 높

다는 의미이다.

5. 운용자 과업의 확장페트리네트 

모델링

본 장에서는 제4장에서 설정된 실험적 시나리오

를 바탕으로 운용자 과업수행 과정을 모델링한 확

장 페트리네트 모델 즉, OPSim Nets 모델을 설명

한다. Fig. 5는 모델링 컨텍스트를 포함한 상위수

준의 모델이다. 이는 3개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위는 전장의 로봇을 나타내고, 중간은

운용자 통제소의 개념적 UI(User Interface)를 나

타낸다. 그리고 가장 아래는 운용자 통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운용자 과업수행을 나타낸다. 로봇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운용자 관심요구를 UI를

통해서 전달하게 된다. 운용자 관심요구는 3가지

가 있다. 장애물대처요구(Request attention for

obstacles), 표적획득 및 사격정렬요구(Request

attention for the target acquisition and gun

alignment), 그리고 사격허용요구(Request attention

for fire)이다. 이는 운용자가 수행해야 할 목표기

능이기도 하다. 운용자의 과업은 각 목표기능별로

모델링된다. 여기서는 논리적 편의상 서브네트로

구성하였다. 각 서브네트는 OTSim Nets의 구성요

소인 트랜지션, 플레이스, 아크, 토큰을 사용하여

모델링하게 된다. Fig. 6, Fig. 7, Fig. 8은 장애물

대처요구, 표적획득 및 사격정렬요구, 사격허용요

구에 대한 각 서브네트를 나타낸다. 

5.1 장애물대처요구에 대한 모델링

Fig. 6은 로봇으로부터 장애물대처요구의 관심

요청이 있을 경우의 OTSim Nets의 서브모델이

다. 로봇으로부터 장애물대처요구의 관심요청이

있으면(플레이스 코드명 “C-1”), 운용자는 상황을

판단하고(트랜지션 코드명 “T-1”), 통신가용여부

를 확인한다(트랜지션 코드명 “F-2”). 여기서 코드

명의 앞부분은 타입이고 뒤의 것은 일련번호이

다. 이어서 결심을 한 후에(“T-3”) 최종적으로 장

애물대처 명령을 하달한다(“T-4”). 한편, 통신을 확

인했는데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통신이 가

능할 때까지 지체한 후에 재처리한다(“C-6”). 

5.2 표적획득 및 사격정렬요구에 대한 모델링

Fig. 7은 로봇으로부터 표적획득 및 사격정렬요

구의 관심요청이 있을 경우의 OTSim Nets의 서브

모델이다. 로봇으로부터 표적획득 및 사격정렬요

구의 관심요청이 있으면(플레이스 코드명 “C-7”),

운용자는 상황을 판단하고(트랜지션 코드명 “T-

5”), 통신가용여부를 확인한다(트랜지션 코드명 “F-

6”). 이어서 결심을 하는데(“T-7”), 표적획득의 것

이면 표적획득 명령을 하달하고(“T-8”), 사격정렬

의 것이면 사격정렬조치를 한다(“T-9”). 마찬가지

로 통신을 확인했는데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라

면 대기후에 재처리한다(“C-15”). 

Fig. 5 Contextual Model of OTSim Nets Fig. 6 OPSim Subnets of Obstacle Attenti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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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격허용요구에 대한 모델링 

Fig. 8은 로봇으로부터 사격허용요구의 관심요

청이 있을 경우의 OTSim Nets의 서브모델이다.

로봇으로부터 사격허용요구의 관심요청이 있으면

(플레이스 코드명 “C-16”), 운용자는 상황을 판단

하고(트랜지션 코드명 “T-11”), 통신가용여부를 확

인한다(트랜지션 코드명 “F-12”). 이어서 결심을

한 후에(“T-13”) 최종적으로 사격명령을 하달한다

(“T-14”). 마찬가지로 통신을 확인했는데 통신장애

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기후에 재처리한다(“C-21”). 

6. 운용자 과업의 모의실험 결과

6.1 입력 자료

제5장에서 작성한 OPSim Nets 모델을 모의실

험하기 위한 입력자료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의 입력자료는 각 과업에 대한 발생시간 분포와

인간자원요소를 나타낸다. 시간분포에서 ‘U’는 일

양분포, ‘A’는 삼각분포를 의미한다. 인간자원요소

는 VACP를 기준으로 최소 0에서 최대 7까지이

다. VACP의 기준은 Keller[18]의 기준을 준용했다. Fig. 7 OPSim Subnets of Acquisition Attention Request

Fig. 8 OPSim Subnets of Fire Attention Request

Table 1 Input Data for OPSim Nets Simulation

Task
Parameters

Distribution Resource(V,A,C,P)

Request Attention for Obstacles: U(15.0,20.0)

- Situation Aware U(2.0,5.0) (6.5, 1.0, 6.5, 0.0)

- Check Com. U(3.0,6.0) (4.0, 2.2, 4.0, 6.0)

- Decision A(10.0,15.0,20.0) (3.4, 0.0, 6.5, 0.0)

- Action U(3.0,5.0) (4.0, 1.0, 4.0, 6.0)

Request Attention for Tgt. Acquisition: U(10.0,20.0)

- Situation Aware U(2.0,5.0) (6.5, 1.0, 6.5, 0.0)

- Check Com. U(3.0,6.0) (4.0, 2.2, 4.0, 6.0)

- Decision A(10.0,15.0,20.0) (3.4, 0.0, 6.5, 0.0)

- SearchDetails U(3.0,5.0) (4.0, 1.0, 4.0, 6.0)

- Fire Sync. U(3.0,5.0) (4.0, 1.0, 4.0, 6.0)

- Confirm U(1.0,2.0) (4.0, 0.0, 4.0, 0.0)

Request Attention for Fire: U(10.0,20.0)

- Situation Aware U(2.0,5.0) (6.5, 1.0, 6.5, 0.0)

- Check Com U(3.0,6.0) (4.0, 2.2, 4.0, 6.0)

- Decision A(10.0,15.0,20.0) (3.4, 0.0, 6.5, 0.0)

- Action U(3.0,5.0) (4.0, 1.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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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모의실험 및 결과

6.2.1 운용자 과업부하의 측정결과

OPSim Nets 모델에서 3운용자가 1명일 때부터

3명까지, 3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모의실험을 수행

하였고, 각 경우의 운용자 과업부하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우1: 운용자 1명

Fig. 9는 운용자 1명을 운용했을 때, 운용자 과

업부하를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부하를 7로 기준으로 할 때, 시각부하와

인지부하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1명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 경우2: 운용자 2명

Fig. 10과 Fig. 11은 운용자 2명을 운용했을 때,

각 운용자의 과업부하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 10

은 운용자#1의 과업부하를 나타낸 것으로, 한계부

하를 7로 기준으로 할 때, 시각부하와 인지부하는

약간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11

에서 운용자#2의 경우는 모두 한계부하 이내에 있

다. 이 경우에는 운용자간의 역할 조정을 통해서

상호부하를 조정하면 2명으로 임무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경우3: 운용자 3명

Fig. 12, Fig. 13, Fig. 14는 운용자 3명을 운용했

을 때, 각 운용자의 과업부하를 측정한 것이다. 이

Fig. 9 VACP for Operator#1 in Case 1

Fig. 10 VACP for Operator#1 in Case 2

Fig. 11 VACP for Operator#2 in Case 2

Fig. 12 VACP for Operator#1 in Case 3

Fig. 13 VACP for Operator#2 in Case 3

Fig. 14 VACP for Operator#3 i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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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들에서 보다시피 3명을 운용했을 때는 운용

자 과업부하는 모두 한계부하 이내임을 알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운용자의 수가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2.2 통신장애로 인한 과업처리율 분석 결과

통신장애로 인한 과업처리율 분석은 통신확률

을 계량화하여 실험하였다. 통신확률이 100%, 70%,

그리고 50%일 때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Fig. 15

는 통신확률 변화에 따른 운용자의 평균 과업처리

율을 나타낸다. 첫 번째 3개 그래프는 통신확률이

100%, 70%, 50%일 때, 로봇의 관심요청 “장애물

대처요구”에 대한 운용자의 평균 과업처리율을 나

타낸다. Fig. 5에서 통신확률이 100%일 때, 운용

자의 과업처리 비율을 1로 보았을 때, 통신확률이

각각 70%, 50%로 떨어질 때의 값은 상대적 비율

이다. 두 번째의 3개 그래프와 세 번째의 3개 그래

프는 각각 로봇의 관심요청 “표적획득 및 사격정

렬요구”과 “사격허용요구”에 대한 운용자의 평균

과업처리율이다.

Fig. 15에서 볼 때 통신장애가 많이 발생할수록

예상한 바와 같이 로봇의 관심요청에 대한 운용자

의 과업처리 대응비율이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신장애가 인간-로봇팀의 임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격 차량형로봇의 감시제어 환

경에서 운용자의 과업수행 과정을 확장된 페트리

네트로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운용자

과업수행 성능을 분석하였다. 실험적 시나리오에

서 최적의 운용자 수를 분석하고 또한 운용자와

차량로봇의 상호작용 사이에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과업처리율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본 저자에 의해 고안된 확장 페트리

네트 OPSim Nets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차량형로봇 연구개발에서 운용자 및 통제소

설계 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에는 OPSim Nets와 로봇 시뮬레이터와 연동하여

임무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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