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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원자력발전소의 인걷1-기계 interface 셜계방안 연구 (II)

I I. 연구의 목척

원자력발전소 운천의 안전성과 효률성율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셔 인간

- 기계 interface( Man-Machine Interface: 이하 뼈1)에 대한 절계의 충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첨단 빠I 설계를 위한 설계의 캡곤방안과 설계의

요소별 기준의 설정온 맨II 설계의 수준 향상과 고유한 설계기술의 확보훌

위한 필연적인 과제로셔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척운 이랴한 MMI의

설계에. 대하여 기존의 문제점과 규채요건올 만촉할 수 있는 체계척인 설계

요건분석기법을 수립， 설계요소에 대하여는 인간공학적으로 척합한 고유의

설계기준율 설정， 첨단 엠fI 설계의 설계방안올 구축하는데 있다.

II I. 연구의 범위

폰 연구는 MMI 설계의 체계척인 설계방안 설정율 위한 연구의 제 2 화

연도로셔， 뼈I셜계에 대한 체계척 첩근방법(systems approach) 을 골격으로

실험척 접근방법올 보완하여， 두가지 방향에셔 병햄연구롤 수행하녔다.

체계척 첩근방볍은 현재 각국의 원자력 산업계에서 모책되고 있는 주요

설계의 첩근방법과 맥락올 같이하는 개념올 기반으로 하였다. 기존의

규제요건과 지칩올 만촉할 수 있도록 구체책인 내용올 정의 도출 하였다.

또한， 셜계방안의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계방안의 주요 골격이 되는

칙무분석과 칙무푼석에 의한 MMI 설계검증방안을 구체화하고， 천산모형으로

셜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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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쳐l계척 첩곤방안파 병행하여 실험척 접근방안이 설정되었다.

이눈 체계척 접근방법의 하부에셔 사용되는 각 셜계요소에 구체척인 인간

성능 빚 특성자료를 근거로 구성된 질험척 기준율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차력의 톡욕한 요건과 엠’I 설계의 고유 특성울 고려할 수 있는

실험 및 측정연구 방안율 셜정하였다. 실험의 목척율 만촉하거 위하여

고유의 실험환경 (가칭 "Test Facility") 율 셜계하였으며， 연구가 시급한

VDU 관련 설계요건의 셜청 실험율 위하여 그 일부분("Test Booth") 율

제착하였다. 맨11 설계의 척정조명수준 설정올 위한 실험몰 수행하여，

기존의 설계지침이 대한 척합성율 룩정 명가하였으며， 그 결과 뻐I

설계기준의 수정 필요성율 제시하였다.

IV. 혈구개발의 결과 및 활용

MMI설계에 대한 당해년도 연구의 컬과툴 두분야로 구분하여 다융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MMI설계의 체계척 접곤방안 셜정

• MMI설계의 쳐l계척 접끈방법 (systems approach) 및 각 단계별 수행

내용 및 철차 정의.

• 기능척 직무문석(task analysis) 의한 설계요건 분석 및 검증율 위한

천산모형 개발.

(2) 뻐I 젤계의 실험척 첩근방딴 설청

• VDU 중샘 멤u에 대한 척청조명수준 설험척 셜정( 300 lux 천후) 빛

새로운 뻐I 셜계기준의 셜정 필요성 도출.

• 실험율 위한 "Test Booth" 의 설계 제착.

• 생체신호처리 장치 및 수행도 측정 소프트훼어 개발

• VDU중심 얘11설계률 위한 실험분야 및 "Test Facility" 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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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Human Factors of Nuclear Power Plant Man-Machine

Interface

II. Objective

The design of Man-Machine Interface ( called 빠U hereafter ) ~ 'which

is a major factor detennining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Nuclear

Power Pl~)t~ has been acknowledged as being important. Projects

relevant to engineering approach of how to design a new MMI and 뻐

establishiment of itemised design criteria must be perfonned ill order

to improve MMI design technologies and accomplish domestic design

capabilitie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setup a more

fonnalised design approach to design a new MMI by establishing the

design criteria of items in accordance with Human Factors Principles

and by applying Systems Approach to the analysis of design

requirements which can be used to the current 뻐I issues and to meet

the regulatory requirements simultaneously.

III. Scope of Project

In this project , which is in the second year, both systems approach

for the design of MMI 뻐d an experimental approach were parallelly

performed. The design concepts equivalent to those of other

international nuclear industries formed a basis systems approac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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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nned in this project.

Details were defined to meet the regulatory requirements and

guidelines , and were formalised to perform the practical design

activities.

A computer model was developed. This model utilized function based

task analysis (FBTA) and was applicable to the desig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of MMI design processes.

The experimental approach established in parallel with systems

approach can be useful for inducing experimental criteria on MMI

design items , based on detailed human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data at the low level of systems approach. Considering special

conditions in nuclear power plant and factors inherent in the design

of MMI ,‘ the experimental approach was established.

The Test Facility was designed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experiments and a Test Booth , which was a part of the Test Facility,

was constructed to conduct experiments to draw guidelines for the

design of MMI with VDU. An experimental study to obtain a suitable

illumination level was performed. Existing design guidelines were

tested throU~l the experiments. As a result , a modification of MMI

design guidelines was found to be necessary.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categorised into the following two

(1) Formalization of MMl design approach

• Defined the tasks and procedures of systems approach at each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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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ed a computer model for the verification and the analysis of

design requirements by applying task analysis.

(2) Experimental approach for MMI design

-Set an acceptable illumination level (about 300 lux ) by an

experimental study.

- Designed" Test Booth" for the experimental approach.

-Developed bio-signal processing instrumentation and performance

measuring software.

-Defined experimental areas for the design of 뻐I with VDU and

designed a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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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효율성과 안천성에 가장 콘 영향올 추고 있는

요인온 국내외의 다수의 연구결과 훈천원 Interface 등과 관련한

인척요언임이 밝혀져 있다. 미국의 TMI와 소련의 체료노벌 원자력발천소

사고는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시스템 자체 또는 운전원 자신의

칙첩척인 결합이라기 보다는 운전원이 첩혹하는 종양제어셀 Man-Machine

Interface (야하 뻐I) 의 부척합한 설계에 기연합올 보여준 일례였다.

이 사고흘운 안전규제와 요건올 더욱 강화시킨 일련의 후속조치들올

수반하였는 바 그중 인척요인의 영역이 많윤 비중율 차지하고 있다. NRC의

경우 SRP의 제 18장에 각 Interface 설계의 요건올 셜정하여 기존의 설계에

대한 기훈(NUREG-0700. EPRI- NP-3659 동)율 제시하는 한훤 새로운 기농의

추가(ERF/SPDS) 에 대한 검토기준율 제시하였다. EPRI 의 경우는 중앙제어설

설계에 대한 규제셜청의 지연에 척극척으로 대용하기 워하여 ALWR

프로그램율 추진하여 자체척으로 NRC 와 일반인률의 수용율 얻올 수 있는

젤계요건율 설청하혔다. URD(Utility Requirement Document) 형태로

기술될 자료충 I&C 및 제어질 설계에 대한 항록은 제 10장 뻐IS로

기솔하였다. 측 설계의 주된 북척율 MMI 의 문제해결에 두고 이툴 달성하기

위하여 riMI툴 시스탬척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되어 었다.

EPRI 는 이 요천올 통하여 훤자력발천소의 제어실 등 뻐I 설계에 대한

만촉스련 혐 ER률 제시하고 천력회사와 규제기관의 동의률 얻어 새로운

형태의 체계적인 셜계접근방법 빛 설계항목올 도입함으로써 훤자력발천소의

셜겨I률 한차훤 끌어 올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기술적 측면에셔 고찰할 때 TM! 사고 이후 원자력산업운 그 자채로셔

불활율 겪은 것이 아니라 척용기술의 개발 및 옹용이 중단되어 애초에

산업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산업척인 체계성과 기솔척인 첨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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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척으로 악후되게 되었다. 특히 계혹제어 . 분야의 경우， 타 산업에셔

비약척인 진전올 보이며 활발한 기술생성 주기를 이루고 있는 반면，

원자력산업에셔는 추요 관련 분야인 원전 제어실 설계개발의 중단으로

그동안의 지도척 위치률 상실하여 닥후될 형태률 갖게 되었다. 이는

원자력 자체의 특성에 기언한 보수척띤 성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

일반산업계에셔는 시스템 개념의 확산과 주요 요소기슐에 대한 재명가툴

롱하여 챔단 시스템에셔 연척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ι 이는

시스탬이 기능척으로 고도화，집약화 될수룩 시스뱀의 성눔과 효용에 미치는

인척요인의 명향이 커지는 경향이 발생하므로 시스템에셔의 연척요인에

대한 관심의 계속적인 증대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계 전반에

걸친 "Interface 셜계에의 집중” 현상올 반영할 때 원자력발천소의

설계에셔도 척극척인 멤11 설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타산업분야에

비하여 사용기기 및 기슐에 근본척으로 현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MMI에 기슐척인 도약이 필요하다.

최근 원차력 선진각국에셔 뺑II의 설계와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데에는

MMI의 설계와 기술이 주묵할만한 욕성올 가지고 있기 때분이다. MMI

설계는 주요 기능의 변화률 요구하치 않으면서 설계의 변화에 가인하는

안전성에 대한 감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척인 인상에 대한 파급효과가

르고 후생북리 측면에셔 바람칙하다는 젤계륙성율 갖는다. 기술의

목성변에셔는 이원척 가부판단방석이 아닌 천혐척인 상대성 해석 (Trade-off

Analysis) 이 필요한 다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타분야나 타국의 설계결과의 칙첩척인 척용이 곤란한 분야.

• 설계의 가치기춘과 설계철학의 차이에 의해 채조정이 필요한 분야.

• 주요 기능 설계의 내용과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대웅해야하는

종속 기술분야(Rapid Prototyping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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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인척요인의 특성이 반영되고 고유한 설계， 운전，관리경혐의

반영이 훨요한 복합기술분야(Socio-technical System).

• 설계기솔의 영향아 훈전， 교육훈련， 관리경영， 선발 등 여러분야에

미치는 다연계분야.

MMI의 이와 같운 설계의 특성과 기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자력산업계에 척용할 고유한 셜계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발천소 설계의 기술차립 및 국산화의 북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전히 많은 분야에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외국의

설계기출에 대한 습득과 설계자료의 입수， 설계기춘의 숙지가 계속되고

있다. 뻐I 셜계에 대하여도 국내에셔 상셰한 설계기술의 습득이

이루어지고 었으나 와국의 설계에서 그 설계 기준이 되늠 사용차의

특성( 즉， 원자력발천소 운전원 능력의 범위와 특성， 행동 및 심리특성)윤

그대로 탑습될 수 있는 철대척인 내용이 되지 못한다. 물리척인 법칙과는

달랴 인척요소에 대한 응용에 있어셔는 그 고려대상이 탈라점에 따라 많윤

부분에 있어사 재 검토되어야 하며，또한 변경되는 설계 기준으로부터 많운

설계항목들이 상대척인 변화를 갖는 것이 불가피하다.

뻐I의 셜계에 대하여 부분요소에 대한 설계기준 변화가 독립척으로

설계변경율 일으키는데 그쳐지 않는다는 특성은 이 분야의 셜계가 각

요소벌 개별척 셜계의 단순집합이 아니라 상호 유기척연 연관관계F 맺어친

시스템척 특성을 가치고 있옴을 의미한다. 여1툴 툴어 발강책에 대한

사용윤 Active 또는 Moving의 의미가 강하여 긍정척연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 금지의 의미가 강하여 부점척인 성향올 띄고

있다. 따라셔 발강책이 ”찰 롤아 가고 있다.”는 표시로 사용되는 미국의

셜계기준올 그대로 받아 들일 경우 우리나라에셔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표시로 인식되어 버상시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결정척인 오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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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Stress) 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율 것이다. 그러나 발강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대하여 단순히 다흔색， 예률 들어 순흥씩 등으로

대치 또는 교환할 수 었는 것으로 해결책여 모책되지 뭇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CRT 화변이나 경보 둥의 표시에 대하여

발강책의 다른 색상과의 연계성율 검토하지 않윤 채 도훌훨 수 있는 대안윤

모두 무의미 해진다. 따라서 뻐I 셜계 전반에 걸친 책상사용율 분석하고

각각의 개벌척인 색감과 상대척 의미률 푼석하여 최척의 대안올 셜정하는

종합척인 착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위의 예에셔 뻐I 설계에 대한 두가지 상이한 연구의 필요성이 풍시에

제기되었다.

첫째， MMI 의 각 설계요소에 대하여 요소벌 고유한 기춘의 분석연구롤

필요로 하며 추요 내용과 순서는 다옵과 같다.

• 우선 맴u 체반 문제척 묘사와 사례분석율 몽하여 설계요소률

체계척으로 도출함.

• 기존의 설계가 가지고 있는 각 설계요소에 대한 척용기준 (Human

Engineering Principle)율 도툴함.

척용기출이 우리의 설계개념과 우리나라의 운천원 톡성에

부합되는 지 여부률 검토함.

기준의 채설정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개벌척으로 셀혐척인 기초

실험척 분석 등올 수행하여야함.

둘째， MMI희 구조분석과 연관분석올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셜청 및

최척화 연구가 필요하며 주요 내용윤 다옵과 같다.

• 뺀us와 같은 서스댐 설정 및 시스템분석

• 시스템분석에 부수되는 FBTA(FeedBack Task Analysis) 및

IR (Interface Requirement)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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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al Aids의 필요기능 개념설계.

• Design Verification 빛 Velidation (Availability Test ,

Suitability Test).

• 륙히 종합척인 반영울 위한 Experimental Test의 필요.

• 설계 획척화와 연관하여 Training & Qualification 둥의 요인파의

연관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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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컨소 인걷1-기 계 Interface 설계방안 연구 (KAERI/RR-8171

88)" 의 첫단계로 기폰악 원자력분야에셔 대두되고 었는 연ξl-기계

Interface 설계의 문제점파 핵심척 연구항묵올 분석하고 도훌하였다.

1차년도의 연구에셔는 MMI 상에셔 발생한 인척요인의 셜계컬함이 명확한

문제점 으로 드러난 사고사례로 T센1-2 발전소 사고와 체르노벌 사고률

안척오류가 발생한 꽤갱과 시간경파， 요인등의 인간공학척 관첨에셔 분석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 훤건 중앙체어실에 내재되어 있는 MMI 의 제반

문제첨율 훈천훤 설문조사와 면탐， 현장의 실사 등올 롱하여 조사하였고 휘

득한 차료률 풍계푼석하였다. 50개의 셜문 항북율 원자로 조정사 자격충올

가진 운전경험차 95명율 대상으로 제어월의 물리척 구성 및 공간규모， 제어

지시기외 청보표시 능력혐가， 제어반 배치배열 및 개선사항， CRl’의 활용도，

경보창의 배멸 빛 상태， 훈천절차셔의 활용성， 훈천지원시스템의 ‘설계방향

등에 대한 조사， 분석올 수햄하였으며 이때 드러난 주북할 만한 내용올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 운천경력야 비교척 척올 운천원률은 시스템 자체의 개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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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운천 지원사스템의 챔가보다는 운천절차셔의 채선올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운전경력이 풍부한(약 5년 정도) 운천원

들혼 시스템의 하드웨어척 측면에서의 설계개선율 희망함•

• 중앙제어반률이나 계혹제어기기의 위치가 한국인의 인채륙정학척

쳐1휘에 부척합하여 운천에 불편함율 겪고 있었옴.

• 중앙제어반의 쳐l어기기 협상과 배치 등의 부척절함으로 인하여

설문조사차의 약 70% 이상이 실수를 경험하였옴.

• CRT 한개의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의 형태가 다양하지 뭇하여

운전에는 콘 도올율 받지 뭇하나 CRT의 사용에 대한 형가는 매우

긍청적이고 CRT의 효율척 인 사용방안과 정보표시 률 요구합‘

설문조사차의 약 90% 이상이 CRT툴 겨반으로 한 통합척 운천원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합.

상기의 조사분석 결과툴 토대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앙체어질의 셜계

개션 현활율 조사한 결과 TMI 후행초치에 의하여 국내 원차력발천소 중앙

제어실에 대하여 상당한 항목에 컬친 설계검토 및 보환조치가 이루어져

있어 기존 MMI 의 부분적인 개선이 많이 여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밤’I의

각 요소에 대한 셜계 척용기준에 대한 국내의 고유한 인칸공학척

설계기준이 부재하여 현장의 운천원 경험에 전척으로 의촌-한 부분척 개선에

국한되고 었었다.

운천원 설문조사 결과와 현장의 설계개선 사례블 총합하여 본 결과 국내

원차력발천소의 뻐I에 대한 문제점들은 현재 원차력 선진각국이 당면과제로

부각하여 해컬책올 모색하려는 연구개발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였다.

따라셔 1차년도의 본 연구에서는 원차력 선진각국에셔 채발하였거나

연구개발충인 첨단 제어실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 MMI 설계방법과 추요

척용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이 실시되었고 주요내용올 요약하변 다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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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다.

• 과거 60년대 재래식 광대역 설계로부터 TMI 야후의 개량형 제어설과

2000년대의 캠단 체어실 등에 척용되는 주요 빠fI 기능의 변화와 체어

빛 감샤의 방법론에 대한 변화툴 분석함.

• 중앙쩨어실 셜계개선의 주요 보환척 방법 (Remedial Approach) 으로

취하게 되는 15개 조치사항올 조사분석 하였으며， 프랑스의 900MWe급

체어설 개선사웹률 그 내용과 결과로 기술합.

•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첨단체어실 설계 및 척용기솔율 분석한 결과

TM! 사고 이후에 부각된 MMI 의 설계결함 문제툴 보완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천자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개발된 MMI 기기의 도입율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중앙제어칠 설계 및 개발에 역점율 두고 었다. 써부

개발내용으로는 Color Graphic CRT 및 대명 운전정보 표시기술，

렴퓨터 청보처리 가능의 고도화에 의한 자동화의 확대，

운천지원시스템과 상호 결합하는 첨단제어실 개발에 역점율 두고

있다.

- 미국 CE사의 NUPLEX 80+ 의 경우， 기존익 설계를 르게

변화시키자 않고 최대한의 공간배치 개선 및 기능척인 확장，

컴퓨터 기능의 강화를 추구하며 현행의 규제요건율 만축하는

법위에셔 새로운 중앙쩌1어질 셜계률 추구하고 있융.

- 미국 때사의 AP-600의 경우， 최근에 강화된 기능척인 확장올

천략척으로 도입하여 수용하고 과감하게 Computer based

System으로 구성하는 한떤 이에 인지공학 및 운천경혐율

체계적으로 반영함.

- 일본 ACR(advanced control room) 의 경우， 차세대 Man-Machine

Interface 채발계획( ’ 84- ’ 91)에 의한 기술의 단계척 셜계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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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본인 고유의 특성올 반영한 Computer-based Interface 와

치척인 지원시스댐 (I-PODIA ， intelligent plant operation by

displayed information’ and automation) 풍의 획산 시스템

개발올 계속중입;

- 프랑스 N4 ACR의 경우， 째사의 900MWe 중앙체어설 설계개선의

경험올 근거로‘ MMI 의 종합척 개선율 추진하였고 S3C

Simulator 에 의한 과감한 CRT-based Interface 구혹 빚

Component Level Big'Display 개발올 환료하여 질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제어계혹 겨l통에 대한 Layer 개념의 I&C 시스템

개선이 탁월함.

‘- 톡알의 PRINS(process information system)의 경우， 다수개의

CRT 채용으로 뻐I의 물리척 성격율 변경한 그래픽 철계 빛

진단， 훈천쩔차 지원기능의 강화에 주력함. 궁극척으로

CRT만으로 구성되는 Cock-pit 개념의 중앙체어실 설계북표률

셜정하고 연구개발올 추진중입.

- DECD Halden Project의 ISACS(Integrated Survellance 뻐d

Control System)의 경우， 그동안 다년간 HA빠，AB에셔 수뺑해 옹 

제반 첨단 빠I 기능올 결합하고 Intelligent Coordinator률

-도-입하는 Fully-Computerized Control Room 설계불 추구하고

있읍. 현재 개넘설계 단계이나 감지， 조착지훤， 절차지원 등에

대하여 이미 구현되었거나 개발중인 CFMS(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 , DISKET(knowledge based diagnostic

system) , SCORPIO(core surveillance system) , SPMS(success

path monitoring system) , COMPA (computerized procedure

system) , HALO (b뻐dling of alarm logic) 시스템올 종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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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단 중앙 제어실의 설계촬 추진중입.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 국내 원차력발전소의 MMI 철계개선 현황 및

연구개발 기술수출은 원자력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질정이다. 또한

타국의 MMI 절계개념과 시스템의 셜계내용율 국내 사용자의 고유한 륙성율

고려하치 않윤채 받아툴여 MMI에 대한 현견척인 사고률 갖게 된 일변도

없치 않다. 따라셔 1차년도의 본 연구얘셔는 향후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집충척으로 연구개발 하여야 할 다읍과 같올 6개분야의 인간공학

핵심키술의 개념과 내용율 도훌하였다.

• 한국형 주제어설 개발올 와한 MMI 절계의 시스템척 첩근방법 연구.

• 중앙체어생의 각종 청보표시 소자의 고도화， Touch Sensitive CRT

청보표시 기슐， 대형 화면청보 표시기술 등과 같운 시각 청보표시

기솔개발.

• 운천원의 의사결청 구조와 인식구조에 인공지능 기법율 이용하여

구현한 치척인 지원시스템 개발.

• 인간공학척 환챔에셔의 치식공학과 인지과학 거술개발.

• 사실척인 운천원 인척오류의 취특과 인간공학적 분석， 운전원의

삼리와 생리， 작업륙성율 기저로한 셜져l개선율 위한 실험연구.

그림 1. 2-1윤 1차년도의 본 연구에셔 도툴훤 MMI 고도확률 위한

연구항북율 나타낸 것여다. 본 연구는 1차년도의 연구에셔 드러난

다수개의 연구항북충 국내의 얼정올 감안하여 엠MI 절겨}의 시스템척

첩근방법 연구와 인간공학 실험연구의 두가지 주제툴 2차년도의 주요

연구함목으로 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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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자식， 운천기능등에 환한요인성리， 생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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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볼론 I

MMI 설계의 처1 겨1 척 접근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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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차력발전소의 MMI 설계률 위한 새로운 셜겨l 접근방안으로 기존의 인간

공학분야에셔 체시되고 있는 체계척 첩근방안 (systems approach) 율 기본

골격으로 하여 원자력분야에 용용할 수 있는 체계률 셜청하였다. 특히

최근의 첨단기술과 챔단운천기능올 포함하여 기존의 안간공학척 문제

(Generic Safety Issue HF 항목둥)와 설겨l검토 치챔 (NUREG-0700 등) ,

표준검토 기준 (Standard Review Plan) 둥 기존의 인간공학 환련 규제요건율

만폭시키기에 유용한 구조물 갖는 첩근방안에 주력하였다. 셜청흰 체계척

접곤방안율 현재 미국 EPRI (천력중암연구소:이하 EPRI 라함)에셔 개발

제시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사업자요건셔 (Utility Requirement Document) 에

기술되고 있는 뻐IS 개념의 내용파 바교하였다.

또한 MMI 설계의 체계척 첩문방안에셔 설계요건 분석파 확인 및 검증의

팔격이 되는 기능척 칙무분석에 대하여 실제로 용용할 수 있는 구체책안

절차와 방법본율 셜청하였다. 특히 운전절차률 중심으로 운천원의

칙무분석 구조롤 모형화하고， 그 결과로부터 MMI 셜계요건율 도툴하고 실체

셜계컬과 의 가용성과 척합성율 검층할 수 있도몹 전산모형의 기초설계률

완료학였다. 제 3차년도의 연구에셔는 본 연구에셔 기초셜계흰 천산모혐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유용한 도구로 개발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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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첼 뼈I와 인간거계 체계

1. 뻐I와 인척요인

원자력발천운 매우 효과척인 천완으로셔 언정되어 있으나， 방사능이라는

톡륙한 성격의 문체로 인하여 그 안진성의 문제가 심각한 우려툴 일으키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그 칸셜에 대한 자볼의 후차비충이 막대하여，

그 자본보효 빛 회수의 푼체가 국가경제척 차원에서 거론훨 만큼의

중요도툴 보이고 있다. 원차력발천소는 이러한 륙성으로 고도의 효흩성파

안천성율 달성할 수 있도톡 철계로부터 건셜， 운천， 보수， 및 빼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공학척 환리률 휘하고 있다.

국내외척인 안천성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발천소의 효흩성과

안천성에 가장 론 영향율 주는 요인운 운천원둥과 환련한 연척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쳐 었다. 인척 요인의 심각성윤 이미 T에I나 Chernobyl 원전사고

둥에셔 상질책으로 드러나 있으나， 이률 대부분이 훈천원 자신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훈천원이 첩혹하는 쳐l어실 MMI 셜계의 부척합요로후터

기인한 것이다. 제어질 MMI설계의 중요성올 이러한 사고사례 뿔만 아니라，

훈천원 교육훈련버악 층가 및 쳐l어얼에 대한 규제 보완 조치 부담의 충가

풍에셔도 나타난다. 미국의 전력사 및 셜계용억사는 이러한 부담에

대용하고， 제어실 철계에서의 안천성과 효율성율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설계개념의 척용율 봉한 셜계철차， 요건둥율 제시하는

노력올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원자력발천소에 대하여， 제어실 빠’I 록성이 그 효율성과

안천성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할 필요가 있었으나 국내 원자력계에셔는 이롤

부수척인 업무로 휘급하여 등한시 해 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또한 새로풀

원차력발전소의 도입시에 체어실 뻐11 의 척합성올 자국인의 욕성율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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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사전에 문처l점올 도출하고 개선 및 변경의 필요성율 설정하는

노력이 국내 원차력계의 당면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빛 건설율 외국의

손에 의존하여 왔으며， 회근 원천설계사업에셔도 설계의 모밤에 치충하여，

이러한 척합성의 문제률 거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표출화사업에셔와 같이

설계기솔의 자립를 달성 하거 위해셔는， 반드시 국내의 고유한 인척특성의

반영아 절대척으로 요구됨온 불론 연구개발과 투자의 훨요성여 요구훤다.

2. 인걷l--기계 체계 (Man-Machine System) 의 개념

천자공학파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여러

대혐시스렘의 감시제어 (monitoring & control) 시설의 셜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륙히 디지탈기술율 충심으로 하는 첨단

계혹제어기슐의 척용운 감시체어 작업의 성격올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었다. 과거의 재래식 계장기기에 의한 광대역의 열거식 제어설운 고성능의

첨퓨터가 도입됨에 따라 compact work-station 형태로 간소화되고 있으며，

소위 Uhi방l-touch"라 불리는 인간공학척띤 첨단 interface device가

사용되고 있다. 기능척으로는 정보의 가공처리 및 혹약의 기능이 강화훨

뿐만 아니라， 치척인 보조지원시스템 (intelligent support system)의

결합으로， 그 기능이 체계화， 고도화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단순 반북

(routine) 착업이 자동화 (automation) 되어 계륙제어계통의 내부에

결합되고， 상당부분의 감시.채어 기능이 운전원의 칙첩척인 부탑으로부터

분리되고 었다.

위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제어설의 설계가 고도화 되어 제어설의 가능과

륙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에 따라 제어실의 구성에 대하여 체계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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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근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욕히 제어설 설계의 개선율 위하여는 그

가능의 추체가 되는 인간(즉，운천원)울 중섬으로 설계익 관첨율

전환함으로써 7)폰의 문제점올 해결하고， 여러 첨단기술율 척절하게 용용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개념윤 일쩌기 ’ 60년대 부터

기존의 띤간공학분야에셔 그 척용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제기되어 왔다.

인간공학의 개념에 의하변 인간이 그 체계의 일부로셔 포함되는 체계의

젤계에 다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셀계의 활발점이 되는 체계분석의

대상은 단순한 하드훼어와 그 동척구조가 아니라， 인간율 포함하는

인걷1--기계의 유기척인 연계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걷1--기계 체계에

대한 연구는 일반공학분야에셔는 새로훈 것으로 그 개넘과 첩근방식율

면빌히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천소 쩌l어실 셜계에 있어서 언걷1-기계

체계의 청확한 분석도훌과 그 접곤방식의 웅용은 기존의 MMI 문제률

해결하고 설계률 최척화하는 툴발쟁이 될 것이다.

- 31 -



처11 2 절 인간기계 체겨1 련의 기법

원자력발천소의 제어실 MMI 셜계에 있어셔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인걷1-기계 체계의 도훌윤 인간공학개념과 첩근방법률 배경으로 다융과 같은

업무의 결파로 야루어 진다. 인간공학플 연걷1--기계 쩌l계가 그 쳐l계에

추어진 몹척에 맞도톱 인간과 기계의 척절한 컬합(coordination) 율 꾀하는

것이다. 이 결합율 도모하기 위하여 연걷1-기계계의 설계 및 개선에 있어셔

수행되어야 할 제반업무는 다른 분야에셔와 탈리 다융과 같운 륙정율

갖는다.

• 연구의 춧챔 - 인간의 모든 외척인 요인에 대한 체계척인 이해롤

배경으로 인간울 중심점으로 고려함.

• 연구의 북척 - 인척인 북리(현리，효용，률거품율 포함)툴 포함하는

체계효용(system effectiveness)의 층대 •

·연구첩콘방법 - 기계，기구，설비，환경 풍 인칸이 첩혹 관리할 수 있는

와척 요인올 혐가 셜계하는 파청에셔 인간의 륙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척으로 척용하여 최척화함.

그림 2.2-1운 인간공학 분야에셔 쳐1시하는 인걷1-기계 체계 설계의

기롤척인 골격율 검토한 것으로셔 원자력발전소 융용의 경우에도 그 구조는

콘 변화가 없이 척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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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인걷l-기계 체계 설계분석의 기본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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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할당

인걷'I-기계 체계에 부여된 기농충 어떤 것은 기계에 의해셔만 실맹

자농하고 어환 것은 인칸으로셔는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반면， 연간의

고유기능으로셔 기계척 수단으로는 수햄하기 어려훈 기능도 있다.

인걷J.-기계 체계에 대한 설계의 문채는 고유의 기능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에 의하여 모두 실햄 가능한 기눔율 어느 쭉어I 활탐할 것

인가에 있다. 이 기능할닿의 문제는 단순히 더 많윤 기계롤 사용하여

인간에 할당되는 기놓율 줄이기 위한 자동화의 문제가 아니다. 요구되는

체계의 기능에 대하여 인간과 기계 상호간의 륙성율 상대척으로

비교함으로써 체계의 기능울 회책화 하려는 ‘ 것이다. 또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보아 연간에게 척절하지 않으므로 불변하고 - 위험한 요소가 훨 수

있는 경우에 자동화를 시도한다는 사고에 입각하여 해결해야 한다. 발딸된

과학기술이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에 측각책으로 웅용확는 민감도와

필요성여 부각됩에 따라 설계에셔 기능할당의 문체는 더욱 중요도가 커치고

었다.

2. 인깐(운천원)의 거능배분

이는 기계확으로부터 인간에재 제공되어야 할 청보롤 어떠한 혐태로

하여 인칸륙의 어느 감각기로 보낼 것인가， 안간이 기계에 요구해야 할

기농율 어떠한 혐태로 인간혹 훈동기관율 통하여 청보 천달하도록

분배시키는 가의 문제이다. 얀걷1-기계 체계가 단순한 경우에는 인간공학율

의석하지 않아도 일반상식으로 처리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원차력발전소 제어설과 같이 인걷'I-기계 체계가 기능척으로 비대해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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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척으로 많운 청보툴 다루어야 하고， 질척으로 고도화 되어 여러가지

조좌율 더욱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율 경우에는 중대한 문체가 훤다.

원자력발천소에 있어서 운천원의 기능배분 문제는 운천철차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각 운천상황에 따라 인갇l-기계 체계가 ‘- 수행해야할

추요기농이 훈천절차셔라는 고청된 수단율 흉하여 일캠한 형식으로

배분되어 있다. 측 훈천철차셔에 의한 훈천원의 칙부분석이 주훤 내용이

된다.

3. 청보의 궤환작용(feed-back)

인간의 작업입력이 기계혹에 천달되었율 때， 기계혹이 그에 대한

반용이나 처리한 결과률 인칸혹에 전달하는 일련의 정보 연계의 문제이다.

체계의 성능에셔 정보퀘환의 효과는 정보표시의 질(quality)이 좋운 가

나쁜 가에 달려 있다. 좋지 못한 유혐의 청보표시는 인걷l-기계 체계의

청보연계 경로률 따피하거나 왜곡시켜 체계에셔 감시조작자연 안깐의

작업성능율 저하시키고 오휴나 사고롤 유발사커는 요인이 흰다. 욕히

발천소와 같은 원격초확 인ξl-기계 체계에셔 MMI 셜계가 이러한 궤환기눔의

혹면율 고려하지 않율 경우， 인책오류의 가능성파 함께 인간의 장챔충

하나인 오휴의 보청 및 보완조치 (recovery action) 의 수행울 판받하게

한다. 어러한 청보의 연계는 설계의 과정과 마푸리 단계에서의 확얀 몇

검중(verification & validation) 작업의 중요성올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다.

4. 하드꿰어 기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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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훼어의 기능분석혼 인간의 톡정에 비추어 볼 때 기계혹이 어떠한

청보표시의 혐태 및 조착기능으로 구성되면 사용하기 좋은 가 (즉，인깐악

가능올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가}를 문제의 영역으로 삼는다. 그러나

코게 보면 체계에 포함되는 7~벌기기의 설계특성에 대한 요건설정과 이들

깐의 기놓척 연계에 대한 문제(즉， 배치，배열，조합의 문체)로 귀확된다.

일반책으로 체계설계에 소요되는 업무의 상당부분율 바로 이 키계륙의

기농배분에 대하여 필요한 요건율 설정하는데 할당된다. 원자력발전소의

MMI 설계에셔는 계장 및 계혹기기에 대한 설겨l요건 (I&C requirements) 올

운전절차분석 (Task Analysis) 올 통하여 운천원이 절차수행셰셔 요구하는

륙성올 기준으로 셜청하는 것을 의며한다.

5. 소프트웨어 기능 분석

체계내에셔 기계측율 어떻게 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착협철화，요원계획， 훈련， 확업구성， 에anual ， 작업분담， 챔검， 보수계획，

제반법규， 작업기준 등의 문제가 이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 문체률에

대한 현실척인 중요도에 비교하여 불 때 인간 공학척 체계화가 늘어치고

있다. 이 분야는 셜비관리와 노무관리 등 다른 영역과 관련 율 깊게해야할

필요가 있고， 연구의 방법론율 포함하여 향후의 콘 과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이 분야는 인걷1-기계 체계의 신뢰성파 얀천성올 척도로 하여

체겨l분석명가운야가 인척요인 연구의 도입으로 성장하여 콘 성과률 올리고

있다. 또한 최근 컴퓨터-인간과 관련하여 정보처리와 정보천달에 관한

인척요인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특히 원차력에셔의 인깐-거계

체계는 높운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기계의 운용

문제와 더불어， 일반척인 다른 체계에서 중시되지 않고 있는 조직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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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설계의 주요 요인으로 변밀히 유가척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최근에

맴H 설계의 얼반 추이에 따라 컴퓨터가 원자력발전소의 인걷}-기겨} 체겨}에셔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종가하고 있으므로 정보처리와 천달의 문제는 뻐I

설계에 있어 주요과제로 예상될다.

6. 환경

조명， 소옴， 진동 등 인깐-기계 체계의 주변환경이 나타내는 툴리척인

톡성이 처l계의 성능에 끼치는 영향올 문제로 하는 분야이다. 일반척으로

기계혹에 미치는 환경변수의 영향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공학척인 한계

률 설정하여 설계에 포함되고 있드나， 인간운컨원의 심리생 &1 척 영향올

롱하여 나타나는 환경변수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운전원의 북지문제와 관련 다수의 연구률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차력발천소에셔는 안전성의 관점에셔 훈천원의 작업성능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올 고려하치 않고는 인것}-기계 체계의 목표 성농율 탈성하기 어려우며，

맨u 설계의 최척화가 불가능하다.

- 37 -



뻐
버

「L괴
께
니다

괴
게
꺼,씨

제
패
셰

시
벼

7,
써
때
깨

”
섹}

>
빠셔

책S

n
4
]U

써
체”

원자력발천소의 MMI 셜계에 대한 쳐l계척 첩근방법윤 일쩌기

NUREG-0700 올 롱하여 그 일부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 앞에셔 언급한

바와 같이， 인걷1--기계체계설계의 가장 명시척인 결과불운 개별 MMI 기기에

대한 젤계요건셔라고 할 수 있다. NUREG-0700 에셔 기솔한 것율 반명하면，

설계 요건도훌율 위한 설계계획의 설청이 필연척으로 요구되며， MMI철계에

대하여도 설계의 북표(청한 또는 개량 MMI 셀겨1 등)，분척의 도구와 방법론

(칙무분석 및 요건분석 모혐 둥) ，셜계의 철차와 검토의 방식등율 규정하는

설계계획의 수립이 우션척인 요건이다. 이는 인운1--기계 체계의 기눔척인

목척율 만촉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여러가지 업무의 유기척인 현계성율

부여하는 것이다.

셜계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주요 업무는 다옵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흰다.

• 기놓책 칙무푼석 (function based task analysis)

·빠I의 기능할당 빛 배분(function allocation)

• 확인 빚 검층(verification and validation)

1. 기능척 칙부분석

기능척 칙무분석의 북척은 원차력발전소률 안전하게 운천하는데 필요한

가능한 모든 운전기능율 정의 도훌하는 것이다. 다옴 그림 2.3-1윤

원차력발전소와 인걷1--기계 체계의 관계률 나타낸 것이다. 최상위기능 (즉，

천력의 안전한 생산)이 원자력발천소의 근본척인 북척율 반영하며， 다옴

수준기능윤 주요 계통과 제어설 등 최상위기능올 만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동척， 정책키능율 말한다. 그 중에셔 MMI에 부과되는 것윤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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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원자력발현소의 인ξl-기계 체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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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으로 그 하위의 셰째수준 기능해서 비정상 및 비상운전시의 안천성

유지 또는 사고방지 빛 완화둥으로 셰분되고， 네째 수준에셔는 각 변수 및

부분겨I통의 기능( 즉， threshold unsafe operation에 앞셔 shutdown of

critical core operation 등이 같폰 기능) 으로 구환훤다. 다섯째

수준에셔는 shutdown of critical core operation.으1 결과률 얻기위한

"negative reactivity악 주업”율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앞셔의

shutdown이 완전하게 수행되었는지 평가 감시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기놓척 칙무문석의 첩근방법을 top-down approach 의 골격율 가지고 뻐I

설계가 목표하는 만콤의 세분훤 기r풍올 정의할 수 있올 때 까지 반북수청

(iteration) 하는 과정올 거쳐야 한다. 셰분된 기능올 얻올 수 있올때

까지의 필요 업무의 골격은 다옴과 같다.

• 발천소전반에 대한 운전북척의 정의 - 10 CFR 50 App.A GDR 19 등 이용

• 정상 및 기타 상태의 주요기능(critical fWlction) 정의-기폰운전절차이용

• 주요기능과 각 계통의 연환 분석 (iteration matrix 풍 이용)-운전상태별

• 기능의 셰분분석 및 소요 청보 특성 정의 - 기존의 훈전절차서 참조

• 기능의 통합 및 조정-가능상관도， 운한절차 영향， 교육훈련요건 영향검토

다옴은 기능척 칙무분석에 대한 규제요건을 요약한 것이다. (NUREG-0700 참조)

(창고) 기능분석의 요건

원자력플랜트의 가능분석은 제어실에셔 운전원에 의해셔 수행되는 조치

(action) 와 기능 (fW1ction) 올 평가하고 정의하기 위해셔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operator-process interface를 개선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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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훈천원 철차가 원자력발천소의 올전에셔 운전원에 지첨올 주는데

척당한가 검중하기 위해셔 그러고 시스템 훈전동안 효과척인 훈천원

성능율 검중하기 위해셔 인간공학 척용율 포함해야 한다.

1) 일반운천북적 정의 (Define objectives)

훤자력플랜트의 목척은 nuclear reactor에서 나오는 에녀지로 부터

안전하게 전력율 발생하는 것이다.

원차력 플랜트에셔 제어실의 북척올 "General Design Criterion

19 , 10CFR50. Appendix A." 률 참조하여 청의하면 다융과 같다.

Criterion 19- 쩨어설(control room) 제아실율 정상상태 하에셔

안전하게 플랜트를 유치할 수 있는 조치와 사고상태 하에셔

안전상태로 유지활 수 있는 조치률 취활 수 있는 것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어설 외부의 척당한 위치에 장비률올 제공한다.

(1) ,hot shutdown동안 안전상태로 시스댐율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계기와 제어기률 포함하여 원자로의 순간적인

hot shutdown올 위해셔 능력울 발휘하도록 설계된 장바

(2) 척당한 절차서 사용율 통하여 reactor의 cold sJlUt-d매n 으로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장비

안전성은. 10CF’R50의 Appendix A 셔론 부문에셔 정의된다.

50.34의 규정에 따라 건설허가률 위한 신청은 체안된 장비

(facility) 에 대한 중요한 철계지칩율 포함해야 한다.

중요 철계지첨은 필요한 설계， 조럽 (fabrication) , 칸설， 시험과

구조 (체계) 시스템에 대한 성능요건， 그러고 안천성에 중요한

구성성훈 (components) , 즉 공공의 건강파 안전에 부당한 위험없이

설비률이 운천될 수 있는 보층을 제공하는 체계 시쇼댐 구성요소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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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청한다. 이러한 일반척인 설계처첨운 위원회에셔 제기되는

건설허가를 위한 풀핸트의 위치와 셜계와 마찬가지로 경수로형

발전소툴 위한 중요한 설계지침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율 셜청한다.

일반척인 셜겨1지첨운 다른 형태의 원자력발천소에 척용훨 수

없다는 것이 고려훨 수 있고 그런 다른 플랜트률 위한 중요한

철계치챔율 철정하는데 있어셔 지첨율 제공할 수 었다.

2). 추요 기눔청의 (Define Critical Functions)

제어질의 목척올 수행하기 위해셔 체어실에셔 감시되고 제어되어야

하는 모든 플랜트 기능률이 확인되어야 되고 문셔화 되어야 한다.

원차력 풀핸트 process control과 안전기능윤 다옴이 포함훨

것이다.

원차로 반웅 쳐l어 (control of nuclear reactor reactivity)

노심 냉각제어 (control of reactor core cooling)

노섬 냉각계통 건정성 감시 (monitoring of reactor coolant

system integrity)

1차 원자로 격납용기 건전성감시 (monitoring of primary reactor

containment integrity)

방사농 방룰제어 (control of radio active effluent)

동력생산 체어 (control of power generation)

동력천달 제어 (control of power transmission)

플랜트 제어기능율 좁 더 셰분하는 것은 운전상황과 사건 (쳐l어실

에셔 운천원이 칙변할지로 모르는)울 고려하므로써 취할 수 있다.

고려된 운천상.황과 사건운 우선순위에 따라 몹룩확한다. 그리고

그 목록용 최소한 다옴 사항올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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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에셔 형가될수 있는것

scram없이 예기되는 과도상태

플랜트의 startup , shutdown올 포함해서 운전상에셔 일어나는

것이 기대 되는것

System, SUbsystem, Component의 고장， 인간설수

비상철차롤 7~션하기 위해셔 푼석되는 과도상태와 사고에 대한

failure event의 시웬스 (NUREG-0600, 0737)

플랜트의 정상운전

기놓율 쟁의하는터l 있어셔 분석운 포팔척이어야 하고 제어설

외부의 시스템과 설비둥과 제어철 사이의 상호작용율 고려해야

한다.

3) 기능파 계몽의 연환분석 (System Interaction Analysis)

셜계동안 분석되어야 하는 플랜트 운전시 사건을 비청상，

비상상태률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플랜트 운건의 범위률 발명해야

한다. 비정상 / 비상상태동안 훈천원 작업부하는 최대이다.

체어실설계결함， 운천원 훈련， 운전/비상철차셔에 의해셔 야기되는

운천원 실수는 훈천원의 최대작업 부하에셔 탐치되어야 한다.

failure events의 분석에 관한 셜계 노력의 범위는 다용 사항율

고려 해야 한다.

플랜트 안천성 측변에저 샤스댐의 역할과 중요성

시스템 고장올 야기시키는 실수의 type

구성요소 고장에 대해 플랜트운전 history

4) 기능벌 소요청보 특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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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시스템 정보， 훈천상의 의사결청 섯점 (point) , 각 결정

포언트의 정보정확성 요칸， 그러고 각 결정으로부터 휘하는 조차는

각 기능에 대해셔 정의되어야 한다. 각 제어기능에 요구되는 정보，

결정， 조치는 그 기능이 훈천원야나 기계 누구에 의해셔 수햄되는

차에 상관없이 만률어져야 한다. 설계요건폰 규제지챔여 고려

되어야 한다•

• 지첨 13 - 계측기와 체어기

계록기는 청상상태에셔 기대되는 법위에 대해 변수와 시스템율

감시하는 것이 제공되어야 하고 운천충에 예기획는 사건，그리고

핵분열 프로세스 (fission process)，원자로심의 건전성， 원자로

냉각수압력경계， 격납용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시스템에게

영향을 미칠 수있는 변수들과 시스템율 포함하여 충분한 안천성

율 보장할 수 있도록 사고상태에 대해셔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척절한 체어기률이 미리 저술한 훈전영역내에셔 변수툴과

시스템올 유치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것이다.

. Regulatory Guide 1.97 (규제 지청 )

NUREG-0696 "Functional Criteria for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Final Report , 2, 1981

5) 기능의 통합 및 조정

기능이 통합되고 다른 것들과 셔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이 정의될

것이다. 이것은 플랜트운천과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

거능척 직무분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세부운전가능은 훈천원의 맨II 설계롤

정하는 설계요건의 툴로셔 다옴의 각 한계의 분석에 근거가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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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척 칙무분석운 절차셔의 개발 및 개선 (TM! action plan 항목) 훈천원

교육훈련 요건의 개발올 위해셔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훤다. 맨u 철겨I가

단순히 톡립척인 부분업무로 수햄 되지 않고 절차셔 개밭 및 개선， 교육

훈련 요건 설청 둥의 착업과 통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칙 할

것아다.

Z. MMI 의 기능할당 및 배분

MM! 설계의 두번째 단체는 기능 할당 및 배분이다. 첫째 단계에셔 셰분

정의될 주요 기능율 다옴과 같은 체계척 방식에 의하여 분할 조정한다.

우선 인걷1-기계의 기능척 톡성 버쿄롤 포함하는 인간공학의 기본자료롤

훌발첨으로 원차력발전소의 안전운전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의된 셰부

기능벌로 그 창단첨올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표 2.3-1은 일반척인

인간-기계의 기눔척 특성율 비교한 예톨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륙생의

창단점에 대하여 그 기준시점은 일반상횡이 아니라 인걷안기계 체계의

구성올 가정하였올 때의 기대되는 실제성능이다. 실제/기대성능은 체계의

상태률 명확하거! 청의할 수 없올 만름 정보가 부촉하거나， 고장누락되고

있올 때에 발휘되는 인간의 우수한 조합 및 예지 능력과， 많은 일율 단시간

내에 성능의 처하없어 일관성 있케 수행하는 기계의 우수한 특성율

상대척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능할당 및 배분올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골격윤 기능척 칙무분석의

내용과 병행되는 구조를 가지며， 그 방향윤 역방향올 가져야 한다. 즉，

인걷~기계의 일반척인 특성 비쿄로 부터 기능활당에 훨요한 상대척 장단점

비교툴 환료하고， 이를 근거로 기능척 칙푸분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세분기능을 각각 할당한다. 업무골격은 다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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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인걷1-기계의 기능척 륙성비교

Comparison 이 Human Capabilities with Machine Alternatives

Human Machine

Can recognize and use information redundance
(pattern) In the.real world to simplify complex
situations.

Has high tole대nce for ambiguity, uncertainty. and
vagueness.

Can interpret an input signal even when subject t。

distraction, high noise, or message gap.
Is 8 S잉ecting mechanIsm and can adjust to sense

specific In매ts.

Has very \(.•.•• absolute thresholds tor sensing (e.g..
vision, audition, and touch).

Has exce’lent long·term memory for related events.

Can 야come highly fle;':Ible In terms of task
performance. ,

Can Improvise and exercise judgment on the baSIS
。f long·term memory and recal l.

Can perform under transient overload, performance
degrades gracefully.

Can make inductive decisions In novel situations,
can generalize.

Can modify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experience: can '’ learn to learn,"

Can override own actions, should the need arise.
Is reasonably reliable; can add reliability to system ’

pe꺼。rmance by selection of alternatives.

Camp‘ements the machine, ‘e., aln use it in spite
。f design failures, can use it for a different task,
。r can use it more efficiently than it was
designed to 놓 used.

Complements the machine by aiding In sensing,
extrapolating, decision making, goal sett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Can acquire and report information incidental t。

the primary mission:
Can perform time<ontingency analyses and predict

events in unusual situations.
Is relatively inexpensive for corres∞nding

complexity and is generally in good supply, but
must be trained.’s light in weight and small in size for function
achieved for most s‘tuations,

Is relatively easy to maintain; demands a minimum
。f "in-task" extr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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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limited perceptual constancy and IS very
expensive.

Is highly limited by ambigu‘ty and unceπainty in
mput‘

Performs well only in 8 generally clean, noise-free
environment.

Is a fixed sensing mechanism, operating only on
that which has 야en programmed for it.

10 have the same capability,양comes extremely
expensive.

10 have the same capability, becomes extremely
expensive,

Is relatively inflexible.

Cannot do thIs; IS best at routine, repetitive
functtons.

Stops under overload , generally ’ails all at once.

Has little or no capability for induction or
generalizatIon.

15 not characterized by trrat·and·error behavIor

Can do only what it is built to do.
Is reliable only at the expense of Increased

complexity and cost, and then only for routine
functions ,

Has no such capability ,

써as no capacity for performance different from
what was originally designed.

Cannot do this

Does very poorly at thIs.

Is more limited in terms of complexity and supply
by cost and time.

To have functional equivalence of the human,
requires more weight, power, and cooling
facIlities. ‘

Maintenance problems become disproportIonately
serious as complexity Increases.



• 일반척 인걷l-기계 기능비교표 작성 - Woodson Handbook 둥 이용

’
·셰훈기능의 륙성 연계분석 - 각 셰분기능에 대한 인간 (또는 기계)의

기능륙성버교

r기능할당 창단점분석 - 인간(또는 기계)에게 할당 되었율 때의 장단챔

버교분척

•MMI 기능할당 및 조청 - 상대척인 장단점의 연환관계로 부터 기능배분

빛 요건설청

• 변수표시 및 체어장~l 요건 젤청 - 기존의 지시기/체어기 묵록 이용

• 운전철차 영향 빚 교육훈련 요건과의 명향 검토

다몰운 기능할당/배분에 대한 규제요건율 요약한 것이r:r.(NUREG-0700 참조)

(창고) 기능할당 및 배분

플랜트 제어기농과 기능할당에 대한 성능요건율 분석할 때 제어실의

operator-process interface률 설계하는데 인간공학 원칙과 지침이 사용

훨 것이다. 기농할당에 대한 법주는 다융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플랜트시스템 장비에 의해 차동화 운천

제어질운천원이나 플랜트 기술자에 의해 수동운전

자동훈천/수동훈천

기능율 할당하는데 설계지챔윤 운전원과 시스템의 한계능력올 고려해야

한다. 표 2.3-1윤 인간이나 기계가 보다우수한 action에 대한 - 질척인

변에셔 구운하였다

표 2.3-1윤 기능활당에 대해 초보척안 안내로써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여기셔 청의훤 -셜계지첨의 효력은 초기 기능분활의 V/V에셔 나타난다.

프로셰스의 검증과 명가에 의해셔 철못 할당된 기능률윤 그 분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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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때 까지 셜계과청이 반복되는 내에서 청의될 것이다. 표 2.3-1은

조치안내{치첩)로써 제공되는 것이치만， 기능분할 설계 지침올 개발하는

원자력 산업계에셔는 매우 필요하다. 절차는 다옵과 같다.

1) 운천원/기술원 처리능력 (operator/technician processing capabilities)

제어설 운전원， 기술자 ( techniciansJ • 감톱차의 역할이 청의되어야

한다. 부하， 정확도，비율， 시간지연 과청에셔 청성척인 정보처리능력

이 정보 쳐리기능이 할당훤 각 운천원에 대해셔 준비되어야 한다.

2) 시스템 처리능력 (system processing capabilities)

제어실 장비에 대해셔 할당한 시스템 역할이 청의되어야 한다.

(reactor flux 차똥제어 , reactor trip system , 공학척 안전특성과

같운 처l어기농) 청보쳐리능력， 채어시스뱀의 제어거농 옹탑시간과

부하 (load) , accuracy , 비율， 처리와 융답에 대한 서깐지연 등올

고려하여 청의되어야 한다.

3) 플랜트 안천성 감시기능

운천원은 풀랜트의 안전성상태를 회종 혐가하는데 전적인 책임율

카치고 었올것이다. 야러한 할당에 대해셔 이론척 해석윤 기계에

의해셔는 모방훨 수 없는 인칸의 연식능력에 근거률 두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데 휠요한 데이타는 중앙제어실에서 훈천원

에게 (플랜트 시스템 데이타와 정보의 컨달에 대한 방법의 선택이)

영향을 미철 것이다.

4) 할당결과 (results of allocation)

장비와 기계사이의 가능할당의 결과는 문셔화되어야 하고， 제어실

셜계의 상세셜계요건 개발뿐만 아니라 기능할당의 검증율 위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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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써 도움이 된다. 가능할당에 따라 풀랜트제어기능올 수햄하가

위해 제어실/운천원/기술자 작업 (tasks) 올 확인하는 플랜트운전철차

·가 개발되고 문셔화되어야 한다.

각 업무를 수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분석의 심도는 기능할당의 상대척

창단첨율 정확히 활 수 있올 때까지 조정되어야 하며， 이률 위하여 필요시

에는 기능척 칙무분석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거나 셰분하여야 할 경우도

가청할 수 었다.

기계혹에 할당된 운천기능이나 셰분기능윤 tiMl 설계의 셰부셜계요건이

훤다. 이때 현재 가용한 기계척 수단의 범위률 조사하여 기눔할당의

수햄가능성율 검 토하여야 하며 , 칙접 셜계자양셔 (design specification)의 ’

요소로 입력될다. 반면에 훈전원의 기능으로 활당된 문천기능운

운전절차셔의 칙첩척인 항북이 되어야 하며， 기능할당의 근거가 되는

상대척 장점율 교육훈련에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의 뻐I 설계에 있어셔늠 이러한 기능할당 빛 배분의 과정어

생략되거나， 상식척 차원에셔 부분척으로 아무렇게나 이루어졌다. MMI

설계에 있어셔 가능할당 및 배푼의 과정에셔 근거로 체서어야 할 기능척

장단점 비교 및 배분요건운 다옴 단계에셔 매우 중요한 검토의 기준이

되며， 철계의 논2.1 척인 문거률 제시할 수 있게하는 핵성이 된다.

3. 확인 빛 검증(verification and validation)

맨11 설계의 최종단계는 MMI에셔 인간과 기계의 조확(integration)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배치， 배멸， 조합 등 MMI의 구성

(configuration) 수준에 대하여 훈전 절차 연관푼석 , Link 분석 , 얀척 오류

확률분석， 운천원 작업부하 분석 등율 동하여 수행된다. 확인 및 검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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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요 목표는 셜계요건의 형태로 제시되는 뻐I젤계의 주어진 형태에 대하여

기능척 칙무운석의 과청에처 정의된 북표 운천기능율 ‘실체로 운천원아

만록).1 킬 수 있는카툴 확앤화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목표가 활성획자

않고 기능의 누확 또는 결함이 예상훨 수 있는 경우， 일차책으로 기능할당

빛 배분의 창단첨 기준에 의하여 재조정되어 반복되는 과청올 거치케 훤다.

확인 빛 검충의 단계에셔는 거눔의 채분할 , 및 조청에셔 가용한 모든

현환요안{철차셜청의 가눔성， 운전치원기능외 개발， 챔단 M에I 기기의 개발，

새로훈 교육훈련의 가능성 퉁)울 고려하여야한다.

다옴윤 확인 및 검층에 대한 규제요건율 요약한. 것이다. (NUREG-0700 창조)

( 참고) 확인 및 검중 (verify function allocation)

기능할당율 검중하는 과청몰 청확한 기능할당이 되었는치롤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상셰한 혐가와 운석이 있어야 한다. 기놓할당율 검충하는

파청운 운천원에 대한 성눔 사양셔뿐만 아니라 체어질에셔 요구되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요건과 명세가 청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운

가. 운천원파 시스템사이의 안터페이스

냐. 운천요훤률간의 인터페이스

다. 운천철차서

라. 각 시스댐에 대해 유지보수 요건들율 정의하여야 한다.

1) 기계에게 할당될 기능검증

시스탬이나 장비에 할당된 각 기능에 대해 그기능올 수햄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의 성능요건올 정의되어야 한다•. 성능요천윤 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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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깐，청확도， 신뢰성" 운천원 inferface나 display요건과 같온 륙성

올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요건과 그률의 근거는 각 시스템에 대해

문셔화 되어야 환다.

제어실 시스템 설계에 환한 톡벌한 요캠윤

(1) 디스플레이 시스템 -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태한 셜계요건은

셜청된 설겨1치첨 (criteria) 율 고려하여야 한다. 좁더 상출하면

운천원에게 전달되는 정보에 칙첩척이고 청확하게 형향율 미치

는 디스플레이1 신호의 지침옳 포함하여야 한다.

한 여l로셔 밸료의 상태를 혹청하는 것으로셔 밸료 요구신호의

표시보다 press relief valve flow의 표시같운 것이다.

(2) 제어시스템 : lOCFR50의 Appendix A에 제시흰 지챔율 고려해야

한다.

(3) 고강분석 (failure Analysis) : 천통척으로 풀핸트 시스템둘운

class IE 시스댐과 non-class IE 시스템으로 구분되 어져 왔다.

TMI사고 후숙검사의 견지로 불때 시스템분휴의 연축척인 분류는

안천시스댐과 non-safety system 사이에 존재한다. 시스템설패

(고장}올 일으커는 실패의 혐태에 관해셔도 연속책인 훈휴가

폰채한다.그렇지만 설계노력의 한계내에셔 시스램에 대해 분석

되는 살때의 범위와 형태가 딴전성에 대한 시스템의 충요성에

대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개념척으로 시스템 역할의 기능과

설꽤 형태로써의 분석이어야한다. 시스템율 푼류하는데 많은

시도가 있었다.

IEEE에 제기된 p827 , "A method for determining requirements

for instrumentation ,control and electrical syste~ important

to safety"은 safety system파 non-safety system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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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대한 설때분석(failure analysis) 의 범위는 안전성에

태해 시스템의 중요성에 비례해서 한다. P827은 NRC에 의해셔

인정되지도 않았고 거절되자도 않았다. 풀랜트 시스템율 분류

하는데 다른 수딴 (방법)올 설정하고 분석되어야 하는 실패의

범위률 한정(제한) 하는 다른 방법올 선정하놈 것이 가능하다.

플랜트 시스템올 혐가하고， 안천성혹변에셔 시스템 중요성율

명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는

• 수동제어시스템들은 플핸트 트럽울 방지하기 위해셔 운천원

에 의한 실시칸 치원이 필요하다 •

• 수통제어시스템은 플랜트에셔 노섬으로부터 여러 heat sink

로의 열전달 후의 훈천원에 의한 post-trip control올 필요

로한다.

. non-class 1E 셔스템 사이 의 연결정도

다른 시스템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은 많윤 시스탬

고장올 불러 일으킬수 있는 원천이 될지 모른다.

(실패가 connection 올 따라 전따됨으로써)

운천원은 시스템과 구성요소 고장에 대해 플랜트 동착율

감시 해야 환다. 시스템의 사고분석 (failure analysis) 에셔

젤계자들은 고장올 확인하기 위해 운천원에체 가장 유용한

구성요소의 상Ell표사， process parameter툴 규청하여야 한다.

2) 인간에게 할당될 기능 검정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에게 할당된 기능이 만촉스럽게 수행

될 수 있는 저 검증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할당환 기능의 상셰분석울

동하여 활당펀 기능의 성능에 대해 human-machine interface 의 suit

ability률 결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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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의 착업부하의 분석과 혹정올 통하여 운천원의 과부하 조건이

있는치 없는치률 결정한다. 만약에 과부하 조건야 있다변 그때는

체어실 판넬， 절차셔， 그리고 workstation에 대해 설계변경에 대한

기능 문활의 채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인간에게 할당된 기능분석올 통하여 나옴 결파로 다옵 사항에 대한

요건물 결청하여야 한다.

운천원 훈련프로그램

운천원 절차셔

최척의 operator-process interface와 제어실 형태

control room staffing

(1) 하부기능과 작업정의

인간에게 할당된 각 기능에 대해셔 그 기능율 성취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인지척인 작업 (cognitive tasks) 툴 포함하여

subfunction 과 작업이 정의되어야 하고 수뺑도(performance)

순셔대로 정렬되어야 한다.

착업율 완성하기 위해셔 요구된 조치 (action) 와 정보가 시스템

에셔 민간에게 전달되는 것에 관해셔는 수동작업은 특별한 것

이어야 한다.

제어실 운천원/기술자에 의해셔 사용되는 플랜트 절차는 기능

할당에 따라셔 플랜트 체어기능올 수햄하기 위한 알맞윤 지첨

울 체시하여야 한다.

(Z) 운천원 착업 분석

운천원 착업에 대한 모든 요건의 인칸능력 한계률 초과하는지

확연하기 위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운전원에게 할당환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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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되는 충요한 가능( critical functions)이 각 작업올 성공

척으로 수햄하기에 필요로 하는 시깐 요건올 청의하기 위해처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률운 다옴과 같운 사항율 규청하는 근거로써 기억

하여야 한다.

가. 운천요원의 크기 (size)

나. 청장/비상운전에셔 요구되는 인간성놓 륙성

다. 버정상/비상운전에셔 요구되는 운전 철차

라. 운천원 훈련율 위한 요건

각 작업과 조치에 대한 시간할당에 따라셔 운천요원의 착업과

조치의 시간 시헨스툴 제시하는 time-lines이 바람칙한 분석

방법이다.

(3) 입계착업분석 (Analyze Critical Tasks)

시스템 요건에 따라 수행되지 않으변 플랜트 안전성에 역영향

율 미칠것 같운 좌업이나 운천모드에 대해 작업분석이 수햄

되어야 한다. 툴롱 이련 착업들율 임게좌업으로써 청의훤다.

입계작업 분석은 다옴과 같은 사함율 확인토륙 수햄 되어져야

한다 •

• 작업시착에 대한 단셔률 포함해셔 운천원/기술자에 의해셔

요구되는 청보

. 운천원/기술자에 유용한 청보

. 형가과정

. 명가후에 의사컬정

. 휘해지는 조치

. 휘해치는 조치에 의해서 요구되는 실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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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해지는 조치에 의해 요구되는 작업공간 의획

• 유용한 작업공깐

• 작업환경의 위치와 조건

• 빈도와 작협에 대한 혀용 (내성)

• 시간여유

• 휘해진 조치에 대한 척합성의 feedback

요구되는 도구와 장비

• 요구되는 인원의 수， 천문가， 경험차

• 요구되는 참고차료와 칙무보조기구

• 통신형태률 포함하여 요구되는 통신수단

• 환련훤 륙벌한 위험

• 푼천원파의 상호작용

• 운전요원의 동작 한계 (perfonn뻐ce)

• 기계와 시스템의 동좌 한계

입계착업분석온 사고상태와 degraded (격화된)운천모드도 포함

해야한다.

(4) 작업장설계 분석

각 착업장 설계에 대해셔 운전원 활동의 시간시헨스와

운전원에게 청보를 전달되거나 교환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점의되어야 한다. 이 분석올 운천원율 모틀 작업울 완료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둔 작업이 셜계되는 작업장율 사용하여

수행필 수 있다는 것올 검증하는 것이다.

(5) 운전시핸스 분석

체어실 운천셔웬스 분석 의사결청의 흐름 (flow of

decisions) , 데이타와 정보의 불리척인 전송， 정보수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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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시스템 감서 운천요원과의 상호작용， 작업장，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명가가 수립되어져야 한다.

분석 목척은 시간과 공칸 영역에셔 의도한 설계의 기능율

성콩척으로 수햄할수 었는 쩨어설의 capability( 능력)올 검증

하는것이다. 이 분석윤 복잡하지만 운천원과 장비사이， 혹은

여러 훈천원 사이에셔 거의 동시에 일어나눈 여러 착업분석에

톡히 유용하다. Reg. Guide 1.70에셔 셔출한 OSD(Operational

Sequence Diagram) 의 사용이 분석방법으로셔 유용하다.

(6) 작업부하 분석

모둔 입계기능 (critical function)에 대해 작업부하 분석은

제어질 훈천원의 작업부하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셔

수행되어야 한다. 분석은 작업시칸의 연속척인 축척에

근거되어야 한다. 이 기술은 모든 작업에 할당된 시간에서

할당된 작업올 수행할 수 있는 운천원의 능력혐가도 가능하게

한다. 이 분석윤 운전요훤에 대해셔 구성요소 요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툴 산툴 할지도 모른다. 제어설 운영진의 능력이

확인됨으로써 운천원에게 새로운 작업할당이나 다른 기놓할당

과 같운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다.

운전원작업부하는다옴파 같이 청의된다.

작업자에게 놓띤 칙업상 모든 요구의 집합이 이애 요구되는

모든 action은 physical (육체척 ), congnitive , sensory 

perceptual verbal concreate , symbolic올 포함하여 이러한

것들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원자력발전소제어실에서는 몇가지 요소가 운천원 작업부하에

영향올 미친다. 이러한 요소틀온 제어실 설계，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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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비상절차 운전요원률 사이의 인간관계이다.

원자력발전소제어실 설계의 목척은 운천원 그들에게 부여펀

모든 착업올 만촉하게 수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상상태과 같은 스트레스 상태하에셔 만약 사건이 훈련 받윤

것에셔 벗어나변 운전원은 콘 부답율 가진다.

과부하상태하에서 운전원은 task demand률 만촉활 수 있는

용답 천략율 개발한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지척되었다.

이련 천략운

• 몽답선택 (response selection) ,

• 지침변경 (criteria modification)

• 옹탑누략 (response omission)

• 부하균형

• 용답나열 (response queuing)

전략으로써 융답누확은 안전에 관련된 작업에 대해셔는 극단

척인 결과률 가져올 수 있다. 비상상태에 대해 제어질

운전요훤의 착업부하분석은 플랜트 안천성 측면에서 공공올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비상상태에 대해 착업부하 분석은 품랜트 비상웅답설비와

제어실 interface (이련 설비에 대한 거능척 요건과 ·닝·호작용

포함)과 제어설 운전원 성능율 고려하여야 한다.

상셔f한 작업부하 분석은 운전훤의 착업율 vision , left hand ,

right hand , feet , cognition , auditory와 같은 perceptual

motor channel 파 voice channel 범주로 구분하여야한다.

상셰분석에 이 단쩨의 목적은 훈천원이 한번에 한 작업이상

수행하는 것야 요구되지 않는다는것올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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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이상의 작업올 하나의 perceptual-motor channel의

동시 사용율 요구할지 모룬다. 작업l뷰를} 불석몰 그런 상태률

들추어 낼것아다.

착업부하 분석운 컴퓨터에 대한 좌업사이를 계산과 유사하다.

작업부하 분석혼 추어진 작업울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의

평가에 근거불두고 착업율 수햄하는데 부여펀 시간에 의해셔

분할된다. 각 perceptual-motor channel상의 75% 부하가

전체척혹로 75% 부하와는 동밀하지 않다. 모든 channel

(뽕로}의 명향의 정확한 합산만으로 청확하게 예륙활 수없다.

그렇지딴 어떤 흉로에셔 100%의 작업부하는 용납하키 어려훈

것이다. 100장 착업부하나 더 큰 작업 부하가 폰재하는

환경에셔는 기놓올 재 활당함으로써 {다른 요원이나 가계)

작업뿌하는 감소되어야 한다. 이련 훈석의 결과는 제어실에서

필요한 운천요원의 size불 규정하는페 도물올 줄것이다.

운천원 작업부하는 크게 두가지 범추가 있다. 이헌 법주는

육체척 (physical) 작업부하， 그러고 청신척 혹윤 인칙

(cognitive) 확업부하이다. 육체척 착업부하는 시간파

동작연구툴 수행함으로써 혹청훨 수 있다. 청신확업부하

(여분의 청신척 놓력)에 대한 환산운 매우 여려훈 작업이다.

Spare mental capacity (정신척 능력여유)눈 원차력계에셔

운천원 작업부하의 중요한 면이다. Williges & Wierwille는

착업올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운천원의 모든 학업

부하능력에 대한 차이로써 정의한다.

푼천원운 플랜트 운천의 예기되는 모드나 참채적인 모드에

대해 spare mental capacity룰 소유하여야 한다. 이헌 s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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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capacity는 새로훈 비상상태에 대해 융답하고

탐지하는데 필요하다. Spare mental capacity의 개념윤

인간운 정보의 쳐l한된 channel sample 이라는 전쩨하에

근거한다. 이에 관해셔 연간운 digital computer와

비슷하다. processor는 하나의 instruction 수햄 ( 한번에)

다읍에 명령어로 진햄한다.

(7) 인간질수 분석

Human-error 분석운 작업부하의 결과에셔 75% 이상의

perceptual motor channel 착업부하에 대해셔 수행되어져야

한다. 묵척은 높윤 작업부하 상태동안 실수가능성올 조사하고

이런 셀수로 부터 초래되는 결과률 명가하기 위한 것이다.

(8) 착업장 연계분석 (Analyze Workstation Links)

운전원이 입계작업율 수행하는 가운폐셔 각 확업장 설계에

대해셔 수행되어야 한다. 훈천원과 장비， 운전원과 운천원

사이에셔 일어나는 각 상호작용에 관련펀 반도， 빔계성

(criticality)올 청의하여야 한다. 분석결과는 사용되는 시간

과 공간측면에셔 작업장의 layout의 척합성올 명가하는데

사용된다. 착업장의 재철계는 운천원이 입계작업올 성공척으로

수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깐의 최척화률 필요로 할지 모륜다.

(9) Procedures Program Requirements

위에셔 청의된 인간공학척 분석에 의해 정의훤 기능과 칙무

는 비상운전 절차 검층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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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차력분야에서 개량형제어실의 철계내용올 지배하는 기본개념은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의 개량형경수로(ALWR) 설계

프로그램의 일부로 설정된 사업자요건셔 (Utility Requirement Document) 에

기술될 MMIS 개념 (man-machine interface system concept)에 잘 나타나

있다.

뻐IS개념은 원자력발천소의 제어실올 추요 공정계통과 훈천원율 연계

시키는 하나의 톡립된 subsystem으로 셜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제어실올

운천원이 포함훤 man-machine system로 설청함으로써， 기농올 회적화할 수

있올 뿐 아니라， 내채되어 있는 인척오류등 결함의 가능성율 규명하고，

체계척으로 이를 분석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념적으로는 이미

낼리 통용되고 있는 systems approach의 원자력 용용에 지나지 않으나，

원자력분야에처 그동안의 시행확오률 종합한 결론으로 채택하여 차세대의

원전 체어설 설계의 공통개념으로 분척이 모아진 것이다. MMI설계의

절차률 위와 같은 개념올 충실하게 따르눈 내용으로 다옴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접근방법 : (1) Top-down Systems Approach

(2) Human Factors Application with the operating experiences

(3) Iterative Design Processes

• 철겨l목표 : (1) 현행의 주요한 MMI의 문제점올 해결 및 규제요건 만촉

(2) 첨단기술의 보수척 적용 및 검증

(3) 경제성 및 효율성의 동시 추구 등이 었다.

• 설계절차 : (1) multi-disciplinary design and review team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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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젤계형가 및 Function Based Task Analysis 시햄

(3) MMI design convention 셜정

(4) Information System 구성

(5) Part Design 시도 빛 검토 (Iterative Redesign)

(6) 애ock-up체착 및 검증(verification)

(7) Simulator test 및 설증(validation)

EPRI의 셜계개념과 절차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셜계의 체계척

첩근방법과 매우 유사한 내용율 답고 있으며， 상제로 설계자률이 발컨소의

셜계 및 건설의 천과청울 붕하여 필요한 추요 요건율 담고 있다. 또한

개념척으로 인깐공학분야의 체계책언 캡근방안올 팔격으로하고 있어， 빠I의

기폰 문체첨올 해결하는데 매우 첩근된 방법론으로 합의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요건에 대한 연관관계가 명학히 밝혀지지 않운 문제챔율 안고

있는 EPRI~ 접근방법은 그 프로그램의 북척의 일부로 미국내 원차력에

대한 규제요건의 환확툴 척극척으로 유도한다는 혹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채의 셜계방안으로셔의 실철성에는 아칙 논란의 여지가 었다. 본

연구에셔 얼청한 뻐I 설계의 체계척 접근방안은 기존의 규제요건에셔

제시하는 설계첩근의 필요함목율 만쭉하면셔 그 내부에 "systems

approach"의 곱격올 부여하였으므로， 실질척인 맨11의 설계방냐으로셔

척합하다고 하겠다. 또한 다융철에셔 제시한 바와 같이 좁 더 구체척인

업무의 내용과 철차 빚 수햄수단올 제시하면셔 모형화하고 전산화할 경우，

고유한 얘H 철계 체계로셔의 셜청 가능성올 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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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검층과 칙무분석

가. 칙무분석에 의한 설계검충의 첩곤방법

일반척으로 서스템올 설계하는 과정에셔 필수척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설계컵층윤 설계된 내용이 그 시스템에 요구되는 륙성파 가능율 모두

만혹되는 가의 여부툴 확인하는 과청이다. 충양제어질에 설치된 제어반의

각종기기롤 통하여 운천훤이 발천소의 운천체어와 이상상태률 감시하는

원자혁발천소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검증혼 그 인터페이스툴 롱한

인간(Man) 과 기계(꺼achine) 깐의 상호 확용 (Interaction) 율 청의함으로셔

가놓하다. 따라셔 원자력발천소 제어실 셜계의 설계검증운 운천원과

설계훤 계혹쳐1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운천절차에 따른 운전)이 척절한

‘성능율 가치는 지의 여부률 확인하는 착업이다.

칙무분석은 시스템 셜계시 시스템의 기능율 분석하고， 연간과 기계의

‘ 능력 한계에 근거하여 어떤 기능이 인간과 기계에게 할당되어야 하는 지률

컬정하기 위한 북척으로 수햄한다. 또한 운천훨의 칙무수행 입장에셔

훈전에 필요한 계기 및 청보들이 척합성올 갖는 가률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칙무(Tasks) 는 일반척으로 시스템의 운용율 위하여

운천원에게 할당될 수햄기능으로부터 정의 가능하다.

따라셔 칙무는 할당훤 기능올 수행하기 워하여 한사람 이상의 운전원에게

부여될 의미있는 일의 단위로도 정의할 수 었다. 그러므로 칙무분석의

결과는 특정한 칙무툴 달성하기 위혜셔 필요한 제어와 정보요건올 셜정하는

기준이 된다. 결국 운전원과 MMI 상호간의 연관관계가 훤활하게

셜청되었는 가률 검증하는 작업을 폴천원의 칙무분석과 각 칙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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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청훤 에에I 요건의 기춘 양차를 혜당 쳐l어실 설계에 대하여 검토확인하고

분척함으로써 수햄 가능하여 진다.

또 다른 설계검중의 첩근방법으로는 NUREG-0700에셔 제시한 운천경험에

대한 자료조사， 주제어설 실사(Control Room Survey) , 제어실

설비조사(Control Room Inventory) 와 같은 활동률이 었율 수 있다. 그러나

이률윤 부수척인 활동으로 쳐l어설 설계롤 검중하는데 있어셔 가장 중요한

률격을 역시 칙무분석이 된다.

나. 셜계검증올 위한 칙부분석의 범위

칙무분석율 수햄하는 목척운 운천원이 운천묵책율 수햄하는데

제공받아야 할 각종 표시정보와 제어기능 등의 필요요건올 명확하게

확인하거 위함이다. 칙무분석운 철계훤 플랜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중

운천수햄율 위해 제공되는 운천원간의 개벌척인 인터페이스 (Man-센achine

Interface) 를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셔 시착훤다. 따라셔 칙무분석운

톡청한 플랜트 셜계의 상황에셔 수행 되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준 플랜트 설계가 먼져 선정 되어야 하며 , 특청 플랜트에셔

훈천원야 수행하는 칙무요소의 선정， 측 운전뺑위와 행위에 필요한 태상율

확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셔는 제어실내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올

포함하는 훈전혐태인 비상훈천철차를 토대로 한 운전원 칙부분척과

기능분석， 운전절차셔에 따라 운전되는 시스템 및 하부시스렘과 그

구성요소 같은 인터페이스의 요건 및 특성율 확안하는 직무분석올

수행하기로 하였다.

다. 셜계검증올 위한 칙무분석의 가정

1) 기능(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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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반척으로 운천원이 륙청한 운전칙우률 수행할 경우 지캠으로

삼는 것운 운천철차셔이다. 따라서 칙무분석의 대상이 f 되눈 칙무는

철차셔의 내용야 된다. 완자력발천소의 운천윤 정상운전과 비상운전으로

구분활 수 있다. 정상운천시 운전원운 주로 감시위주의 칙무만울 수햄하고

폭혈한 제어기농어나 복잡한 칙무롤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상사태

발생시 사고률 알리는 경보， 사고진햄의 평가， 발천소의 손상청도 명가툴

나타내는 정보， 그리고 시스템의 정상상태 북구와 발천소 내외부의

안천상태륭 유지하기 위한 북잡한 체어기능률율 수행한다. 이때 운천원에

의해처 수행되어야만 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률 Critical Function이라고

한다. 따라셔 버상사고시 ，°1러한 기눔율 수뺑하는데는 제어얼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운천철차툴 필요로 한다. 야러한 기능율 미국

NRC에셔 발표한 NUREG-0696 , 0737 Supplement 1 에서는 이률

Subcriticality , Core Cooling , RCS Integrity Heat Sink , Rcs Inventory ,

Containment Integrity , Radioactivity Control의 7개로 구분하고 었다.

본 연구에셔는 이상의 ?가지 기능율 포함하여 W.R. Corcoran , M.T.

Cross , J.F.Church 등이 정의한 Critical Function 분류를 연구의

기본곱격으로. 채택하였다. 표 2.5-1운 본 연구에셔 셜청한 Critical

Function의 분휴 및 그에 따른 각각의 특성울 나타낸 것이다.

표 2.5-1에셔 "1-5" 까지의 기능은 Anti-core melt safety function에

해당한다. 이 기능틀의 목척윤 노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셔 노섬

열롤력율 갑소시키고 노심의 열율 제거하기 위한 목척이다. 기능"6" 에셔

"8"까지의 기능폰 훤차로 냉각계동으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방사능율

원차로 격납용기대에 유치시키기 위한 목척이다. "9"의 기눔폰 모듣

필수기능에 관련올 가치는 기능으로 나머지 9개의 필수기능이 가능하게

수행훨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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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Critical Function의 분류와 정의

필 수 기 능( Critical Function) 북 척

l Reactvity쳐1COIltro1 열발생올 감소시키기 위해 원차로

(반용도 어) 기동청지 (Shut-down Reactor)

2 Res Inventory Control 노싱주변의 냉각매체 유지

(원자로 냉각계롱 젤버체어) (Maintain a COOl~lt medium)

3 RCS Pressure Control 척당한 상태로 냉각체 유지

(원자로 냉각계통 압력체어}

4 Core Heat Removal 노심으로 부터 냉각체로 혈천달

{노섬 옐체거)

5 RCS Heat Removal 노심냉각수로부터 열천탈

(원자로 냉각계통 혈체거)

6 Containment Isolation 방사능 방훌율 막기위해 격납용기

(격납용71 격리) 훌구 용쇄

7 Containment Tem.& Pressure Control 격납용기와 장비률 보호하기 위한

(격납용기 온도， 압력제어) 환경조건 유지

8 Combustible Gas Control 격납용기속에셔의 수소폭발의 영향

(가연성 가스 제어) 율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수소롤 제거하거나 재분배

9 Maintenance of vital Auxiliaries 안전시스템율 치원할 수 있는
( 충요 보조기기 유지，보수) 시스템의 가동성 유치

10 Indirect Redioactivity Release Ctrl
(찬첩척인 방사능 유롤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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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능 "10"윤 방사능이 격납용기 외부로 유활되는것율

체어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러나 이련 안천기능은 보풍 버상훈전절차셔에

명시되어 있치 않다. 그러므로 칙무푼석 수햄시 서술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통 이런 필수기능은 컨동척인 기능/칙무분석의 경우보다 보다 높은

개념척인 단계에셔 정의펀다. 그림 2.5-1윤 이러한 관계률 가진

필수가능률 사이의 체계척 관계률 도식화한 것이다.

필수기눔의 체계에셔 최상충에 위치한 기능운 플랜트 따라미터률야 웰리

변화되는 것파 관련이 었다. 예툴 들어 반용도 체어 안천기능은 노섬의

반용도와 환계가 있다. 여기처 노심의 반용도는 거의 순간책으로

변화한다. 또한 체계의 맨위에 위치하는 필수기능은 낮윤레벨에 위치한

기눔율 수행하기 위하여 먼져 성취되어야만 하는 플랜트 상태와 관현훤

필수기능이다‘ 여1률률어 대부분의 환경상태하에셔는 원자로 냉각계통

설비와 압력제어는 노심과 RCS 얼제거를 수행하기천에 먼저 성휘되어야

한다.

2) Success Path( 성공경로) 의 정의

칙무분석율 위하여 운천수행에 필요한 운천원의 행위와 운철에

필요한 요건올 정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셔는 주로 훨수기능의 위협올

제거하는 방식， 족 Critical Function올 포함하는 비상운전 철차의 검토 빛

Critical Function의 북구 수행절차로 될수기능율 셰분함으로셔 진행한다.

여기셔 이러한 필수기능의 셰분방법올 Success Path라 정의한다.

이 방법운 훈전목척의 Top-level인 원차력발천소 사고나 고장시 시스템의

청상상태 북구 및 일반공중의 안전율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

(Activities) 와 일련의 과정올 제시할 수 있는 물천상의 북척에서부터

시작되는 Top-down 첩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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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용도 제어

/

//

원차로냉각계동 설비제어
/ /

원차로 냉각계몽 압력처l어

/

/ /

/ I

로심 열제거

//f

원자로냉각계통 열제거

격납용기 격려

.

‘ 격납용기 운도， 압력제어

1 카연성 가스 체어

깐첩적인 방사능 유훌제어

추요
유X

그림 2.5-1 필수기능의 체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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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키셔 째시한 Top-level의 묵척에 해당되는 필수안천기능(Critical

Safety Function)올 원자력발전소에셔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 그

기능올 성힘할 수 있다. 이의 성휘률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은 운천원의

조치와 여러가지 장비롤 필요로 한다. 예툴 들어 노섬냉각계동의

열제거(RCS Heat Removal) 은 필수기능이다. 이 기능운 다양한 형태의

원자력발천소 사고동안에 노섬잔열올 노섬냉각계홈에셔 다른 Heat sink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RCS Heat Removal몰 플랜트에셔 활용

가능한 여러가지 방법율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비상훈전절차는 궁극척으로는 Critical Function의 수행 혹윤 희북

이라는 북척아래 각 단계가 구성되어 있다. 청의될 각각의 Critical

Function율 수행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위에셔 설명한 것처럽

여러가지 방법으로 운류될 수 있으나 그 중의 대표척안 방법이 여기셔

제시한 Success Patll( 성공겸로)롤 사용하는 것이다. 성공경로는 각

Critical Function율 북구시키고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인간행위와 플랜트

하드웨어 기능의 조합으로써 나타난다. 버상훈천철차의’ 각 단겨l는

필수기능율 수행하거나 힐복하기 위한 한가지 이상의 성공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거나 감시할 수 있는 내용율 포함하고 있다. 따라셔 성공경로는

인간행동파 플랜트 시스댐의 운천， 그러고 장비사이의 인터페이스롤 나타낼

수 있는 운천철차의 주요한 팔격이 된다.

3) 칙무서슐(Task Statement)과 칙무요소(Task Element)

가)칙부셔술

일반적으로 칙무분석운 무엿율 행해야만 하는가(기능) , 그러고

그것이 어떻게 수행 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셔

칙무(Tasks) 는 일이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의 형태로 기술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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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셔 칙부는 일반척으로 비상운전절차에 따라 여러가치 필수기능율

수행하기 위해 장비률 동착시키고 감시해야만 하는 훈천원의 햄동올

말한다.

칙무는 정의될 북척이나 북표와 관련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롤 대기

위하여 한사람 이상의 운천원에 의해셔 수햄되어 질수 있는 의미있는 일의

단위로써 청의환다. 따라셔 칙무는 그 칙무가 나타나는 시나리오와

톡립척으로 결청되어야 한다. 측 칙무가 나타나는 어떤 버상운천철차든치

그것윤 그 칙무률 수행하기 위한 동일한 일련의 인깐행동으로 구성흰다.

그러므로 각 칙무는 운천원 행위의 대상과 그에 대하여 취해야 할 인칸의

햄동， 측 통사와 륙척어억 혐태로 구성 가능하다. 여기셔 햄위의 대상은

시스템， 하부시스템， 시스템의 개별 구성요소 빛 따라미터가 훤다. 인간의

행동단위인 동사는 확인， 점검， 체어둥이 된다. 따라셔 각 칙부는

철차셔의 각 단계로부터 목척어률 갖는 동사목록에셔 운전원의 행위욕성율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동사룰 정의하여 ”동사 + 목척어”의 형태로써

나타낸다. 이러한 파정으로 운전철차률 분석한 형태률 칙무셔슐(Task

Statement) 이라 한다.

나) 칙무요소(Task Element)

칙무요소는 칙무를 포함하는 인간행동의 개벌척인 최소 E위이다.

칙무요소는 단지 한사랍의 운천원에 먹해셔 수행훤다. 또한 이러한 칙무

요소는 추어잔 칙무를 성취하기 위해 수뺑되어야만 하는 햄동의 시나리오롤

구성한다. 따라셔 직무요소는 단순통사와 단일목척어률 사용하여 칙부셔술

혐태와 같이 ”동사(Verb) + 북척어(Objective)" 획 형태로 구성한다.

예률들면， ”충전혐프의 유량을 읽어라ι라는 운전절차의 항목윤 일반적으로

운천원에게 추어진 대표척인 칙무이다. 여기셔 ”얽다”라는 동사와

- 69 -



”충전펌프의 유량”라는 묵척어는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없이 운전원이

칙첩척인 조치률 수뺑할 수 있는 단순동사와 단일목척어가 훤다. 따라서

칙무요소는 정보와 제어요건올 칙첩척으로 필요로 하는 상셰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칙무요소는 청의훤 칙무셔술과 충북휠 수도 었다.

충북은 한가지 칙무셔술어} 대해서 칙부요소가 주어진 묵척율 수행하기 위해

톡럽척으로 실시활 수있는 칙무에 대해 사용될 때 일어난다.

다옴 단계로 칙무요소를 칙무에셔 예상되눈 발생순셔로 목록화 한다.

그렇지만 칙우요소는 륙정환 행위률 수행하는데 대안척연 방법율

나타내는데에도 사용훨 수 있다. 예률 률변 펌프가 제대로 동작되고 있는

지률 결청하는 방법운 여러가지가 있다. 운천원윤 펌프 모타천류，

료레이르 상태 , 제어기 상태 , 방출압력 (Discharge Pressure) ,

홉입압력 (Suction Pressure) , 방툴유량 등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셔

칙무요소는 칙무에 따라 펌프동착올 캄시하는 대안척인 방법율 제공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셔 각짝 개발되어야 한다. 이 분석율 실시할 경우

플랜트의 형태에 따라 풀핸트 정보를 얻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척으로 플랜트청보의 획득에 필요한 여러가지 방법율 나타내는

칙무요소롤 체공하는 것이 좋다.

4) 기능할당(Functional Allocation)의 가정

기농할당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능이 인간이나 기계에 의해셔

수행될 수 있도록 할당되는 시스템 설계상의 기본척인 과정이다. 아

인간/기계 거능할당은 칙무수햄율 위한 인간과 기계의 척합성， 셜계기능올

성휘하기 위해 수행되어야만 되는 칙무를 고려함으로써 결정된다.

5) 지시기/제어기 요건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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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계검종의 목척운 특정한 올전절차에 따라 기준 플랜트롤

운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체어요건율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셔 확인훤

청보와 제어요건올 칙무분석 컬과에 따른 각각의 단위이다. 예툴 들어

어떤 청보요건이 가압기 레렐올 결정하는 능력으로 확인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어요건으로셔 보조 급수휩프의 운천율 제어하는 능력으로

확씬훨 수도 었다. 이러한 정보와 체어요건운 절차셔 분석율 통한

칙쭈셔솔과 칙부요소로부터 도훌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청보표시와

요구되는 체어구조를 확인하는 것과 터불어 이 분석운 각 요건율 휘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능척 특성도 확인한다.

기놓척 륙성윤 칙무를 효율척으로 수뺑활 수 있도북 정보의 표시와，

채어구조에 필요한 륙정율 셔술한다. 여기셔 정보표시와 체어기능올 수햄

하기위해 이 분석에셔 셔솔한 톡성운 다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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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설계검층올 위한 접근방법

원자력발천소 체어실내의 각종 지시계 및 제어기는 제어실에셔

수행되는 훈천율 위한 중요한 하드웨어 Interface 이다. 볼 연구에셔

제시하는 설계검증 방법운 체어설 Interface 의 가장 척절한 톡성올

결정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제어실 셜계에 쩨약올 받지 않는

톡럽척인 분석방법이다. 이와 같이 Interface 툴 체계척으로 결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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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업운 기존 채어얼 철계의 척합성율 결정하는 근거률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줄이고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실제척인 분석과정은 Success Paths 의 운전올 칙우 (Task) 라는 폴천원의

햄동단위로 분활함으로써 수행된다. 칙무는 플랜트에 대한 정보수집，

플랜트 시스템의 운전올 위하여 처}어설 폴천원이 수행하는 일의 단위로써

정의된다. 칙무는 그 칙무가 나타나는 훈천진햄에 관계없이 거의 같윤

형태의 연속척이고 기본척인 연간햄동 (Action) 올 포함하는 개별 단위의

일로 분할되어 분석되고， 결국은 상대척으로 일의 확윤 단위로써 륙정

치어진다.

칙무에 대한 첫번째 지침은 훈천원이 일의 단위 (unit of work)률

수햄하는데 필요한 계통의 청보나 제어기능올 정의하는 것이다. 다옴으로

각 칙무(Task)는 그 칙무롤 수햄하기위해 연숙척으로 조치되어야 할

인간행동의 단위(units of human activity) 로 분할한다.

이러한 분석은 칙무익 전반척이고 완천한 상활(모든사고 시나리오)율

고려하면셔 수햄 되어야 한다. 이러한 칙무요소(Task Elements) 률

개발하는데 있야셔 중요한 지첨윤 그 칙무가 나타나는 모둔 운전진햄

상황에셔 운전원아 칙무를 수행하는터l 필요한 정보 및 제어요건올

채청의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각 정보나 휠요한 체어기에 대한 기능척 요건율 셔술하고 그

특성율 확인한다. 이러한 특성들온 범위 (range) , 정확도(accuracy)

웅답시간(response time) 등율 포함하게 되므로 이련 것에 대한 각각의

기능척 특성올 확연하는 이론척인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일단 기능적 특성어 모든 확인된 정보나 제어요건에 대해 활당되었으면

이러한 요건과 톡성률을 그 요건과 관련된 시스템이나 시스템 요소에 따라

분류환다. 이러한 분류는 톡벌한 정보나 제어요건이 다른 칙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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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고 분석될 수 있으므로-필요한 작업이다. 관련된 시스템이나 환련훤

구성요소에 대한 칙무분류는 확인된 정보나 체어요건에 대해 북합척인

기능척 륙성율 청의하는데 근거로 제공될다. 북합척인 기농척 복성율

사용하면 모든 청보와 제어요건에 대해 최종척으로 정리될 륙륙， 그리고

관련된 욕성률이 개발훤다. 이 청리된 북륙을 쳐l어질의 인터페이스툴

포함할 수 r있는 풀천철화(비상운천철화)에 따라 체어질 운챈율 지원하는데

훨요한 각 청보와 쳐l어요컨의 철제척헌 몹몹어·된다.

2. 철계검충의 철하

여기에셔는 칙무분석율 홈하여 훈천원과 칙접척으로 상효작용하는

인터페이스(체어 71 와 치시계)의 셜계에 대한 요건과 욕성율 컴충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한다. 기준 원자력발전소의 인터페이스 설계검중윤

원차력발천소 제어월내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률 포함할 수 있는 운천컬차툴

선정하여 그림 2.3-2와 칼윤 순셔로 수행하기로 한다.

가. 젤계검증율 위한 검토팀 구성

제어설 검증팀운 시스템셜계， 분석， 인간공학， 훈련， 훈천경험차

등의 여러천공 분야의 천문가로 구성한다. 이률 검증팀운 각각의

업무할당율 롱하여 분석방법의 철청， 천산모형화， 분석의 범위와 심도의

조청 및 칙부분석올 수햄하고， 제어질의 각 Inventory 설계조사 및 수행

데야타의 테이타베이스화， -검증알고리즘 개발율 롱한 최종 검층 등율

수행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률이 설계검층율 수행하는 각 단계별로 할당훤

입무와 주도범위률 요약하면 표 2.5-2와 같이 나타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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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l어실 셜계검증텀 구성

분석모탤 젤청 기준원천 선청

t
데이타베이스 및

훈석 S/W 설체 / 전산화 운천철차 선청 제어실 셜쳐1조사

차료입력 및 삐애I요건 청의 I!lvgnto7w1
General DB 구성 - 체아요건 - 체어

- 청보요건 - 청보기

낼- 천산모혐 철청

가용첼 검층 척합성 검층 ，기타분석

그함 2.5-2 셜체검증 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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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 셜계검층팀 구성 빚 검증단계벌 임무할당

‘

착업단계

텀 원천 모델 절차 셜계 전산 DB , MMI 설비 자료 검충

구성 선청 철청 션정 조사 모형 s/w 요건 조사 입력

구 성 설정 셜계 DB화

인간공학 “ • 。 O ... “ 。 • 。

운천경험자 “ “
。 .... “ “

계륙체어 i ‘ “
。 。

시스템천문 “
。

“ j ‘

총 팔 。 。 。 “
。 。 。 。

기솔자문 • • • • •
주도 : 。 지원 : ‘ 검토 :+

나. 기준 원차력발전소의 선정 ‘

주 제어질 설계컴충 업우롤 수햄하기 워하여 선청한 륙청 발천소의

환련 자료률올 수집 및 검토함으로쩌 효율척인 설계검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기셔 수집하고 검토하는 자료는 FSAR , P&ID , 종합 및 비상운천

절차셔， 주 제어설 및 체어반 관련도변과 기타차료 둥올 포함한다. 선청한

발전소가 다를 발전소률과 젤겨I상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척인

문서에셔 규청된 정보와 처1어륙성 그리고 좌업에 대한 검토롤 수행한다.

본 연구에셔는 가상척연 기준원천올 설정한고 운전절차 수햄시 영향율

미치는 주요겨l통을 선청하기 위하여 NUREG-0700, Section 3.4.2.1에 명시된

계통올 포함하여 다옴과 같이 20개의 계통으로 구분하였다.

• 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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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or Coolant System RCS

• Reactor、 Coolant Pumps RCP

Steam Generator S/G

• Main Steam System MSS

• Safety Injection System SIS

• Containment Atmosphere Control System CACS

• Containment Isolation System CIS

• Feedwater Systems FWS

•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CVCS

• ‘ Pressurizer System PZR

• Pressurizer and Reactor Vessel Gas Vent System RGVS

• Reactivity Control RXCS

• Electrical Distribution System EDS

•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CWS

• Compressed Air System CAS

_. Intake Cooling Water System JeWS

• Steam Generator Blowdown System SGBS

• Shutdown Cooling System SCS

• RCS and Steam Generator Sample System SS

다. 모형 설정

모형율 철청하는 북척운 분석수햄올 위한 가청셜청， 법위， 용어정의，

분석체계를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목척은 체어설의 중요 인터페어스률

포함할 수 있는 지챔셔 (비상운전절차셔)에 따라 체어실에셔 요구되는

청보와 각총 체어가능율 논리척아고도 체계책으로 확인 및 검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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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여기셔는 발전소의 안전기능율 수행하기 위해 지참이 되는

비상운천의 각 요소들올 훈천원이 취하는 조치와 그 조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척대상， 즉 ”동사(Verb) + 묵척어 (Objective)" 의 형태로 나타낸

훈전훤이 수행하는 최소 칙무단위인 칙무요소(Task Element) 로 분할한다.

이 칙푸요소벌로 필요한 인터페이스 요건과 제어실 절버조사에셔 나타난 각

요소의 륙성율 비교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젤정한다.

라. 주요 절차 선청 및 제어실 설비조사

1) 철차선정

제어실의 인터페이스률 대부분 포함하는 운전상태의 선정에 따라

이라한 몰천상태툴 수행하기 위한 비상운천 절차툴 NUREG-0700에셔

근거하여 다몸과 같이 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 Inadequate Core Cooling
•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F’ollowing Loss of Offsite Power
• Multiple Failures of Tube in a Single Steam Generator 뻐d Tube

Ruptures in more than one Steam Generator
• Reactor Start-up
• Reactor Shutdown or Refueling

그림 2.5-3 은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의 운전상태에 따라

운천철차가 나타나는 한 예를 보인 것이다.

2) 제어질 설비조사

계룡기능 및 운전원 칙무분석의 결과와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훈전에‘필요한 모든 장비와 계기를 조사하고 계기북록은 제어반별로

작성하여 관련계기툴 확인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동일 제어반 내에셔는

관련 계통별로 그톱화하여 관련 계동에 속하는 계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계기록록은 관련계통명， 계기번호 / 명판내용，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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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이를) , 단위， 제어 및 선택기놓등율 ·포함하여 좌성한다.

!

원자로 트럽 또는 안천추입 (E-O)

STEP 26

1차 또는 2차 냉각수 상실사고 (E < 1)

STEP 13

원차로 냉각채 상설사고시 냉각과 감압

(ES-l.2)

RWST LEVEL 드 40%

저온환 채순환으로의 천환(ES- 1. 3)

LOGA사고 14시간 후

고온관 재순환S로의 천환(ES- 1. 4)

그림 2.5-3 Small LOGA 운전상태의 운천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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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천산모혐 구성

제어설 셀계검층 모형은 분석율 수행하기 위한 가청의 철청， •

분석범위， 용어청의， 분석체계률 제공한다. 우선 체어설 설계의 추요

MMI롤 포함할 수 있는 운천절차 (검충 북책울 위하여 비상운천절차툴

반드시 포함)롤 셜청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MMI 철계요건율 요구청보의

륙성과 제어기눔의 논리척， 채계책 성격율 도훌하여 기폰악 설계내용파

비쿄 불석하는 것율 팔격으로 한다. 이 기본 률쩍운 각각의 모률화된

데이타베이스에 의하여 셜쩡훨 수 있는데， 각각의 모률몰 기본책으로

운천철차셔나 젤계사양에셔 분석 도훌한 두가지 기본자료로부터 변혐되고

상호 보환할 수 있도록 한다.

모혐어1 있어셔 창호보환 작용올 맡는 모률온 궁국책으로 인깐공학책

분석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기툴율 제공하여 설계검층의 충실도불 높여갈

수 있는 여지률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셔 제시하는 모협의 천체척인

개관은 그림 2.5-4와 같다.

바. 운전절차분석 및 MMI 설계요건 청의

1) 운천쩔차분석

·선청펀 비상훈천 절차의 각 단계는 안천기능율 수행하거나 시스템율

안천하제 북구하기 위한 북척으로 구생되어 있다. 각 단계는 하나의 칙우

또는 보다 많혼 칙무로 분할될 수 있다. 비상훈천철차의 각 단계는 그

단계에 의하여 영향올 받는 Critical function의 수햄이며， 각 단계는

일련의 칙무가 발생하는 순셔가 훤다.

따라셔 칙무는 비상훈전올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과 비상운천 각 단계의

성공척인 궤환청보(Feedback Information)률 얻는데 요구되는 행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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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화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일반척으로 ORG(Optimal Recovery

Guidelines) 의 경우 칙무얼거 (Task Listing) 는 EPG 판계， 얀천기능

상태점검， 그리고 보조정보(사전조치 (Precaution) , 경고 (Warning) ,

추의 (Notes)) 률 나타내는 부분으로 전개된다. FRG (Fnntional Recovery

Guideline) 의 갱우 칙무멸거눈 북구치칭， 북구지침 허용기준(안전기눔 상태

확인치청) , 각 회북지칭에 대한 보조정보， 그리고 각각의 대버책에 대한

형가구조로 천개된다. 따라셔 이러한 지침율 구성하는 칙무의 항에 대해셔

각 지첨의 요약으로 칙무가 열거될 수 있다.

칙무분석에 의하여 셰운훤 최소단위의 칙무요소로 부터 훨요한 청보 및

제어의 륙성 즉 MMI의 설계요건올 설정할;’ 수 있다. 맨11 설계요건은

칙쭈요소에셔 요구되는 화소한의 기능올 만쭉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철계륙성율 종합한 것이다. 예롤들어， 가합기 수위를 따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청보툴 제공할 수 있는 따라미터의 폰채여부률 기첨으로

요구되는 표시혐태， 범휘， 정확도， 단위， 간격， 반용시간， 가용조건 등이

동시에 정의되어야 한다. 각 설계특성으로 선택된 함북윤 관련작업올

훈천원이 효율척이고 완천하게 수행한다는 관첨에셔 청보와 체어요건율

기능책으로 세분한 것이다. 다융운 정보와 제어요건에 대한 항북율

나타내고 차후의 필요 항목올 고려하여 데이타베이스률 설계한다.

2) 제어기능에 대한 특성문석

가) 제어형돼 (Control Type)

채어형태는 이산척 제어기능， 연속척 처l어기능， 둘중 어느 기능도

제공하치 않는 세가지로 구분한다.

나) 제어모드 (Contro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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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사스템운 구성요소나 파라미터의 원격 수동제어 71능올

제공하거나 또는 자동화 시스렘의 일부로 그 기놓올 제공할 수 있다.

있다. 여l롤 들어 칙첩척인 원격 수동체어는 연숙척으로 뱉브를 조철하거나

이산책으로 벨브롤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율 제공한다. 자동제어는 펌프의

속도를 조청하거나 웰브의 위치률 조정함으로써 운천원이 차동척요로

Set-point롤 유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된다. 또한 어떤 제어구조는

수동이나 자동훈천 두가지툴 모두 사용함으로써 실현훨 수 있다. 이

분석상활에셔 자동화는 운천원의 조화툴 요구되지 앓고， 다만 설계상의

set-point툴 근거로 운천되는 장비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기계에게 아미

할당환 자동화 기능률윤 이 분석에 천제하여 애an-에achine Function

Allocation에 의하여 이머 기능척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

체어모드의 륙성에 대한 분석북척윤 제어얼에셔 운전원의 입력올 요구하쳐

않는 차똥효과 톡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운천원 활동롤 치원하는데 필요한

청보와 체어기능의 요건율 확인하는 것이다.

다) 제어범위 (Range of Control)

구성요소나 따라며터들이 제어될 수 있는 범위률 확인하는

륙성이다. 이산제어기능의 경우 제어범위는 제어기능올 수행할 수 있는

여러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현숙제어기능의 경우는 구성요소나

파라미터들이 제어 되어야반 되는 한계치의 연숙으로 구성훤다.

라) 체어법위의 단위 (Units of Control R뻐ge)

이 륙성운 제어범위와 관련한 단위률 확인하는 것으로셔 운전원이

제어기능의 수햄에 책절한 단위률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파라미터의

특성에 관련하여 단위률 변형시킬 수도 있다. 예를 률면 탱크 Level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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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책 치수인 ft 단위 보다 상대단위띤 엉 률 사용하는 경우가 효율척일

‘ 때가 있다.

마) 반용시간 (Reaction Time)

제어기능에 대해 허용카능한 운천원의 수행 융팝시깐율 청의한다.

반용시간운 플탠트 구성요소가 요구흰 상태(Valve Position , Pump

on/off) 가 훨때까지 제어기능올 운천원이 수행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반용시칸의 륙성은 플핸트나 따라미터의 원하는 상태률 얻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어기능의 욕성사함운 아니다. 이 륙성의 척도는 시스템의 륙성에

따른 반용시간， 제어기의 배얼상태에 따른 훈천원 인식， 이동， 동작시간

둥율 합한 수치로 이 특성올 나타낸다.

바) 사고 가용도 (Availability)

제어기능의 충요성과 관련되는 륙벌한 공학척 요건이다. 두가지

형태의 공학척 요건이 있는데 Post-Loop 요건과 Post-DBA 요건으로 청의할

수 있다. Post-Loop 요건운 발전소의 소외천원상실 후에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었는 체어기놓이다. Post-DBA(Design Based Accident) 요건윤

격냥용기안에셔의 LOCA~r Steam-line break와 같운 설계근거 사고후외

상태하에셔도 반드시 제어기능의 일부분이 유치되어야만 되는 요건이다.

3) 청 보표시 요건에 대한 륙성

가) 다스플레이의 형태 (Type of Display)

Reg. Guide 1.97퉁얘 의하여 나타내어야 할 정보가 Value , V~lue

Trend , 상태청보 등올 제공해야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률 규청하는

- 83 -



륙성야다. Value 디스플레이는 어떤 연송척인 범위상에 지점표시(Point

Indication) 올 체공하고 Trend 디스플레이는 시칸상에 변수의 경향올

나타내는 정보률 제공한다. 그리고 상태 디스플레이는 따라미터나

구성요소의 상태에 관계되는 표시률 체공한다.

나) 디스풀레이의 범위 (Range of Display)

이 특성윤 Value~ Trend , Status가 표시되어야 하는 획소법위률

확언 하눈것이다. 상태표시에 대한 범위는 상태표시가 인정휠 수 있는

이산척인 단계(Discrete States) 이다. 실체로 제어실 디스플레이의 설계

법위는 이 분석에셔 요구하는 것 보다 커야하는 경우가 많다.

다) 단위 (Unit)

효율척인 운천수행에 필요한 단위률 확인하는 것으로 제어요건

에셔 설명한 것과 같은 목척이다.

라) 디스플레이의 정확도(Accuracy of Display)

운전원01 성공책으로 칙무를 수행하는데 허용되는 최소의

창확도로 -표시된다. 청확도는 청보표시를 위해 요구되는 전체범위에 대한

백분율로 정한다. 상태표시 청보는 명확한 여산척인 정보(예: on/off)를 C

제공 하므로 정확도에 대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반응시간

훈천원이 성공척으로 직무틀 수햄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보통 초

로셔 측정한다. 'Value와 Trend 정보표시에 대한 옹답시간은 화라미터의

단계별 변화후 청보 디스플레이가 실제적인 따라미터 변화의 90χ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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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까지 요구되는 시간이다. 상태표시기의 반웅시간온 파라미터와

구성요소의 상태변화나 정보표시가 반영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바) 사고 가용도

정보표시률 위한 흑별한 공학척 요건율 나타내는 욕성이다.

Post-LOOP는 각각의 직무률 수행하기 위해 Loss of offsite power 사고후에

활용 가능한 청보툴 표시할 필요에 대한 요건이다. Post-DBA 는

격납용기내의 충기관 따열이나 LoeA 셜계근거 사고후에 운전원에게

활용가능한 청보표시롤 가져야 되는 훨요성에 대한 공학척 요건어다.

사) 깐격 (Intervals)

이 톡성은 Value나 Trend 지시계률 위한 시각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건울 규정하는 것으로 디스풀레이 표면상의 주요 눈금표시의 간격이다.

눈금표시에 대한 요건윤 정보표시의 범위， 청보률 표시하는혜 요구되는

해상도， 그리고 인간공학척인 원칙올 고려하면셔 결정되어야 한다.

아) 구분(Divisions)

Value 2} Trend표시률 위한 간격 특성에셔 언급된 간격표시 사이의

공간율 구환하는 확윤 눈금표시(minor scale markings)률 ’}타내는

격
?
‘

n
U ~l lO~ll~

i
I
때

|
l
때

그림 2.5-5 디스플레이에셔획 간격과 구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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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성아다. 각각의 구분은 영슷자로셔 표시되지 않는다. 간격사이률

구분하는 슷차는 디스플레이를 위해셔 요구되는 청보해상도률 고려하여

결청된다. 그림 2.5-5는 "50"의 깐격으로 하나의 간쩍분할율 표시하는

디스플레야의 예이다.

사. 설계현황 및 요건 데이타베이스 입력‘

칙쭈분석율 통하여 얻어진 제어와” 정보요건， 제어실 Inventory률

조사한 데이타 둥울 철계한 데이타베이스에 압력하여 체어실 설계검중의

요건인 가용성과 척합성검중율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아. 가용성 (Availability) 및 척합성 (Suitability) 검중

제어실 구성요소률운 어떤 륙정한 좌업이나 개벌책인 확업에 대한

요건에 대해셔는 어떤 기춘올 가치고 조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첨에셔

불 때 검중과청윤 두단계로 구성된다. 첫번째 단계는 착 작업이나

륙청착업율 수행하는데 필요한 청보와 제어능력율 제공할 수 있는 장비나

기기의 존채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어질 설계의 가용성해 대한

검층이다. 두번째 단계는 디스플레이나， 제어기， 체어실의 협태에 의해셔

체공되는 뻐I률이 확업율 수햄하는데 효파책으로 설계 되었는지에 대한

검충으로써 척합성 검중이다.

1) 가용성(Availability) 검증

가용성 검중에 필요한 기본 데이타는 작업분석 (Task Analysis) 과

시스템 기능검토(System Function Review)를 통하여 정의펀 칙무내역셔

(Task Specification) 와 제어질 Inventory야다. Inventory는 판넬. Work

Station 별로 구성되고， 판넬과 관련된 플랜트 프로세스 장비의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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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와 시스댐， 하위시스햄의 확인도 포합해야 한다. 또한

Inventory에 대해셔는 시스템과 하부시스템의 기능과 사용， 판넬상의

쩌l어기와 디스플레이와 구성에 대해셔 확인한다. 그리고 작업분석으로부터

나온 칙무요건(Task Requirement) 의 명셰셔에 대해셔도 같윤 형태로

구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책 두가치 결과의 상호관계롤 나타내기가

용이하다. 또한 판넬과 사용된 다룬 장바률 확인하고 Inventory의

조사에셔 나타난 Inventory Input-Output 능력에 대해 작업붙석에셔 규명된

Input-Output 요건율 규명하는 착협이 필요하다.

조사결과률율 Inventory 환챔과 Task 수행관첨에서 짝각 문셔화 한다.

그리고 Inventory 의 각 함묵에 대해셔 작업에 사용훤 항북온 각 항북에

대한 이용율 검중하기 위해여 Inventory 률 조사하는 문셔에 기륙한다.

현재의 Inventory 에 의한 입력， 률력， 궤한요건이 착협사양에 만혹되는지률

표시하는 명시하는 표시(Notation) 도 칙무명세셔에 표시한다. Inventory 와

각 착업사양등에 대해셔 선정된 부호화 체계률도 두 사항율 비교한 결과롤

효과척으로 기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Inventory

관챔에셔 Task Code 률 가지지 않는 Inventory 항묵은 다융분석 (Flow-up) 율

위해 표기혜 놓는다. 여기서 부호화 되어 ’ 있지 않는 Inventory는

확업요건이나 기눔요건이 없는 제어기나 디스플레이 일 것이다. 여기셔

부호화 되어 있지 않는 항목(Uncoded Item) 올 다옴과 칼이 세가치 이유로

집약할 수 있다.

• 기놓확인 (Function Identification)아나 작업분석이 완천하지

뭇했거나 Uncoded Item에 대한 필요성이 간과된 i 경우 •

• 해당항목어 실제로 제어실에셔 필요하지 않올 경우

해당항묵이 작업분석에셔 셜첨된 명셰불 단지 부분척으로만

만촉하는 경우. (예툴툴어 따라미터의 특성중 지시기의 범위;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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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인데 반하여 칙무분석에셔 요하는 삐II 해당요건은 0-100인 경우)

작업활정으로부터 칙무요견을 만촉하는 것윤 요건올 만촉하는 Inventory

항북의 Code울 기록함요로써 문셔화한다. 여기셔 부호화 체계률 그 요건율

만촉하는 청도에 따라， 충분히 만촉， 부분척으로 만촉， 불충분함 등으로

구분하여 채청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Inventory Code률 할당할 수 없거나，

작업요건올 부분척으로 만록하거나， 만축의 청도가 불충분한 경우는 차후

다옴 펑가률 위해 인간공학척 결함사항으로 지척해 둔다.

2) 척합생 (Suitablity) 검층

척합성 검층의 목척윤 작업 성능어l 영향율 미철 빠11의 문제롤 확인

하기 위합이다. 그러나 어떤 특청한 작업사용에 대한 기준야 없이 제어실

구성요소가 조사되었울 때눈 적합성 검층이 명백하지 않올 수 있다. 흔히

이 검증방법요로 쩨어상 검토시 사용되는 Check List룰 사용해 왔다. Check

List 법은 착업특성에 대하여 가용성 검증시에 고려될 수 없었던 정성척인

함북에 대해셔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실사， 면담등에 의하여

실행 되는 환계로 주관척인 환점율 배제하기 어려우며， Check List의 각

항북어 지니는 상대척인 면올 고려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정형화될

검충와 률이 사용되어야 한다.

3. 설계검층의 요건

가. 독럽성 (Independence)

독럽성은 기폰의 제어실 설계에 체약받자 않는 분석요건에 해당된다.

즉， 이 분석은 어떤 톡정한 제어실에 존채하는 기기나 제어기에 관계없이

제어요건올 개발하는 것이다. 이 분석운 다옴과 같은 톡립성 요건율

- 88 -



만촉해야 한다.

첫째， 똘랜트시스템， 하부시스템， 구성요소 률에 대해셔는 기존플랜트

설계가 청의되는 반면에 제어실 셜계나 정보， 제어요건에 대해셔는 어떤

기준도 제공되지 않는다.

둘째， 이 분석혼 운전원파 기준플랜트 사이에 분석된 상호착용에 근거

하며 청보와 제어요건이 유추되는 Top-down 햄위로써 수햄되고 모델화훤다.

분석된 Interface 는 안전기능율 수행하거나 북구하기 위하여 플핸트

시스댐과 구성요소툴올 동학시키는 제어실에셔 사용되어져야 한다. 따라셔

요건윤 기폰의 기기나 제어기에 관해셔 예상되는 안전기능율 수햄하거나

북구하기 위한 필요로 부터 유추훤다.

나. 타당성 (Validity)

이 욕성운 최종척으로 도탈한 결롤어 이 연구의 상황이나

과정(내부척인 타당성)에셔 얼관성 뿔만 아니라 연구의 상활(외부척인

타당성)밖에셔 사실성올 대표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올 제공하는 연구의

욕성과 광계훤다. 이 분석운 다융과 같몰 내부책인 타당성율 달성해야

한다.

첫째， 이 분석은 이미 결정되고 청의훤 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계획의

가청， 정의， 한계， 방법， 목척은 과청의 옹용결과로써 논리척으로 겉율 수

있는 결과가 확실하도톡 정의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여러학문의 천문가로써 구성된 팀이 이 분석올 수행하며

분석파정에셔 과정의 논리 쁨만 아니라 중간결과나 최종결과률이 여러

천문가의 견지에셔 검토된다.

외부척인 타당성운 다옴과 같용 분석척인 계획 아래에셔 보장된다.

첫째， 이 분석운 플랜트 셜계나 운전에 경험이 있는 천문가 텀에 의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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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훤다. 이러한 첨운 얻어진 곁과가 원자력발전소 제어실에셔 확설히

척용될 수 있고 수햄될 수 있다는 것올 의미한다.

둘째， 대표척인 원차력발견소 설계가 기준풀랜트로써 사용된다.

셰째， 이 환석윤 광범위한 셜계률 문쳐화하는데 기문이 되고， 유사한

시스템에 대한 일시척인 분석에 대해셔도 기준이 훤다. 이는 불석에 대한

입력요소률이 기존의 절계률 확실이 대표할 수 있옵율 의미한다.

네째， 해석척 셜계의 시작시첨운 EPG부터이며， EPG는 실제발천소

셜계에셔의 수행가능성에 대해 시왈레이터률 이용하여 시험받운 것이어야

한다.

다. 신뢰성 (Reliability)

분석에셔 얻어진 결과의 확실한 신뢰성율 확보하기 위하여 다융과

칼윤 계획아래 수햄한다.

첫째， 목척의 기준율 명확한 컬청， 명가를 수행하는 모둔 설，계에

사용한다. 여l률 률면 청의될 동사집합올 칙쭈， 회쭈기슐이나칙쿠요소가

명확한 의미툴 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보와

제어기능에셔 컬청된 기능책인 롭성올 이 분석에서 확철하게 청의한다.

둘째， 분석운 단계벌로 수행하여 중간결과나 최종결과툴 산롤하고

검토팀에 의해셔 검토한다. 대부분의 유사한 작업이 한 종류의 운천철차

지챔에셔 여러 곳에 나타날 수 있다. 의한것보다 보다 많윤곳에셔

나타난다. 따라셔 각 작업울 여러 다른 상활의 시나리오에셔도 분석한다.

그러므로 정보와 쳐1어요건률윤 그 구성요소가 사용되는 작업에 따라 여러번

재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자료 확립단계에셔 그 -구성요소가 나타나는 작업에 대해

개발된 정보와 제어요건올 포함하는 각 요소들율 합성척인 결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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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산모혐의 구성과 개발

모형구성율 위혜셔 필요한 -데이타 입력윤 그림 2.5-4에셔 제시한

것쳐렴 3개의 모률로 구환하여 설계참충율 위한 차료화일율 구성한다.

첫째는 운천원과 칙첩척으로 상관환계률 맺늠 F뻐I의 톡성과 요건율

입력하는 데이하베이스 (Task - Data Base) , 그러고 두번째는 제어설

Inventory촬 조사하여 제어설내의 구성요소와 륙성올 묵톱화하는

데이타베이스(MMI-Data Base) , 마지막으로 칙무분석에셔 요구되는 철계요건

과 체어싱 Inventory률 비교하여 제어실 검층북척인 가용성파 척합성율

확인하기 위하여 각 MMI의 륙성， 관련시스템， Critical function등율

분류하여 Code화한 데이타베이스로구성한다.

가. Data Base 구혹

1) Task Data-Base

제어얼 설계검충에 필요한 기준데이타률 철정하는 단계로셔， 이는

운천철차 분석율 통한 운천에 필요한 체어기와 청보요건율 데이타화 한다.

데이타 입력방법윤 그림 2.5-6과 같이 운천모드벌 훈전철차롤 선택하여

훈천철차벌 칙팍요소률 동사 (Verb)+ 롭척어 (Objectives) 의 형태로 깐략히

71솔하고 이에 관련된 시스템의 요건율 칙무록록(Task Inventory)의 형태로

데이봐베이스화 한다.

이 칙무북몹운 각 칙무가 발생하는 순간의 시스템 위치롤 제공하는 기훈

데이타 파일이다. 보통 척무북륙운 5종류의 데이타로 구성하는데 칙무에

관련훤 시스탱율 나타내는 Code , 유일의 칙무률 나타내는 Code , 칙무에

관련된 EPG의 일련번호， 칙무얼거에셔 그 칙부가 나타나는 일련의 순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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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Entry & Selection

Procedure Step Entry

Verb Task Element Objective

Affected System

Required I&C Interface
Requirement & Characteristics

그림 2.5-6 Task Data Bas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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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Code , 그리고 직무가 나타나는 EPG 항북에 대한 Code 로셔

구성한다. 따라셔 칙무북록은 칙무가 나타나는 짝 순간에 대해 지침체계률

롱하여 안천한 지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셔는 운전철차 분석올 위해 운천원이 수행하는 칙무롤 분활하기

위해 칙무셔슐율 위한 통사와 칙부요소의 동사툴 다융파 같운 기준에셔

통사률 정의하였다. 다옴은 칙무천개률 위한 기준이다. 그리고 표

2.5-3운 이러한 기춘올 픈거로 면간의 행동학척， 사고척 륙성 아래에셔

운천절차에 나타나는 햄동울 구분하여 정의한 것이다.

1. 칙무는 확인훤 시스탬에 대해 제어실에셔 수햄훤 협게 문석될 수 있는

일의 작윤 단위이다.

2. 칙무는 선행한 칙무와 다옵에 수햄할 칙무와 톡휩적인 제어설 작업

(Work) 의 한위이다. 즉， 칙부의 내용과 일련의 행위는 그 칙무가

나타나는 운천 순간과 관계없이 같올것이다.

3. 칙부에 대한 셔술운 동사휘엑 록척어가 따르는 동사북륙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칙무동사에셔 시작한다. 여기셔 동사의 북척어는

변수(여11 :가압기 레뱉) , 구성요소， 시스템， 하후시스템(예 : "PSI

펌프동착율 확인하라)이 될 수 있다.

4. 칙무는 3-4개의 인깐행동의 단위로 구성된다.

5. 칙무는 단치 흘}나의 시스템이나 하부시스템에 대해 인정훤다.

6. 칙무의 목척을 안천과 관련된 기능올 유지하고 복구하기 위해셔이다.

또한 칙무셔술올 운천철차에 필요한 최소한위의 행동으로 구분하는

칙무요소툴 설정하는 기춘올 다옴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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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 칙무셔술올 위한 동사

동사 정 의

Align

Block

Compare
(Evaluate)

Control

Decrease

Detennine
(Decide)
(Diagnose)

유량이나 전류가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구성요소의 조정

구성성분의 동착이나 사스템의 차동척인 동착율 차단하는
체어기나 기구의 초청

유사첨이나 차이첨율 알기위한 조사

제어얼의 장비나 기기활 사용하여 플랜트 파라미터률 조
하는 행위

현채의 상태롤 착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

풀랜트 파하미터나 플핸트장바률 결청하거나 청하기 위해
체어실의 Instrumentation 율 진단하는것 (결청은 흘핸트
파라미터의 분석파 조사에 문거하여 수행)

Establish I 조건율 안전하게 설정하는것
(Restore)

Ensure I상태나 조건，부재률 검청하고 컬청하는것

Isolate I 분리 하는것 (예:시스댐이나， 영역， 구성성분율 분리하기
위해 빨브롤 닫는다)

Monitor I제악설 계기률 사용하여 상태률 겨}솜척으로 조사하는것

Maintain I 어떤 상태률 계속척으로 유지하는것.

Reset I 시스템이나 구성요소률 자동척으로 동작훨 수 있는 위치나
상태에 두는것

Trip I동작중에 있는 어떤것이나 걸쇠， 트리거， 스위치툴 떼어
놓몸(펌프를 정시하기위한 전기척인 논리(logic) )

Verify I타당한것이나 확실한것에 대해 확신올 추는것(예 : 벨브의
위치에 대해 디스플레이 감시나 불빛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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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칙무요소롤 나타내눈 동사

동 사 청 의

Block I 구성성분의 동작이나 사스템의 자동척인 동작율 화단하는
l 처l어기나 기구의 조청

Calculate J깐한한 수학율 사용하여 계산(예:용소농도률 계산하라)

Close ‘’ I 닫는것， 혜쇄하는것

Decrease I 현채의 상태툴 확게하거나 감소시키는 것

Detect

Determine
(Decide)
(Diagnose)

Increase

Open

Position

Record

Request

Reset

Start

보거나， 틀거나， 언석하거나 아는것(-플랜르 경보)

풀랜트 따라미터나 플랜트장l:q률 결정하거나 정하기 휘해

제어실외 Instrumentation올 진단하는것 (결정윤 플랜트
따라미터의 분석과 조사에 근거하여 수행)

보다 르고 많게 하는것{예 :터번 속도롤 종가시켜라)

방해물율 제거， 간척사이에 공깐형성

미리 컬청된 위치에 계기나 구성요소률 놓는것

계속척으로 지시하는것， 시간에 따라 플랜트의 화라미터
성율 저장하는것

모든행동이 쩨어실 외부에셔 일어나는 칙쿠률 시착하는것

시스템이나 구성요소률 자동척으로 동좌훨 수 있는 위치나
상태에 두는것

동작하기 시확하는것

Stop I 종결， 법홈

’I’hrottle I유량이나 숙도률 조철

Trip I동착춤에 있는 어떤것이나 컬쇠， 트리거， 소위치률 떼어
놓융(펌프률 정시하기위한 전기척인 논리(log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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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칙우요소는 칙부셔술(Task Statements) 에셔와 같이 ”동사+북척어”의

혐태롤 따른다.

2. 칙무요소는 특정한 칙부률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척인 인간의 행동

(Action)이다

3. 칙무요소는 채어설 정보와 체어기능의 사용올 요구하는 제어상에서의

인간햄동에 대한 것이다. 칙무에 대한 셔술은 매우크고 복잡한 다른

칙무내에셔 하나의 칙무요소로셔 사용훨 수 있다. 이련 경우가 발생

할때는 보다 간단한 칙쿠에 대해 천개된 청보와 꺼1어특성윤 북잡한’ ‘

칙무툴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4. 칙무요소툴 나타내는 동사는 인식(Sensory - Cognitive) , 동착 /•

(Behavioral)율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정보와 제어요건에 관계훤바.

5. 각 칙무요소는 단지 하나의 정보와 하나의 저l어요건과 대용된다.

이 근거에 의해 운천원이 훈전절차률 수행하는데 필요한 획소한의 행동올

나타내는 동사는 표 2.5-4와 같이 정의한다.

2) MMI Data-Base

제어실 Inventory 조사에서 확인훤 Interface률율 제어실 Layout과

판넬배열， CRT , 지시계， 경보기， 기록계로 구분하여 각 성문에 대한 특성율

그림 2.5-7과 같이 구분한다. 이 모률은 칙무분석에서 요구하는 Interface

요건과의 Mapping올 통한 검증율 실시하기 위한 설체차료로셔 구성한다.

따라셔 이 데이타파일올 구성할 때도 칙무분석시 요구되는 제어요소와

정보요건율 나타내는 항목률 반드시 포함하여 데이타툴 구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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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eneral Data-Base 와 DB M&R(Data Base Management &Reporting System)

1) General Data-Base

요구하는칙무요소가각분석에셔운천철차댐이타률일반척

욕징올 항북벌로떼어 E}와 제어질 Inventory 조사에셔 나타난 인터펙이스의

여기셔 선쩡한 항목을 운천원이푼류하고 Code화 하여 데이타률 입력한다.‘

청보나 개선흰차후그리고체어기필요한조치에 반드시휘해야할

고려하여항북올필요한Task Data-Base률 수청하는데운천절하에 따라

선청한다.

부여한예는항북륙성에 대해 Code률

다몸 표 2.5-5 , 2.5-6, 2.5-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i

다륨과 같으며 각선정된 항북운

Critical Function
Type of Display
Accuracy
Control Shape
Control Mode
Avability Coding

------EOP Title
Affected system
Range
Units
Type of Control
Reaction Tine

------

2) DB M&R(Data Base Management &Reporting System)

Data-BaseMMI모율과저장훤 Task Data-Dase푼석에 척합하도룩

Data-Base 롤 구혹하고General모든 항북에 관한 욕성율 분휴하여모률의

갖훈 자료형태롤::l 구성환 함북 특성에 코드롤 부여하여 추후 분석용도률

훤집기능과필요한청보툴 챔가하거나 청보삭채시또한새로운갖훈다.

데이타베야스의 운영 및 보고서 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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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척인 검충올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한 모든 기능율 제어한다.



Control Room Inventory I I. Task Data-Base

System Critical
Function

Infonnation Task Verb Controls

III


I·l
l·-’ fl1jf

iil--

Range - Range -

Units ---J Type

Reaction Tim --- Shape

Type 에ode

Availability Reaction ~lme - -:-

Accuracy ‘ Availability

그범 2.5-8 General Data-Bas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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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5 EOP TITLE TABLE CODING

CODE EOP TITLE CODE EOP TITLE CODE EOP TITLE

01 . SP’I’A 12 FRC4 23 FHR2

02 RT 13 FMVA 24 • FHR3

03 LOCA 14 FIG1 25 FHR4

04 SGTR 15 FIC2 26 FHR5

05 ESDE 16 FPCl 27 FCl1

06 LOF 17 FPC2 28 FTPl

07 LOF’C 18 FPC3 29 FTPZ

08 FREP 19 FPC4 30 FCGl

09 FRCl 20 FPC5 31 FLTA

10 FRC2 21 FPC6 32 FRAT

11 FRC3 22 FRR1

표 2.5-6 AFFECTED CRITICAL FUNCTION CODING

CODE AFFECTED CRITICAL FUNCTION

1 Reactivity Control
2 Pressure Control
3 Inventory Control
4 Core Heat Removal
5 RCS Heat Removal
6 Containment Isolation
7 Containment Temperature/Pressure

.

8 Containment Combustible Gas
9 Maintenance of Vital Auxil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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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AFFECTED SYSTEM CODING

CODE SYSTEM ABBREVIATION

00 Miscellaneous MISC
01 Reactor Coolant System RCS
02 Reactor Coolant Pumps RCP
03 Steam Generator S/G
04 Main Steam System 엠SS

05 Safety Injection System SIS
06 Containment Atmosphere Control System CACS
07 Containment Isolation System CIS
08 Feedwater Systems FWS
09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evcs
10 Pressurizer System PZR
11 Pressurizer and Reactor Vessel Gas Vent System RGVS
12 Reactivity Control RXCS
13 Electrical Distribution System EDS
14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CWS
15 Compressed Air System CAS
16 Intake Cooling Water System ICWS
17 Steam Generator Blowdown System SGBS
18 Shutdown Cooling System SCS
19 RCS and Steam Generator Sample System SS
99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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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용성 (Availability)1 척합성 (Suitability) 검증 알고리즘

처}어실 검증율 수행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하는 제어질의 가용성과

척합성에 대한 확인윤 그림 2.5-9와 같이 데이타 처리롤 풍하여 수행한다.

첫째， DB M&R 모률에 악하여 General DB에셔 항목벌로 부여된 Code률

뻐I-DB 및 Task-DB의 관련항몹에 각각 부여한다.

둘째， Task-DB의 Interface 설계요건에 부여된 Code를 중심으로 MMI-DB의

해당 항북울 검색한다.

세째， 검색된 결과률 DB M&R에 송부하여 가용성검중율 위한 척당한

보고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용차 화면 설계

설계검증올 위한 사용차 인터페이스 화면셜계는 운전절차에 따라

분석한 칙무셔술과 칙무요소에 따라 필요한 제어/표시 요건과 실제의

체어실내에 존채하는 각 Inventory 를 비쿄， 조사함으로셔 한 화면에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어실내의 Inventory 를 조사하여 데이타베이스할 수 있는 화면과

칙무률 분석하여 교청할 수 있는 펀칩화면으로 구성하여 어느 화면에셔나

협게 각 운천요건에 필요한 계기 및 지시계툴 확인.검증할 수 있도룩

하였다. 그림 2.5-10에셔 부터 2.5-12까지는 화면셜계의 일례톨 보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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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l)PROCEDURE :l-SPTA (2)TASK STEP: 1-01 (3)TASK/ELEMENT :1201
(4)I&C REQUI.:01 (5)DEFINED REQUI.:Ol (6)ACTUAL INST. :PAP-A

PROCEDURE NO I CODE I PROCEDURE NA’m I I ABBREV.

1-EOP-1
1-EOP-2
1-EOP-3

1-01 I STANDARD POST TRIP ACTIONS
1-02 I REACTOR TRIP RECOVERY
1-03 I LOSS OF COOLANT ACCIDENT

1-SPTA
l-RT
l-LOCA

<E>dit Information <D>elete Information
Pg Up> <Pg Dn> ==

<Q>uit to Main Menu

( 2 )

(l)PROCEDURE :l-SPTA (2)TASK STEP: 1-01 (3)TASKlELEMENT :1201
(4)I&C REQUI.:01 (5)DEFINED REQUI.:Ol (6)ACTUAL INS!. :RTGB-104

INSTRUMENT NO. : JI-OOl
INSTRUMENT NAME : CPS/% POWER WIDE RANGE A*

MATCH 3

TYPE OF DISPLAY : Trend
RANGE: E(-8) to 100
ACCURACY :
UNITS : %
INSTRUMENT R.T : 1-5 sec
AVAILABILITY : Vital
INTERVAL :
DIVISION :

(CODE)
(2 )
(95)
( )
(39)
(1 )
( )
( )
( )

TYPE OF CONTROL :
MODE :
SHAPE :
UNITS :
INSTRU뾰NT R.T :
AVAILABILITY :
RANGE:

(CODE)

ι <E>dit Information <D>elete Information
<Pg Up> <Pg Dn> ~

<C>ode Number
<Q>uit to Main Menu

그림 2.5-10 Procedure Informatio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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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ATA
AFFECTED SYSTEM : 12
AFFECTED COMPONEN’I’ NO. : 99
PANEL NO. : RTGB-I04
LOCATION: X-I

INSTRUMENT DATA
INSTRUMENT NO. :OI-RRS/405
TAG NAME : REACTOR REGULATING

SYSTE에

~ISPLAY/CONTROL CHARACTERISTICS
DISPLAYS I CONTROLS

TYPE OF DISPLAY :
RANGE :
ACCURACY :
UNITS :
REACTION TIME :
AVAILABILITY :
INTERVAL :
DIVISION :

(CODE)
( )
( )
( )
( )
( )
( )
( )
( )

TYPE OF CONTROL :
RANGE :
SHAPE :
UNITS :
REACTION TIME :
AVAILABILITY :
에ODE :

(CODE)

<E>dit Information <D>elete Information
Rg Up> <Pg Dn> =

<C>ode Number
<Q>uit to 에ain Menu

그림 2.5-11 Control Room Inventory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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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TASK BREAKDOWN MODIFY &DISPLAY

TASK CODE : 0002
TASK : Verify SIAS Alignment on RTGB-I06

PURPOSE : To Permit the Operator to verify the proper operation of the
Inventory Control Systems

AFFECTED SAFETY: (2 ) RCS Pressure control
FUNCTIONS (3 ) RCS Inventory Control

Do You wish to see the Task Elements ? ( YIN )
~Pg Up) <Pg Dn> ===

<Q>uit to Main Menu

( 2 )

TASK BREAKDOWN MODIFY & DISPLAY

TASK CODE : 0002 - Verify SIAS Alignment on RTGB-I06
TASK ELEMENT : 01 - Detect CCW Outlet valves from SDC Hx position open

AFFECTED SYSTEM : 14
COMPONENT NO. : 15

-D ISPLAY/CONTROL CHARACTERISTICS
DISPLAYS I CONTROLS

TYPE OF DISPLAY :
RANGE :
ACCURACY :
UNITS :
REACTION TIME
AVAILABILITY
INTERVAL :
DIVISION :

(CODE)
( )
( )
( )
( )
( )
( )
( )
( )

TYPE OF CONTROL :
RANGE :
SHAPE :
UNITS :
REACTION TIME
AVAILABILITY :
MODE :

(CODE)

Do You wish to see another Task Elements? ( YIN)

그림 2.5-12 Task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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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및 융용방안

가. 컨산모협에 의한 검충방안의 효과

본 연구에셔 설계， 개발될 인간공학척 검중 전산모형윤 기폰의

규제요건이 몹표하는 제어실 설계의 인간공학척 고려사항 반영의 확인율

묵책으로 하였으며， 제안된 절차와 설행지챔율 충실하게 따료는 정형화될

률율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제까지 주환척인 요소가 많윤 방식(발전소

방문조사，운전원 면탑 등)에 의하거나 운전원의 의견， 설계지챔 비교컴토

등의 방식에 의존해 오떤 검증방법론에셔 탈피하여， 구체척으로 근거률

제시할 수 있는 검증의 법위를 제공하는 등 가용성 빛 척합성 검증율

청량척연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률레이터에 전책으로 의존해오던

종합 기놓실층(Validation of integrated capability)에 있어셔도 이러한

효과는 확산되어 인허가 및 설계혐가에 근거률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사전확업이 필요한 칙무분척 업무의 부답율 모률단위로 구성된

generic methodology방식에 의하여 크게 줄여 갈 수 있￡며， 추후 분석용

소프트웨어에셔 요구될 자료의 연계도 해결된다.

나. 전산모혐의 용용

제어얼설계의 연간공학적 검층율 위하여 설계된 전산모형온 내부의

general Data Base 및 이률 관리하는 DBM&R 모률올 근거로 하여 다융과

같이 다양한 용용가능성올 가지고 있다.

(1) 제어실설계 보완조치 및 개선방안의 비쿄명가.

(2) 척정 운천원배치 방식의 설정

(3) 비상대융설비 및 훈천지원시스템의 기능척 결합도 검증

(4) 훈전절차 평가 빚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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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훈련

(6) 신규 제어질설계의 설계개념 철청

다. 개선방향

현재 본 전산모형에 의하여 셜계된 검층 및 훈석용 소프트훼어는

우선척으로 가용성 검충모률과 척합성 검층모률의 일부분에 져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혐의 설정과 함께 주요 차료의 입력이 이루어지는 시챔에는 좁 더

정확한 분석， 검층의 환경셜정과 웅용율 위하여 다용과 같은 개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될다.

1) DBM&R 모률의 강화 : 현채 단순한 분류， 코드화， 롤력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가시스템 기법올 사용하여

환석 빛 자료입력의 난챔율 지원하고 확인，검토

하는둥의 Intelligence를 갖추면 , 칙무분석등의

면이률 제공할 수 있올 것으로 생각된다.

2) 분석용 S/W의 강화 : 천산모혐의 General Data Base 자료는 운전의

인간꽁학척 분석에 필요한 기본자료로써， 그 상환

환겨1률 분석하면， 학업부하등 훈천천반에 걸쳐셔

청성척안 명가률 정량화활 수 있는 분석이 가능

하다. 톡히 신규설계의 방향설정 및 요건정립 둥

검증의 결과를 제어질 개념설계에 반영할수 있는

방법론의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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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3 장 본 론 II

MMI 설계의 설혐척 첩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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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정보커리 및 시각 특성

가. 인간의 청보처리 톡성

1) 인간의 정보입력과 처리 톡성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자극(stimuli)은 감각기관이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혐태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극의 해석옴 우리들의

인식과청 (perceptual process)과 학습연상(learned association)의

함수이다. 청보(Infonnation)란 의미를 내포한 에녀치의 이동올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영역으로 인간， 인찬과 상호작용하는 불리척 부폼 및

환경사이률 왕래하는 정보의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칙첩 또는

간첩척으로 정보툴 받는 여러 경로는 McConnick에 의하여 그림 3.1-1과

같이 도식척으로 설명되고 있다. 인간의 정보입력 및 처리착용은

표시장치(display) 등으로부터 감각71관이 척절한 자극율 받아 률이는

것에도 달려 있쳐만 인식(perceptual)이나 학숍과정에도 탈려 있으므로

감각기관의 차극올 수용자가 올바르거I 감저하여 그 의미률 이해하는 것여

필요하다. 이러한 관첨어1처 정보전달율 다루는 과학척 조사연구 분야가

정보이론 (Information Theory)으로 1940년대말 통신분야에셔 흰구가

시학되었다. 인간율 하나의 정보처리기로 간추하여 시스템율 설계하는

인간공학척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어툴 기반으로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환다.

원자력발천소의 운천원들올 포함하여 모둔 인간은 일상생활의 여러가치

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수용， 처장， 재생， 처리 및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감각훈동계통(sensorymotor system)을 Welford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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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되고 설명되었다. 다양한 인간활동에 있어서 인간이 취하는 신체척

반용은 어떤 입력에 대하여 칙첩척이고 분명한 관계률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잡한 임무， 원자력발전소 풍양체어실 운전현의 업무와 같윤

경우에 있어셔는 청보입력 단계와 판단 빛 의사결정율 포함하여 실제

반옹사이에는 더 많윤 정보처리가 수햄될다. 그러나 북잡한 청도에 차이가

었기는 하지만 Welford는 그 과정률올 그림 3.1-2와 같아 표현하였고 이는

일반척으로 인청되고 있다.

Welford가 제안한 그림 3.1-2는 청보의 입력원이 단지 하나일 갱우에는

여러 쳐리한계률 비교척 청확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여러 캄각입혁이 동시에

밭생하는 갱우에는 추가척인 해석율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셔는 인깐의

신경계가 어느 한도까지는 단일 통신경로와 같이 착용하고 그- 한도률

념게되면 받는 모든 감각입력중에셔 어떤 것올 선택척으로 쳐리한다는

학셜이 있다. 이 선택운 자극의 륙성과 개인의 장태에 따라셔 이루어

진다. 이러한 첨올 고려할 때 인간 정보처리 경로의 병몹(bottleneck) 은

감각기관이 아니라 뇌의 III 질임율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훈천원은 한

순간혜 오쩍 한가지 것에만 신청율 쓰지만 그의 추변에셔 얼어냐는 다른

사람의 대화나 행동 등 주변의 다양한 차극율 감지할 수 있다. 감각기관에

의하여 최초로 받아 드력진 청보는 중간처리 과정율 거쳐 영구보관 되는

사이에 청보의 축약이 얼어나며， 혹약과청운 아칙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감각기관의 수용， 신경접속， 의식， 영구보환하눈 일련의 순서률

거천다. 여 과정에 따른 청보량의 감소는 추산치이기는 하지만

감각기환에셔의 최대청보 흐륨량 1 , 000 , 000 , 000 bit/sec 이 최종

명구보관시에는 O. 7bit/sec 로 감소해 버린다. 인간의 두뇌는 약 100억개의

뇌제포가 있다고 추산되묘로 인간이 기억 속에 보관할 수 있는 총용량운 약

1역에셔 1000조 bit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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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접자그

근원(원차극) 근웹 연간의

(에녀지) 감각기관

사물， 사상 및 환경 간첩자극 빚

(차연척， 인공척)
암호화 ...- 소리 귀

다른사람 감지 -톨‘ (새로운 형태로 변환)

수용

”새롭게 변환된"J
기계 1-----1-- 말초신경
에녀치

인공책인 암호， f---+ 장;tl 세반

원자극:표시장치 l 열에녀지 고리관

채생 자극 및
(예 : 신호， 부호) 기타 기타

• 、 기구 F예i 채생 (TV ，라디오， 사진 t-
현며경 사용 퉁)

、

-‘

그림 3.1-1 차극원으로 부터 감각기관에 이르는 청보경로

외부물체‘、

1

....--

감 ~ 싸~ f-+-
단기 인식율 반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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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용 선택 기

환 .----. •- 뉴......- ~

-

장기보관

그림 3.1-2 인간의 감각 운동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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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인체반옹올 동하여 정보률 전송하는 효율은 최초 청보입력의

톡성과 요구되는 반옹의 종류에 의존한다. 반웅의 총류가 전송활 수 있는

정보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가치 알려진 실험들의 결과， 비록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상한치는 약 10 bit/sec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 정보입력에 사용되는 표시장치

인깐이 콘 문제 없이 칙첩 감지할 수 있는 정보원도 많지만 인간의

작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률 임의의 표시창치를 통하여 간접척으로 감사하는

것이 일반척이다. 이는 정보원 자체가 인간여 감지할 수 있는 유형이나

자극이 너무 크거나 너무 착아 혹소 또는 증폭해야 할 경우， 차극에 과다한

잡융이 있는 경우， 차극이 인간의 감지 한계 밖에 있어 전송율 위한 변환이

필요한 경우， 사건이나 환경에 관한 정보의 성격상 표시장치가 필요환 경우

퉁 인간의 정보처리 특성상 정보원율 그대로 입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원 자체가 인간이 감치할 수 없는 형태이거나 인간의 감융범위

밖에 있어 감지장치를 사용하여 인깐이 감치활 수 있도록 암호화 해야 할

필요가 있율 경우 통상척으로 표시장치에 의폰한다. 표시장치 (display)한

정보툴 채생된 형태 또는 암호화될 혐태로 간접척으로 나타내는 방법율

의미한다. 정보의 전달율 위하여 표시장치틀 사용해야 한다면 무엿 보다도

먼저 인깐의 륙청 감각기관과 사용될 표시장치의 욕정 형태롤 찰 선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변 청보를 제시하는 방법에 - 따라 정보악

감치 속도와 청확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표시장치로 나타낼 수 었는 정북는 매우 다양하나 다융과 같은 몇가지

유혐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시장치들은 목척에 따라 하나의 청보 유형만올

사용하거나 또는 두가지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청량척 정보 : 변수의 정량척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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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생척 청보 : 가변변수의 개략척인 값， 추이， 변화율， 변화방향 등

• 상태정보 : 체계의 상황 또는 상태

• 경고청보 : 비상 또는 위험상활

• 모사청보 : 사물， 구성 등율 그림 또는 그래프로 묘사

• 식벌정보 : 어떤 청척 상태， 상황 또는 사물의 식벌용

• 문차-숫차/부호정보 : 1 문자， 숫자 및 관련된 여러형태의 암호확 정보

• 시차척 청보 : 신호의 지숙시간， 간격 빛 이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신호

천탈하려는 정보의 성격상 이에 책합한 표시장치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척으로 표시장처와 종류나 세부척연 설계과정에셔 선택의

여지가 존재한다. 만약에 션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변 정보의 천달에

유리한 감각기환에 척합한 표시장치률 선태하는 것이 바람칙 하다.

표시창치는 정보 그 차체롤 천송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정보의

수용차에게 의미가 었눈 차극율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칙하다. 따라셔 청보률 조칙화 하는 문제를 자극율 조칙화하여 정보의

수용차에게 제사하는 문제로 혹약된다. 자극입력율 처리하는 인간의

능력윤 감각과정 보다는 인식 (perceptual) 및 지각 (mediating) 과청에 보다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하다. 표시장치에처의 정보를

조칙화할 경우에는 자극의 속도와 부하， 속도압박과 부하압박， 신호률간의

시간차 같운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애셔 부하(load) 란 자극의

수용자가 받아 들이는 자극의 종류와 수에 대한 다양성율 의미하며， 속도란

단위 시간당의 자극수 이다. 알려진 실험에 의하변 일반척으로 부하가

커질수록 오류가 증가한다. 숙도압박은 어떤 작업율 수행하는 작업자

륙변에서의 반용으로셔 표시자체의 물리척 특성에 주로 의폰하며，

부하압박윤 작업의 륙성올 변화 서카눈 것으로셔 신호원이 증가힐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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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데 더 많운 시간율 필요로 한다. 신효틀간의 시간차는 자극이

체시되는 시깐 깐격으로 신호깐 간격이 약 0.5초 이하이변 차극율 혼동하71

협다.

그러나 인깐몰 경우에 따라 동일한 감각경로롤 훌하여 여러개의 입력율

받거나 시각과 청각 같이 여러 캉각기환율 여러개의 입력율 받율 수 있는

다충청로의 충북 사용능력올 갖고 있다. 이 특성율 이용하여 청보천달 및

쳐러의 이득율 혈율 수 있융아 철험으로 알려져 있다. 동일한 정보률

시각과 청각같어 둘 이상의 감각경로에 동시에 제시할 경우 청보의 감지

확툴이 높아진다는 사례연구가 이툴 입충하고 있다.

나. 시각욕성

1) 인간의 시 륙성

띤간의 시 식벌 능력은 시력과 시 식벌에 영향율 추는 외척조건에

달려 있다. 시력 (visual acuity) 은 광선의 훗점이 방막위어l 맺히도록

수청체률 조절하는 눈의 조철작용어} 외존한다. 시력의 척도로는

최소가훈시혁 (minium seperable acuity) 또는 간척해상럭(gap

resolution)이 보펀척으로 사용되며， 이는 눈이 식별할 수 있는 표척의

최소 모양이나 표척부분들간의 최소공간올 의미한다. 시력의 확정운 여러

코기의 시각표척올 여러 거리에처 사용하여 시각율 륙정하여 컬정하며 시각

1분의 역수가 표준단위로 사용된다. 인간은 두 눈올 불체에

수렵(convergence) 시켜 두 상이 양 양막의 상몽한 위치에 맺쳐도륙 하여

하나의 물체률 인식할 수 있다. 정상인의 경우 한 물체를 볼 때논

안구주위의 근육들이 자동적으로 작용하여 수렴된다. 또한 인간은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셰가지 불리척 륙성(주파장， 포화도，

광속발산도)과 야에 상웅하는 속성에 의하여 씩을 연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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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눈의 특성으로는 암조용(dark adaptation) 이 있다 이는 밟윤

곳에셔 어두운 곳으로 들어칼 때 물쳐l툴 삭벌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동공의

확대/축소 능력과 망막에 시흉(visual purple) 이 형성되는 생리척 과청의

능력에 따라 화우흰다. 어두운 곳에셔는 더 많윤 빚율 밭아 률이기 휘하여

동공이 ‘ 확대되고 밝윤 곳에셔 어두훈 곳으로 이동시 책에 민감한

원추세포는 감수성율 잃게 되고 추로 깐상세포에 의존하여 불체률

식벌한다. 완전 압조용에는 보붕 30-40분이 역조용에는 수초， 또는

1-2분이 소요되며 압초용 되어 있는 눈윤 척책이나 보라책에 가장

둔감하다.

Z) 시 칙벌에 명향율 주는 외척초건

시 칙벌에 영향올 주는 외척조건는 광도， 조도， 광솜발산도， 반사율，

대비， 기타 요소 둥이 었다. 광도(luminous intensity) 는 고래기톰으로

만든 ”표준훗불”이 표준이었으나 현재는 Candela(cd) 롤 채택하고 있다.

Candela 란 빽금의 용고(융해) 은도(1773 도)에서 확동하는 혹북사체 1/60 em

의 광도이다. Candela 와 비교한 어떤 광원의 광도률 혹팡(candle-power ，

cp) 으로 표시한다. 조도(illuminance) 란 어떤 물쳐1나 표변에 도달하는

광의 뭘도(fc ， lux) 로셔 foot-candle(fc) 혼 1혹광의 점광원으로부터 lfoot

떨어진 곡면에 버추는 광의 밀도(1 lumen/ft2)이고 lux(=meter-can에Ie)는

빼 떨어진 경우의 륙도여다. 광휴발산도 (luminance)란 단위 면척당

표변에셔 반사 또는 방훌되는 빛의 양， 흔히 ‘ 휘도(brightness) 라고도

하지만 휘도는 주관척 느낌으로 대버(Contrast) , 조용， 자극의 물리척

에녀지 이외의 다룬 요소에 의해 영향율 받으며 다옵 세가지가 사용된다.ι

• Lambert(L) : 완천발산 및 반사하는 표면이 표준훗불로 lcm 거리에셔

조명훨 때의 조도와 같윤 광속 발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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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lambert --- 11의 ν1000 로서 0.929fL

• foot-Lambert( fL) : 환전발산 및 반사하는 표면이 lfc로 조명될 때의

조도와 같은 광속 발산도.

반사률 (reflectance) 윤 표면에 도달하눈 조명과 팡숙 발산도의 버툴

의미하며 반사율 = 광촉 발산도(fL)/조명 (fe) * 100로 계산된다. 대비

(luminance contrast)란 표척의 광숙 훨산도(Lt) 와 배경의 굉·촉

발산도(Lb) 의 차를 나타내는 척도로셔 [대비 = (Lb-Lt)/Lb x 100] 로

계산된다.

3) 시각 표시장치의 유형과 특징

시각 표시장치는 크게 정성척 표시장치와 청량척 표시장치로 대벌할

수 있다. 정량척 표시장치는 동척으로 변확하는 변수나 정척변수의

계량치에 관한 정보률 제공하는데 사용하며 기본형으로 moving pointer 형，

moving scale 형 , digital 혐 세가지가 었다.

• Digital 형 --- 수치를 정확히 읽어야 할 경우 analog 혐 표시장치

보다 유리하다. 원형 표시장치 보다 판톡확오가 척고， 판톡

(펌균반옹)시간도 더 짧다. (계수혐 0.94초， 원형 3.54초).

• 에oving Pointer 협 --- 지침의 위치가 인식척인 암시신호률 더해

주므로 청량척언 눈금이 청성척인 의미를 갖는다. 원하는

값으로 부터의 대략척인 현차， 값의 변화 방향， 변화율 등올 알아

보고자 할 경우 혼히 사용한다.

• Moving Scale 혐 --- 나타내고자 하는 값의 범위가 클때 Moving

Pointer혐은 비교척 착은 눈금판에 모두 나타낼 수 없는 제약이

있으나 moving scale 형은 척은 공간을 활용하여 콘 범위의 값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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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칙，수혐형 --- 원형 또는 반원형 눈금이 수칙， 수혐형 눈금 보다

좋다고는 하나 경우에 따라 수칙， 수혐혐 눈금의 사용이 유리환

경우가 었다.

청량책 눈금의 세부톡성은 셰부특성윤 사람의 시 식벌 능력에 명향율

미친다. 청량척 눈금에 관계되는 사함으로 눈금 단위의’ 길이j

눈금표시(수와 크기) , 눈금의 수열， 치청의 설계 등이 있다.

눈금 단위의 길이 --- 판톡해야 할 최소 륙정단위의 수치툴 나타내는

눈금상의 킬이이다.

눈금표시 --- 일반척인 경험상 읽어야 하는 매눈금 단위 마다 눈금율

표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계기기가 녀무 커쳐 눈금 단위의 간격올

바람칙하다고 생착되는 간격 보다 착케하면 눈금이 녀무 홈홈하여 신속

청확히 얽기 어렵다. (특히 냥은 조명에셔) • 이경우에는 몇개의

눈금단위 마다 표시를 하여 내삽하도몹 설계하는 것이 좋다. 사람의

내삽능력운 여러 상황하에셔 1/5 단위 또는 ν10 단위까지 내잡하여도

만혹할만한 정확도률 얻올 수 있다.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콘 계기물 사용하여 매눈금 단위마다 표시툴 해 주어야 한다.

• 눈금의 수멸 --- 0, 1, 2, 3,4...처렴 1씩 총가하는 수열이 가장

사용하기 협고 5의 수열도 만촉할만 하며 2의 수열도 사용된다.

눈급에 븐 수치가 사용될 경우에는 기본 수열의 조합에 10 , 100 , 1000

둥율 곱하여도 상대척인 판독성운 동일하나 소수정율 사용하면 얽기가

조금 힘들어 진다.

• 지첨의 설계시에는

- 선각여 약 20도 되는 뾰족한 지첨율 사용

-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파 맞닿되 겹치지 않게

- 훤혐눈금의 경우 지챔의 색운 선단에셔 눈금의 충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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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챔은 눈금변과 일처시키도록 철계한다.

눈금크기 및 시거리 --- 시거리가 71cm툴 벗어나 더 먼 거리에처

표시장치를 보아야 할 경우에는 동일한 시각율 유지하기 위하여

셰부혐태률 확대해야 한다.

청성척 표시장치는 연속척으로 변화하는 변수의 대략척인 값이나

변화추세， 율 퉁율 알고자 할 경우 주로 사용한다. 이 북척에 사용되는

근본 차료 차체는 통상 청량척인 것이다. 다융의 경우는 정량척 차료툴

청성척 판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변수의 상태나 조건이 미 £1 청해놓운 몇개의 범주 충 어디에 속하는

가롤 환청할 때

- 바람칙한 어떤 범위의 값올 대략 유지하고차 할 때

- 변화추세나 율올 관찰하고자 할 때

청성척 표시장치의 최척셜계는 :1.률이 어떤 목척에 사용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때로는 청성척 계기를 계륙값이 청상인지 아난치를 단순혀

판청하는데 사용하며 목청한 범위률 암호화하면 변화추셰나 방향， 율 둥율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상태 첨검용 계기반혼 여러개의 정량척

표시장치률 상태첨검에 사용할 경우 흔히 사용되는 바 표시장치의 철계와

배치률 찰하면 비정상율 가리키는 계가률 쉽게 삭벌할 수 있다.

4) 빛의 검출성에 영향울 미치는 안자

빛의 검롤성에 영향올 미치는 대표척연 인자로는 빛의 르기，

광속발산도 및 노롤시간， 책팡， 점멸속도， 배경광 등이 있다.

빛의 르기， 광속발산도 벚 노출시간 등 빛올 검롤할 수 있는 철대

역치는 광원의 코기， 팡속발산도 - 및 노출시간의 조합에 관계훤다.

팡속발산도의 역차는 노출시깐이 어느 톡정치에 이르기까지는 선형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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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지만， 광속발산도의 혁치가 안정되는 노롤시간은 표척의 크기

(변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감소한다. 책광운 반융시깐이 빼른 것에셔부터

네가지 책에 대한 효과의 척도로 사용하면 척， 녹， 활， 빽색의 순셔임이

알려져 있다. 따라셔 신호 대 배경의 휘도대비가 작율 경우에는

척색선호가 월등하다. 그러나 신호까 어두운 배경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를

갖거나 신호의 철대 휘도가 클 경우에는 신호의 색율 끄는데 벌로 중요한

훌율 차지하지 않는다. 첨멸속도는 점멸등의 경우 깜봐이는 불빛이 계속

켜진 것 처볍 보이계 하는 챔벌-융합 주파수 ‘ (flicker-fusion frequency ,

약 30 Hz) 보다 훨씬 껴어야 한다. 주의툴 끌기 휘해셔는 초당 3-10 회의

점멸숙도 (지솜시간 0.05 초)가 척당하다. 배경광운 배경의 불빚이

신효퉁과 비숫할 경우에는 신호팡의 식벌이 힘률어 진다. 배경팡의

또하나의 륙성혼 배경불빛이 첨벌퉁인가 상챔퉁언가에 었다. 배경-잡융 의

불빛 중 어느 하나라도 깜박이면 점멸 신호등의 장첨윤 상실될다.첨멸

잡옴비의 비율이 1/10 이상이변 상점등율 신호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척이다.‘

5) 시각척 청보표시의 욕성

인간옴 CRT 확면， 판넬， 계륙기기의 눈금 등 다양한 시각청보

표시장치롤 통하여 자신의 착업에 필요한 청보툴 얻고 판단하고 햄똥한다.

연간의 주변 환경에는 각종 정보률‘ 전달하기 위한 문차， 숫자， 부호，

책암호， 도안 등 다양한 시각청보들이 있다. 이틀의 설계는 인간의

시각륙성과 천달하려는 청보의 의미에 맞케 이루어 져야;한다.

사람어 CRT 상의 화상율 인지하는 능력은 부분척으로 주사션의 수와

관계가 있다. 여러 코기의 혔러 까지 .부호와 문자-숫자률 CRT와 같윤

VDU(Visua1 Display Unit)에 나타낼 경우， 주사션 수와 부호의 크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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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확률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개별문자툴 정확히 읽기 위하여 문자

높이당 10711의 추사선이 척당하고， 단어와 판톡시에는 이 보다 척어도

무밤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문자-숫차 빛 형상문자툴 흉한 의사전달의

효율성온 자쳐11 ， 내용， 단어의 선택， 문제 등과 같운 인자에 달려 었다.

차체(Typography)란 글차의 모양파 이률의 배열 상태률 말하는데

시각정보로 이롤 사용할 경우에는 획폭， 종횡비， 분차-솟차외 코기， 얽힘성

등의 톡성야 고려되어야 한다.

획폭(Strokewidth) 운 문차나 숫자의 높이에 대한 획 굵기의 버률 말한다.

몹외 일조 조건 하에서 여러 획폭 비에 대해 컴운 바탕에 흰슷자와

흰바탕에 컴운 숫차의 명시 거리률 측청해 본 질협결과

획척톱해성(legibility ， 최대명시거리)율 주는 획폭바는 흰숫자의 경우 1 :

13.3 , 검운 숫자의 경우 1 : 8 청도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최척 획폭비가

같지 않운 것은 흰모양이 주위의 검은 배경으로 번지어 보이는 광삼현상

때문아다. 광삼현상은 욕히 조도가 놓온 표시장치에셔 더욱 뚜렷해지고，

사람의 암조용도 이러한 효과를 더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검은

바탕에 흰글자의 획폭은 흰바탕에 검운 글자 보다 가눌어야 하고 암조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은 바탕에 흰골자가， 그렇지 않율 때는 흰 바탕에 검윤

글자가 바람칙하다.

종횡비는 문자-솟자의 폭 대 풀이의 비률 나타내는 것으로 영어의

대문차의 경우 약 1 : 1의 비가 적당하며， 이 비가 3: 5까지 줄더라도

톱혜성에는 콘 영향이 없고 숫자의 경우는 약 3 : 5툴 표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문자-숫자 등올 시 식별할 수 있는 인깐의 능력은 르기， 대비， 조명

및 노툴시간 둥의 인자와 관계가 있으며， 얽힘성 (readability) 은 활자의

모양， 활자체， 르기， 대비， 햄깐격， 햄의 길이， 주변 여백 등 여러가지

인자의 명향올 받으므로 문자정보의 사용시 이률의 여러 요소률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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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영자문자의 시각정보의 경우， 일반척으로 대문차가 소푼차 보다 더 발리

검책되고， 겸잭시간윤 점이나 선으로 이루어진 달자카 거의 같으며， 선

보다는 점으로 이루어진 글자률 더 션호하는 경향이 있다. 숫자청보의

경우 시간쳐l약이 있는 상활하에셔 ”보통 슷차”와 ”경사획 슷~}'’， ”수칙획

숫자” 등으로 이루어진 슷자의 톡해성올 비교한 컬과 톡해착오는 ”보통

슷차”의 경우에 가장 척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청확성이 매우 중요한 경우때는 수칙획으로 이루어진 숫자률

시각청보로 사용하자 않는 것이 좋다.

시각정보 표시률 사용할 경우 어떤 의미률 전달하기 위하여 시각척 확호，

암호， 기호 등율 흔히 사용한다. 특정 북척올 위하여 시각척 암호， 부효，

기호률 의도척으로 사용할 때에는 검출성， 식별성 및 그 의미의 필요성이

주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부호에는 추사척， 추상척， 입의척 부호의 체 가지 유형이 있다. 추사척

부호는 사물이나 행동올 정확하게 묘사할 경우어l(예: 해골=위험) 사용하며

추상책 부호는 전하려는 의미률 도식척으로 압축한 뿌호로셔 원 개념과는

약간찍 유이성만이 었올 경우 흔히 사용한다. (예: 12지신도) 임의척 부호는

부호가 이미 고안되어 있어 이를 배워야 하는 시각 부호정보로셔

쿄통표지판 같은 것여 이에 해당한다.

시각척 암호의 사용은 사용하려는 시스댐의 종류에 따라 효용성이

달라차지만 표 3.1-1과 같윤 McCOl1J1ick이 제시한 방법이 기본척인

고려사함으로 사용될 수 었다. 특히 색암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정상 잭각올 가진 사람은 색상이 다른 9가치의

색변올 구별할 수 있다고 하나 훈련을 하면 색상， 채도， 명도를 셔로

충북되지 않게 조합시켰올 경우 20 - 30 가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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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색 암호률 사용할 경우 수를 줄이는 것이 - 바람칙하며， 탐색，

위치확인 등의 착업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표 3.1-1 시각척 암효확의 기본척 사항

압 호 최척 쪼천하의 철대 식벌 수춘 수

문차-솟자 욕히 식별 임무에 유용함. 숫자:10. 명차:26. 조합의
경우 쭈제한 가능. ’

변의 책 책상: 9가지， 채도 및 명도 초합의 경우: 24 또는 이상.

탑책이나 계수착업에는 척합하나 식별작업에는 부척합.

책광 10 (척정한계는 3)

‘ 「‘-

기하척 협상 15 또는 고 이창. 척청한계 5. (CRT에 척합)

경사각 24. 척정한계 12. 원혐계기나 CRT 상에 방향， 각도， 위치

등율 나타낼 경우 책합함.

갯수 6. 척청한계 4. 항북의 수률 나타내는 경우 척합함.

팡의 휘도 3-4. 척청환계 2.

팡의 점멸율 척정한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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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척 연구방법과 절차

가. MMI 성계툴 위한 실험척 첩근의 필요성

뻐I 설계의 시스탬척 캡근방법에셔는 시스템의 륙성이 구체화 되는

각 단계별로 젤계기준(Criteria) 이 필요하다. 맨lIS의 시스템 설청에셔

가장 중요시 되는 설계기준윤 인척요인에셔 툴밭하는 운천원(인간)의

눔력법위확 륙성율 동하여 회책의 설계치가 제서되도록-하는 일이다.

시스템의 개발에 따라 구체화 되는 각 기능의- 빼치 및 배열에 있어셔 그

기준윤 상호 대치되는 성격이 많고 일청한 값율a 풍해 제시되지 옷하는

경우가 많다. 셜계가 더욱 진전되어 쐐I의 구체척 항북에 대한 기훈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연구결과률이 제시하는 값율 그대로 척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또한 최신의 MMI 기기에 대한 인간공학척 설계기훈율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톡히 CRT 사용이 중가함에 따라 이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조명， 대비， 책상에 대한 설계기준이 상당히 제시되고

있으나， 원천의 개량 제어실 셜계에 척함한 기준으로 칙첩 제시흰 사례는

드물다. 이는 원자력분야에셔 개량제어질 설계가 버교척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어실의 MMI 어1 대한 구체척인 설계기준 설청연구는 아칙

미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술척인 연구활동에 의하여 제시된

인간공학책 기준윤 원자력분야의 설계기준으로 칙첩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상호 연환성과 요구 수행도의 수준도 다르므로 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의 인간공학연구분악의 기준윤 대부운 유협과 미국의 연구결과로셔

연구대상야 다픈 우리나라의 셜계기준으로셔는 상당한 차이가 예상되기도

한다. 여l롤 들어 인쳐1혹정학척 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뻐I의 공간척

규격에 대한 가초자료는 키. 다리길이， 눈옳이， 팔길이 들이 그 툴발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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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처양인과 동양인의 체위 화이가 현격하여 셔양여성의 명균치수 (50%

tile of population)가 동양인 남성의 협균치와 비슷한 반면 다리길이나，

팔길이에서는 그 차이가 더쭉 크게 나는 양상이다. 따라셔 빠I 셜계의

기초가 되는 착업공칸의 규격 셜정으로부터 공간척 특성(동좌방향 풍)파

천혐척인 streotype풍의 문제가 북잡하게 얽핵 단순한 분석착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심리척인 륙면어1셔는 더욱 그 중요도가 현처하다. 착업공간의 MMI어1셔

물리책 륙성이나 생리학척 륙성윤 작업휴하의 형태로 간접척으로

인척오류에 영향율 추어 그 가능성율 높여 주고 있으나， 심리척인 륙성이

다률 경우에는 칙첩척인 인척오류(특히 확산혐 오류)의 원천이 훤다. 여l롤

률어 벨깐책의 심리척 의미률 active 또는 moving으로 생각하여 상태의

open이나 on으로， 그리고 그 보씩인 초륙은 closed/off로 지정하는데

반하여 우러나라에셔는 파항책이나 초록색올 ”정상이t:.t'’， ”동작중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상반된 차이률 보일 경우， 이러한 뻐I 설계기준의

차이는 심각한 상황올 초래할 수 있는 칙접척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인간공학의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접근방법중의 하나인 실험척 연구가

수행되어야 시스탬척 접근밤법의 하위단계에셔 척용할 고유한 설계기준어

그 가회롤 갖게 된다.

나. 인간콩학의 연구방법 유형과 실험절차

1) 인간공학의 연구방법 유형

인간공학올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르게 폴천원의 의켠에 의한

방법( 설문 조사， 면담)， 시 간동작 분석 (time motion study) , 실채

사용시스템 분석올 풍한 인간공학척 변의 척정사함 도출(경험분석)， 인간의

섬신반용의 결과률 통한 분석(섬E.j， 생리학척 분석). 사고， 고장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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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으로부터 인간공학척 결함사항 분석(사례조사) , 설험책으로 한계률

구하여 척정한 안전도 유도(실험척 system criteria) , 기타 등으로

구문훤다. 이률 다시 세운하여 보면 다옴과 같아 구분된다.

• 기본척인 방법

- 반용시간의 혹청과 분석

- 오 반용의 측정과 분석

- 추환책 명가(check list)

- 인쳐i계측( 해환학)

- 인간역학(연간/인간에 작용하는 힘)

산업공학척 방법

- 착업분 ~(task analysis)

• 행동기록(VTR ， memo motion , Link 불석등}

• 햄동관찰(표정， 눈 깜빡여는 횟수)

동작분석

• 의학척 방법

- 생퍼척 검사(생리학)

• 섬혈관 기능륙정(섬박수， 섬천도， 혈압)

• 호홉기능 륙정(호기채집， 호홉곡선)

곤활동 혹정(곤전도)

• 뇌파측정(뇌신경외과학)

• 피부처항， 피부천위 측정

• 체운， 피부온 측정

자률신경 기능검사

척추반사따

생화학척 검사(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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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혈장검사 : 알토스테론， 아드레나린， 놀아드레나련， 혈청검사)

• 소변검사， 땀검사

안 과척검사(안과학)

• 안구운동 측정

이비인후과척 검사

청각검사

• Flicker 검사

- 심리학척 방법

심랴척 검、사(성리학)

• 생리검사， 성격검사， 착업검사

• 시스템 콩학척 방법

- 시스템 한석-

- 시률레이션 모델링

• 환경공학척 방법

- 온도， 습도， 조명， 소융， 진동， 분진(위생학)

- 유독가스，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 유해방사선(방사선 위생학)

- 기압기류(노동위생공학)

2) 인간공학 실험철차

인간공학 실험은 시간， 비용， 실험대상의 협력， 흡정방법등의

체약， 정밀한 측청의 어려울 등으로 인하여 가능한 한 조사.실혐의

계획수럽에서 결과의 청리까지의 활동율 가능한 짧윤 기칸동안에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혐의 계획수립， 실시， 결과 정리의 순셔툴

명확히 한 연구계획올 작성하고 실험결과는 동계척연 방법올 이용하여

선뢰성있는 데이타툴 얻올 수 있도록 척올 규모의 조사 실험에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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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률 입수해야 한다. 그리고 질험북척에 맞는 조사법과 혹청법올

사용하여 그림 3.1-3과 같윤 순셔로 실험올 수행한다.

문 제 챔 싹악

실험계획 학성

실 험 설 시

데여타정리와 도수분포분석

데 어 타 분 석

고찰

과거의 연구업척

인깐공학 데이타

그립 3.1-3 인간공학 질혐철차

가) 문체챔 따악

인간공학 실험 수행시 분제점올 파악하기 위해셔는 예비조사 빛

예비실험 율 롱하여 실험에 미치는 특성요인도툴 작성한다. 본 연구의 CRT

확면청보에 대한조명의 척합성에 관한 특성요인도롤 착성하면 그림

3.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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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 크기

CRT( 위치) 높이 --

화면밝기 --

정보량

색상사용 -

해상도-

CRT 화면정보
조명의 척합성

그림 3.1-4 조명의 척합성에 관한 륙성 요인도

나) 실험계획의 수립

일반척으로 인간공학 실험운 인칸의 특성이나 인간율 포함시킨

시스템의 특성올 조사하는것어다. 대상에 따라서 실험항북올 선정하고

실험순서와 횟수， 조사항목의 조합검토등의 실험계획올 세휘 실험율

수행한다. 실험계획에셔는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의 유형， 실험장소의

선정， 표본추출， 기준(criteria) 의 설정， 측정 및 결과분석 방법 등의

구체척인 사함이 결정된다.

(1)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의 유형

인간공학 실험에셔 통상척으로 휘급되어져야 할 변수는 톡립변수

와 종숙변수 두 가지가 있다.

톡립변수(철명변수)한 조사 연구되어야 할 인자(factor)로써 이것율

변화시켰올 때 인간의 행동반용올 알기 위한 것으로 조명밝기， 기기의

설계형， 정보경로， 제어반의 높이. CRT 각도， 경보램프의 위치 등이 그

일예이다. 본 연구애셔의 독립변수는 VDU 표변에서의 조명수준이다.

종속변수(목적변수)는 보통 기준(Criteria) 이라고 부르며 독립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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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쳐는 가능한 효과의 척도이다. 이는 반용시간， 심박수， 피로도， 확오율

등으로 나타나는데 볼 연구에셔 채택한 변수는 critical flicker

frequency와 심박수， 반융시간， 확오율 등이다.

(2) 실험장소 선정

륙청한 연구록척율 달성하여할 때 그 연구률 어떤 상활에셔

설시할 것인가롤 선택해야 한다. 연구는 실헝실에셔도 가능하고-

현장에셔도 가능하지반 연구문제의 성격상 장소가 자연스렵게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도 었다. 따라셔 연구의 수행장소 선정온 연구문쳐1의 성격율

대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연구차가 연구장소를 선택하고 결정율 내리는 데에는 척절한 몇가치

고려사항율 토대로 한다. 예툴 툴변 변수의 제어률 융통성 있게 하려면

실험실율 션택하고 사실성이 중요하다면 현장에셔 칙첩 조사하고 설험한다.

붙 연구의 경우 연구의 결과률 월자력발전소 중암제어설에 현실성 있게

융용할 수 있는 결과툴 내려면 연구의 장소는 당연히 원자력발전소

중앙체어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첩근이 용이하지 않을 실제의

중앙제어실에셔-실혐에 사용되는 변수를 제어하고 륙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셔 인간공학 연구에 있어서 현장장활의 연구수행이

비실체척인 경우에는 어떤 환경올 모사하기 위하여 모의셀험이 이용훤다.

모의질험올 위한 모의물은 가급척 현장상활올 그돼로 근접샤킬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설혐의 결과가 현장에셔의 실험결과률 대변하며 모의실험 해석의

결과도 타당성과 수용성울 갖는다.

실험실내의 연구든지 현장에셔의 연구든지 인깐요소툴 명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척인 몇가지 평가과정올 거쳐야 한다. 다옴은 명가과정에셔

일반책으로 고려되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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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절차 : 어딴 체계나 부폼의 시험이란 볼질척으로 실험이며 척절한

실험 관례툴 따르는 절차률 사용해야 한다. 보동 실험에셔 실험조건율

조착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어떤 실험 상황에셔는 실험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실험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 실험의 몹척운

동상척으로 미리 결청흰 어떤 성능요건과 비교하기 위하여 하나의

톡청한 조건하의 성능율 형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어

어떤 성능의 척도 (기준)가 었어야 한다.

• 실험조건 : 명가실험이 수행 훨 때의 조건혼 예비실험혜셔 어느 정도

폭이 넓올 범위의 테스트롤 실시하고 그 결과롤 관찰하여 범위롤

설정한다. 그러고 인깐의 실수가 대한히 척은 경우에는 실험결파롤

확띤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실험자에게 압력율 부가하여

착업와 난이도를 중대시켜셔 실수의 발생확률율 놓인다. 그리고

셀험에셔 어떤 대상에 대해셔만 데이타률 얻는다고 하면 야것으로써

좋툴것면가， 혹몰 그렇지 않물가， 차이가 있나 없나의 판단이 어렵다.

따라셔 반드시 비교대상율 출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척인 조건운

시스템이 궁극척으로 사용훨 때의 조건과 가급척 .가깝케 모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험조건에는 물리척 환겸， 철차， 요원의 수와 같은

조건도 포함해야 한다.

• 피 질험자 : 시험에 참여하는 피실험자는 척정 및 훈련상훨율 고려하여

체계에 사용하게 될 사람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어야 한다.

• 충분한 반북횟수 : 어떤 실험이든지 선뢰할 만한 결과률 얻으려면 반북

척인 관찰 또는 시행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책절한 통겨l척

유의검정의 근거률 마련하기 충분한 실험 반복이 있어야 한다.

(3) 표본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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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나 실협올 수햄하기 위하여 연구의 성격에 따라 모집단으로

부터 표본올 추훌해야 한다. 표폰이 추훌되는 모집단윤 사람이나

사상(event) , 사물 둥이 될 수 있다. 모집단요로부터 추롤한 표봄에셔

나오는 자료는 모첩단율 외삽(extrapolate) 하거나 추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표본추훌온 모칩단울 대표할 수 있는 코기와 특성올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셔의 이상척인 모집단윤 원자력발천소 훈천훤， 륙히 VDU불

사용하는 작업환경하에셔 학업하는 중양체어설 운천원이 환다.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훈천 현활올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모집단의 수률 추청하면

약 200 여명이 된다

(쿄대조의 수(50) x 1개 쿄대조충 CRT VDU 사용자의 수(4)x발천소의 수(10)

= 200 명).

이률 토대로 표볼추훌의 수툴 모칩단의 10%로 하면 20명， 5양로 하면 10명

청도가 표본의 수가 훤다.

그러나 몰천훤올 모집단으로 하여 표폰율 추롤하기에는 본 연구의 환경율

고려할 때 어려물이 따른다. 따라써 대안으로 일반척인 CRT 사용차롤

모집단으로 선청하여 표본으로 사용한다.

(4) 기준(Criteria) 의 유협과 요건

기춘악 유혐으로는 시스템 기준， 인칸 기훈， 생리학척 지표，

주관척 반용， 사고의 빈도 등이 있다.

시스템 기준(System Criteria) 어한 시스템의 성능이나 결과(Output) 에

관련되는 기준이며 시스댐이 본래 의도한 바률 얼마나 달성하는 가를

반영하는 기준이다. 키보드의 경우 단위시 당 입력된 차료의 양과

정확도의 명가가 기준이 될 수 었으며， 어떤 시스템의 예상수명， 사용의

용이도， 유쳐보수성， 신뢰도 등도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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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기춘(Human Criteria) 이란 다옴 네가지 유혐，륙 한간성능(Human

Performance)척도， 생리학척(Physiology) 지표， 주관척 반웅(Subjective

Response) , 사고빈도(Accident Frequency) 가 있다. 인간성능윤 인칸의

감각활동， 정신활동， 근육활동에 의해셔만 판단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작업환경 하에셔 인간성능올 순전히 인간활동에 의해 혹정하는 것운

불가능하지는 않치만 통상척으로 힘둔 일이다. 이는 인간성능이 보몽

사용되는 창버의 욕성과 불가결하게 혐섞이기 때문이다.

임의의 목척올 위해셔는 여러가지 생리학척 상태가 척철한 기준이 훨 수

었다. 이 지표들 중에는 섬박수， 혈압， 혈액의 성분， Galvanic Skin

Response , 뇌따， 호홉수， 떠부온도， 혈당량 등 여러가지 척도가 있다.

이러한 생러학척 변수들은 여러가지 작업방법， 여러가지 철계형의 장비로

수행하는 작업， 작업기간， 여러가지 다른 환경척 상황에서 수행하는 착업

등이 인간에게 끼치는 생리학척 영향올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기준으로 어떤 목척올 위해셔는 사람들의 추관척인 반용이 척절한 기훈이

될 수 있다. 개인성능에 대한 명가는 이의 일례이다. 사고가 발생한 빈도

역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인간공학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기춘운 척절성(Relevance) , 무오혐성，

신뢰성이라는 셰가지 요건올 감추어야 한다.

책철성이란 기준이 의도된 북척에 척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률 의미한다.

만약 당면한 북척이 어떤 체계나 부품의 성능올 명가하는 것이라면

얀간기준 보다는 체계기준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인간요소 연구에

있어서 여러가지 확업방법 수햄시 피로도 등올 비교하는 경우에는 체계기준

보다 인간기준이 보다 확철한 척절성올 갖는다.

기준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외의 다른 변수의 영향올 받아서는

안된다. 측， 무오염성을 유치해야 한다. 예툴 툴어 CRT 화면장의 정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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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키보드로 용답하는 경우 용답시간율 혹정하려 한다면 키보도 장치나

화면정보 디스흘레이률 위한 소프트웨어가 혹청되는 응답서칸율 처해해셔는

안된다. 오염이 발생한다면 획도한 바의 결과 값윤 툴린 값율 얻게 된다.

71 준척도의 신뢰성 (Reliability of Criterion Me앓ure)이란 실힐의

반북성 (Repeatability)율 의미한다. 비슷한 작업조건에셔 심박수를

별도로 두번 혹청했율 때 같이， 비슷한 환경하에셔 기준값률이 비슷하게

나올다면 척도가 신뢰성율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실험 륙정방법

인간의 감각， 지각현상윤 주관척인 것이어셔 개관척으로 판단하가는

어렵다. 이률 해결하기 위해셔는 주환척인 감각， 지각 현상에다 자극과

반웅율 반영시켜 자극이나 반용에 관한 혹정값의 변화로써 측정한다. 이를

륙청하는 방법으로는 자극의 값율 치표로 혹정하는 정산물리학척 륙정법과

반융올 지표로 하여 혹정하는 방법 (감각 척도 구성법， Semantic

Differential: SD법 ) 이 었다.

1) 청신물리학척 측정방법

가) 조청법 (method of adjustment)

이 방법윤 피 실험자가 차선에게 제시된 값이 크다라고 느끼연

피실험자가 자신의 자극울 감소시키고 착다라고 느끼면 차극올 증대시키며，

같다라고 느끼면 자극조정올 멈추게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판단법주률 언어로셔 표현시키는 대신 동좌으로셔 표현시키는 방법올

말한다. 이 방법윤 주관척 펑가점의 측정에 아주 척합하다.

나) 극한법 (method of limits)

이 방법은 조정법과 칼이 자극율 연속척으로 변화서키지 않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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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단계척으로 변화시카는 방법이다. 또한 조청법과 달라 자극변화는

피 질협자가 아니고 질험자가 행하며 각 자극단계에셔 피 실험자에게 2종류

또는 3종류의 법추에 따라 판단보고률 결정한다. 예로셔 몸의 자극역

흡정이라면 귀로는 툴리치 않는 낯은 강도에셔 룰발하여 일청한 스랩으로

조금썩 강하게 하여 쳐융으로 률린다 라고 답하는 융강도툴 구하는

상숭계앨과， 명확히 툴리는 율강도에셔 조금씩 약하게 하여 툴리치 않는다

라논 답율 회융으로 얻는 옴강도툴 구하는 하강계열율 상호반북하여 이률

수 회씩 행하여 이 혐균값올 자극역으로 한다.

다) 항상법(constant method)

이 방법윤 미 el 선택한 몇 단계외 값올 랜렴하게 이용한다.

광각의 자극역 륙청율 실시할 경우에는 차극강도{휘도)의 대수에 환해

둥간격으로 선택한 5단계 청도의 차극율 각각 20-100회씩 핸덤하게 추어‘

판단의 훌현율율 구한다.

2) SD(Semantic Differantial) 법

SD 법운 1957년 일리노이 대학의 C.E.Osgood 등에 의하여 채안된

방법으로 어훤 개념에 대해 사람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롤 륙정하려는

것이나 개념 뿐만 아닌 융악， 씩지， 냄새나는 물질， 환경 풍 넓운 법위의

자극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가률 혹정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었다.

인간공학분야에서는 표면혹감， 진동감각， 방안의 분위기， 작업환청의

주관척 명가， 배씩감정， 칼날의 예리함， 제폼의 이미지 등에 대한 명가에

사용된다. SD법운 상반되는 두개의 형용사툴 양끝으로 하여 몇가지 단계의

점진척 척도를 마련하는 명청수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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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연구의 방향

원차력발천소의 작업공깐율 대표하는 MMI 의 구성옴 급격한 변화툴 겪고

있다. 컴휴터의 기놓척 확장과 더불어 소위 high-touch라 불리는 첨단외

們I 기기률이 뻐I 젤계에 도입되케 됨에 따라 작업공간의 양척 젤척 변화률

설계에 칙캡 반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쳤다. 그림 3.2-1에셔 보는 바와

칼이 MMI 셜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VDU 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VDU(Visual Display Unit)는 CRT률 충섬으로 하는 입훌력 기기의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셔 과거의 대형 컴퓨터 사용시에도 훨차력발천소의 제어필

구성의 일부분이었으나， 최근 컴퓨터가 공청제어 및 감시의 주될 수단으로

급격히 부각휩에 따라 제어설 맨II의 주역으로 둥장하체 되었다.

그러나 원자혁 보다 비교척 VDU의 도입이 일획 이루어진 일반

산업분야에셔도 VDU 충성의 뻐I 설계에 대한 인간공학척 철겨l원칙이

제시되지 않아 콘 혼란율 겪고 있다. 톡일 등 몇몇 인간공학외

산업용용연계가 활발한 선진국율 제외하고는 VDU 설계에 대한 어떠한

치챔도 셜정하치 못하고 있다.

또한 VDU의 제반 설계요소률이 천차공학 빚 컴퓨터산업의 발천과 더불어

기술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으므로‘ 절계지첨의 셜청이 불가능하거나

볼필요하다는 의켠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셔 각국이 참정척인

VDU 설계에 대한 치청의 설청율 셔두르고 있는 것을 VDU 설계의 영향이

매우 충시되어 가고 있다는 반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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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계 원자력규제기관 일반산업기술계

TM! 이후 MMI 가 주요 고유안전성문제 주변 첨한기술의 발천

셜계개션 대상이 됩 HF5.1 - HF5.4등 전자공학 렴퓨터산업

.simo1icitv
원자력발천소 MM!의 변화 .h

h

VDU 중심 workstation 형 태의 MMI 설계

인간공학척 Operation S/W q명ua1ityl 교육，훈련 .... 산뢰도펑가

criteria Aids 설계 혹정 가 요건 수청 etc.

감시기능 충섬 I VDU 중심 workstation 형태의 MMI 절계 | 정보처리기능강화

그림 3.2-1 원차력벌컨소꿰11 설계변화의 배경

욕히， 원자력에셔는 기술발달을 홉수하는 민감도가 떨어지고， 뻐I

설계분야에 대하여는 상대척으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므로

VDU도입율 셔둘러야 한다. 그러나 일반 산업에셔와는 탈리 원자력이

요구하는 안전성 및 신뢰도의 수준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어셔，

원자력발전소의 MflI 셜계에 VDU률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점이

대두되고 었다.

VDU·롤 뻐I 철계에 도입활 때 예상할 수있는 특징은 다른 분야에셔 경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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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툴 롱하여 기능척인 확장과 다양성율 기반으로한 착업공간의 축소，

발팡형 계장표시의 도입， 정보표시의 철척 -향상， 화식 작업공간구성의

가능성， 소프트웨어 중섬의 학업향상， 동척이며 청성척 화변청보구성의

가능성， 기능척 변화의 유연성 등율 예상할 수 있다. 이률 륙정의

대부분은 MMI 설계의 향상율 위하여 긍청척인 변화률 추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설제로 부분척인 설계도입율 롱하여 그 효용이 층명된 갱우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성의 보수척 톡성에 의하여 신뢰도의 보중이 확인되지

않은 성놓향상와 추진윤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문체는

안천성올 위한 규제행위나 공중인 ~(public acceptance) 의 문제에 매우

민감한 명향올 주는 것이다. 또한 VDU 도입의 부분척인 선행사례라고 할

수 있는 비상대융 및 안전변수표시계몽 (ERF/SPDS) 와 경험에 의하면，

컴퓨터의 도입과 함께 VDU 이용에 대한 폴천원의 반융윤 부정척인 요인이

많았옴율 알 수 있었다. 이는 VDU를 원자력벌천소 MMI 의 일부로 도입하는

과정에셔 체계척 접근방법 (systems approach) 의 누확과 더불어 인간공학척

설계기춘의 부재가 그 주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최근의 관섬을 반영하는 조사연구애 의하면， 빠I 설계에

캠단기솔율 도입함으로셔 예상되는 시급한 연구분야는 표 3.2-1과 같다.

그충 우선순위가 높운 운전원의 수용도와 신뢰감의 문제， 운천원의 기능척

변화 및 훈련요건의 변화 연구， 첨단 계혹제어계통에 대한 설계지캠의

셜청， 정보의 과부하 및 운전지훨기능의 명가， 첨단 계륙체어계통의 척합성

검토 둥의 문제는 모두 VDU의 도입에 따륜 원자력발천소의 MMI 설계가

질척으로 급격히 변화하는데셔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률로 분석된다. 즉，

VDU도입의 기능척인 장점올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에 발생될 수 있는 변화의

문제첨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척인 분석과 구체척인 설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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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준의 필요성율 나타내고 있다. (1989 , Richard J. Carter의

조사， 미국과 카나다 동의 MMI 설계 및 연구채발 천문가률 대상으로 조사됨)

따라셔， VDU률 원자력발전소 삐II 설계악 중심요소로 도입하여 그 기능척

장챔과 질척인 개선효과률 얻기위하여는 체계척 첩근방법의 설정과

병햄하여 개벌 설계요소에 대하여 검증하고， 캐볕척으로 인간공학척 기준올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VDU 철계의 타당성율 검증하고 개별 셜계요소에 대한 기훈율 설청하는

데는 설험척인 방법이-필연척이다. 륙히 VDU 셜겨l의 문체는 버교척 최근에

집중척으로 연구되는 분야로셔 아칙 이렇다할 만한 명가기준이나 치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원자력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율 만한 체계척인 지청은

드툴다.

MMI 셜계에 필요한 셜계요소는 대부분 인척요인에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용차 혹성의 반염이 요구되 는 분야이다. 사용자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설계의 혀용한계와 바람칙한 방향율 설청하는 문제놈

연칸공학의 실험척 연구로부터 첩근가능하다. 또한 상호 뭘첩한

연관관계롤 가진 설계요소의 기준율 설정함에 있어서 상충 또는 보완척인

요소는 실험척으로 최쩍챔에 첩근하는 것이 바람칙하다. 이러한 실험척

첩근의 질질척인 성공사례는 현재 가장 실현이 유망한 것으로 인청되고

있는 첨단 빠II의 대표격인 N4 제어실 (S3C 시률레이터에 의해 개발휩)

이다. N4 체어설윤 TMI 사고 어후 EDF( 프랑스천력공사)의 지속척인

실험연구에 의하여 이루어 쳤으며， 셜계의 개선에 대한 방향율 쩨시하고，

셜계변경의 결과률 록각척으로 펌가하여 설계에 반영시키는 수단으로

인간공학 실험이 충요한 역할율 하였다.

본연구에셔눈 VDU의 MMI 설계도입율 위하여 우선척으로 수행되어야 활

실험책 연구의 방법론 및 철계기출획 휠요분야률 철청하고， 그에 따툴

- 140 -



몇가지 실험계획올 수립하였다.

2. 실험연구의 방법본

인간공학설혐의 연구방법윤 대체로 다융의-네가지 불야가 벌첩한

연환율 가지며 이루진다. ‘

• 연z!-기계 체계의 분석

e，문제 도롤 빛 모형화

·실험 및 해석

• 기준설정 및一젤계반영

첫째 단계에셔는 체계롤 청의하고 그 구성요소와 그 연관관계툴

분석하며 , 각 설계요소률이 천체 ‘ 체계의 효용(system effectiveness)에

어떠한 명향율 주는 지 명가할 수 었는 기반율- 설정한다. VDU 중심의 MM!

설계에셔는 다융 표 3.2.2와 같운 철계요소가 분석흰다. CRT 화면차체의

시각척 욕성율 컬청하는 51종의 설계요소와 입력제어 등의 보조장치에 관한

끄종의 설계변수， 체어와 화변의 연계성율 결정하는 12종의 변수， VDU의

주변에셔 환경변수로 착용하는 18종의 철계요소에 대하여 많운 기존의

연구률이 제셔되어 었다. (1985년 lI} •E. Gilmore의 Human Engineering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Video Display Units

참조}

둘째 단계는 문제첨의 도롤 빚 모형화로 실제 운천경험과 쳐l겨}의

분석철-파로부터 중요도가 른 철계요인율 도훌하고， 환련 모혐율 철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천소의 MMI 설계률 VDU중심의 작업공간으로

구성하게 될 경우， 연구의 대상야 되는 체계는 VDU 중심 뻐I로 이률 척용한

발천소가 없으므로 경험척연 입력운 극히 제한척이다. 그러묘로 일반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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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U의 하드웨어척인 설계변수와 관련 작업의 칙무요소로부터 체계의

설계요소를 실험척으로 첩큰할 수 있도록 분석의 구조률 마련하여야 한다.

VDU의 하드훼어척 셜계요소눈 CRT와 관련하여 24총의 성계변수， 입력장치

관련 13종의 철계변수， 착업공간 환련 10종의 설계변수， 착업환경 관련

10총의 설계변수 등으로 나타난다. (1988년 ANSI/HFS 100-1988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Human Factors Engineering of Visual Display

Terminal Workstations 참조)

셔1째 단계는 실험 및 해석의 단계로 인간공학척 척도(measure) 와 실험척

혹청법의 설청이 필요하다. 인간공학의 척도에는 생리척 척도， 심리척

척도， 수행도 지표， 주환척 지표 둥 네가지 종류의 실험척 척도가 었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 철계변수와의 연관관계률 분석하여 실험계획의

톡럽변수(independent variable , 축 . 혹청변수)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 즉 기춘척도)툴 정의활 수 있다. 원차력에셔는 운전원의 수행도

지표(parformance Index) 롤 어떻게 설정하는 가에 따라 설혐의 유의성이

결청된다. 그러나 일반척으로 다른 생리척， 심리척， 추관척 척도툴 동시에

륙청하여 연구의 법위률 축소해 나가게 되며， 비교척인 연구의 기훈이

되기도 한다. 흑청변수의 선정에는 변수의 척합성 (relevancy) , 무오염성

(uncontamination) , 륙도 신뢰성 (reliability of measure) 의 요건이

필요하다.

실험계획에는 변수의 실험척 측정에 대한 한계와 가정사항올 명시하고

봉계척연 방법에 의한 측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체계의 내부에

있는 혹정변수 이와의 관련변수의 실험척 처l어와 실험결과의 유의성을

헛받첨 해줄 수 있는 척철한 실혐의 조합과 결과의 통계적 처리 및 분석

(퉁계검중포함)의 필요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네째 단계는 기준설정 및 설계반영이다. 실험악 결과로 도훌된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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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치는 그대로 칙접 설계요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실험에셔 얻어진

결과가 통계책으로 유의하다고 하더라도， 설혐의 계획 및 륙정에셔 주어진

가청과 한계롤 척용하여 실체 요구되는 철계변수에 대한 기준올 결론으로

도훌하는데는 실험척 연구의 첫단계로부터 반북척인 검토률 수뺑하여야

한다.

일단 설정된 설계요소의 기준은 설계의 반영초기에 체계의 전반에 대한

영향으로 부터 설제로 검중되는 과정율 거쳐 설계에 입력훤다.

3. Test Facility와 설혐환경

면zl--기계 체계의 구성요소가 되는 제반 설계변수에 대확여 각각

톡럽척인 연구는 거존의 인간공학분야에셔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특청한 체계의 설계에 필요한 셜계요소에 대한 설계기준의 셜정에는

개벌척으로 분리분석된 각 연구의 결과를 재결합하는 파청율 요구하게

펀다. 또한 일반척으로 체시훤 기준률의 포괄성파 상대책 연관성율

간파하지 못할 겸우 인간공학척 기준의 척용이 오히려 체계의 성능과

효용율 저하시키거나 편중시키는 결과률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첨윤 실험척 연구의 어려울율 더욱 가중시격 청교한 실험의- 결과률

무용하게 만드는 낭비률 낳기도 한다. 또 원자력분야에서 이러한 일반책연

기훈의 제시가 크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불만의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율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되는 유일한 대안은 설험의 환경올.

가능한 실제척언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설험결과툴

해석 (interpretation) 하는 부답과 위험올 줄여가는 방법이다. 측 선청된

실험변수률 재벌척인 실험환경 설정율 통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나라，

가상척인 원자력발전소의 M꺼I 셜계내용을 모사할 수 있는 유사체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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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up이나 시률레이터 등)를 실험환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실험결과로

해석해야 할 변수가 상환관계률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다른 변수의 영향율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훤다.

본 연구에셔는 이러한 질혐의 효율성올 위하여 고유한 실험환경율

젤계하였다. 가청 " Test Facility"라 부르는 이 실험환경은 VDU률

중섬으로 구성하게 훨 미래의 첨단 MMI 철계에 대하여 제반 설계요소의

인간공학책 기푼율 셜정하고， 셜계된 사함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올 검충할

수 있도북 설계획었다. "Test Facility " 의 절계 및 제작에 태한 상세한

언급은 본론 3 장 3 철 ”인간공학 실험 환경의 설겨l 및 제착” 에 기슐

하였다.

4. VDU 빠I 설험연구의 이툴척 배경

MMI 의 구성에 VDU툴 도입하게 될 것운 비쿄책 최근획 일이다. 그러나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VDU 설계요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윤 급속히

부각되었다.‘ 우선 VDU률 칙첩 사용하는 작업자의 경험과 주관척인 판단에

의하여 많운 논문이 나왔으나， 대부분 극히 일부불에 한청훤 검토이거나

뿌척철한 질험철계와 결과해석의 미비로 인하여 원자력발천소의 MMI 설계에

척용할 수 있는 것폰 극히 제한척이다. 그러나 기폰의 연구가 셀혐의

방향과 중첨척안 문체톨 검훌하는데는 많은 도폼이 된다. VDU설계요소에

대한 생험책 연구의 배경율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여 시각기능과 관련한

연구와 착업륙성과 관련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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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각기능과 VDU 설계에 대한 힐험척 연구

일반 산업계에셔는 VDU 작업어 인간에게 생리척， 싱리척으로 휴해한

명향율 미치지 않율까 하는 우려률 표명하였다(1981 NIOSH t 1982 Canadian

Labour Congress 등) • 이는 TV등 CRT툴 사용하는 환경이 충가하면셔，

사용자외 시각척 불왜감， 스트레스 표명， 전차기따에 대한-막연한 두려물

퉁이 칙깐첩책으로 반형된 것이다. 그러나 VDU 설계의 내용에 명향율

미치는 충요한 설계요소에 대한 기준은 시각기능율 저하시키지 않고

운천원의 현라툴 진작시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다른 연구， 예륨

률어 t CRT의 방사션이나 천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명향 등에 대하여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측 화면장치퉁이 인간(운천원)의 사각기능

{단순한 시력이 아닌)에 } 미치는 명향율 실험책요.로 ‘ 첩한 연구의 컬과중

대표책인 것율 률변 다옴과 같다.

1) 확변의 홉f711대버와 시각기능의 관계 연구

VDU~ 화면 휘도는 그 매체에 상관없이 인체의 시각기능에 칙첩척인

명향율 준다. 망막의 조도가 총가하면 동공수축이 일어나며(1967

Alpern둥) t 시력이 화변의 최고 조도와 비례척인 관계가 었다고

생각된다(1934 Hecht). 칼올 휘도에 대하여 화변의 극성윤

positive( 배경이 어둡고 북표물이 밟은 화면) 보다 negative( 배경이 밝고

묵표물이 어두운 화변}가 약 10 - 20 %시력의 증가률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화면의 륙정에 의한 시각기능외 - ‘변화는 매우

부분척야며(1981 Rupp) t 동공의 구조와 정보익 성격에 따라 더 른 영향율

받으므로(1987 S. 1.Lee둥) 앞셔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유의성율 검토해야할

여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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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익 대비는 negative 의 경우가 positive의 경우보다 시각기능에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와 화이가 없다는 연구가 대립되어 있다(1980

Bauer , 1989 N.Hirasawa 등). 단지 주관척인 선호의 차원에셔 negative 7 t

우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화변의 밝기/대비에 대한 CFF(critica1

flicker frequency)의 연구는 그런대로 유의성이 입중훤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CFF에 의한 연구의 결과는 화면의 구성은 negative 화변에

약간 놓윤 대비율이 바람칙하며， 주사율윤 100Hz 이상이 좋다고 채시되어

기폰의 VDU 제품파 상당한 차이률 보이고 있다. 이 밖에 화면확 밀도와

관련하여 밟기와 대버의 분포와 색상의 사용에 따른 영향은 아칙 연구가

부쭉하며， 주사선과 해상도의 문제에 대하여도 연구되어 있으나 아칙

충분한 설득력을 보이지 뭇하고 있다. 톡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문자와

달러 한글의 자체와 유형에 따른 화변의 밝기/대비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2) 반사특성과 시각기능

실내의 조명이 화변에 반사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엠MI 설계의

폰제첨으로 지척 되어 왔다. 화면와 반사특성은 운천원의 시각기능에 가장

칙첩척인 명향율 주는 변수로 반사상올 만드는 정반사(유리반사)와

산한확산에 의한 난반사(확산반사)가있다. 광원이 되는 조명의 밝기와

반사광 밝거의 비율율’ 반사계수로 표시하는데 이는 화변의 밝기와 대비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 치를 나타내는 좋을 지표가 된다. 청반사의 문제는~

VDU 셜계의 공간척 위치와 조명 위치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할 ‘

중요한 사항이다.

3) 화면 선명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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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변의 선명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확면의 대비나 해상도 등으로

간첩척인 지표에 의하여 대신하거나， 주관척인 판단에 의하여 구분되어

왔다· 1970년대 아후 MTF’(modulation transfer fnction) 동의 객관척인

지표률 마현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다(1975 Bedell , 1976 Verona , 1978

Gaskill등). MTF는- 입릭신호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툴력선호의 양올

추파수의 합수로 나타낸 것으로 추사선의 방향에셔의 화상생성도롤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셔 엄밀한 의미로는 화변의 선명도는 주사선의

방향에 대하여 수칙의 불연속이며， 주사선의 간격이나 셰로의 분포에 대한

반명이 없다. 화면의 션명도에는 대비와 해상도 이외에 반사계수，

실내조명 등도 관련율 가지므로， 대상 하드웨어의 지표가 아넌 시각기능의

CTF(contrast threshold function: 대비 역치함수)에 의하여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1968 Campbell 등).

4) 기타 변수와 시각기능

일반척으로 문자의 르기에 대하여는 화소(pixel) 의 획대르기로

표현하거나 (1978 Maddox & Snyder) , 표시문자의 최소르기( 15min 또는

2.6nnn) 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 문자률 구성하는 dot matrix에 대하여는

7x9이상이 5x'7 보다 가톱성이 뛰어나다는 연구가 많이 었으나， 한끌에

대하여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1986 Y. T. Park). 이는 셔체와 밀도

등의 문제와 관계가 있으므로 더쭉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자의 설계특성에 대하여 최근애는 %-active area어라는 지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화변천체에 대한 발광영역의 비율로셔 30 - 50 %이상에서

문자의 오톡율이 비례척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980 Stein 둥) .

또한 화질올 나타내는 여러가지 변수의 조합올 동하여 가톡성과 검색성의

수행율올 상대척으로 예측하는 수석울 발표한 것도 있다( 1979 Syn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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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dox) .

5) 조명과 시각기능

VDU 셜계가 기폰의 MMI 셜계와 다륜 륙이캠윤 바로 VDU 자체가

밭팡체이므로 기존의 반사형 삐MI 키기와는 다를 외부조명외 혹성율

요구하게 된다. 일반 학업장에셔 기존의 MMI 기기에 대하여 외부조명의 

기준에 대하여는 비쿄척 많운 연구가 이루어 쳤다. 조명의 기하학척

원리와 빛과 반사에 대한 물리척 륙성， 인간의 죠명에 대한 시각척 륙성

둥율 중심으로 작업의 능률이나 가사성， 쾌척성， 섬리척 영향에 이르기까지

면필히 검토되고 있다(1971 Blackwell 등， 1978 Dilaura 등). 그 결과

조명이 시각기능에 미치는 명향이 매우 코며， tiM! 설계의 주요 설계변수로

부각되고 있다(1952 Berger & Mahner , 1987 M.Mee 퉁). 또한 일반

산업계와 군사분야에셔는 이미 이에 대한 표준치와 지칭의 설청에 이르고

있으며 (1972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Handbook , MIL-STD-1472B

참조) , 원차력분야에셔도 그에 준하는 71 훈율 NUREG-0700 section 6.1.5.3

에 포함하고 있다. VDU의 물리척인 륙성이 반사성이 강하고 배경과의

대비가 탈라지므로 71존의 연구결과률율 그대로 척용할 수 없다.

조명의 욕성율 결정하는 변수는 공간척 구성(위치 및 방향의 조합) ,

강도， 시간척 변화， 스펙트렴 구성 등인데， 시간책 변화나 스펙트험 구성이

시각기능에 명향올 주는 처는 불투명하다. 반면에 공간척 구성과 강도에

대하여는 많운 연구가 필요하다. 특허 MMI의 공간척 구성에셔 척절한

조명수춘의 설청은 시각기능의 최척확률 위하여 시급한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1987 J.S.Lee 등) • 이 분야에 대하여는 조명의 위치별

수준， 시각작업의 진행에셔 조명수준의 변화， 반사 및 글래어 등의 문체로

채벌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1981 Rup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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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구성과 VDU설계에 대한 실험척 연구

VDU를 중심으로 하는 뻐I 설계의 일화척인 구성원칙운 설계의

묵척치농올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여 71 에서 학업구성의 변화롤

수용하여야、 할 MMI획 설계요소는 인간륙이 아니라 기계륙악 셜계이다. 족，

상대척으로 인간의 척용력이 뛰어나키는 하지만 대폭척인 변화나， 장시간의

. 인위척인 : 척용율 요구하는 경우에는 착업부하의 충가， 피로현상，

착업수행도의 져하， 실수의 총가 등의 바람칙하지 않운 결과툴 가져온다

(1981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뻐d Health 둥).

그러므로 뼈I의 j설계에셔 기계혹율 가능한 최대한도의 척융기능율

부여하여 뻐I 셜계의 최척확률 이루어야 한다. 작업구성에서 요구하는

칙무상의 기능과 연간 운전원의 능력이 균혐율 이부지 뭇할 경우，

기능척으로 심각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은 배제훨 수 없다. 이분야의

연구는 작업장 구성의 휩척화， 의자의 설계， 입훌력장치의 설계，

작업치지대 및 활컬이， 여유공깐 등에 대한 연구로 확산되고 있다.

VDU 착협의 구성에 대한 일반척인 연구결과는 작업구성이 카변성，

창의성， 유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청신척 부하나， 심리척연 영향율 많이

받으며， 유연성이나 채향권이 없는 고정훤 착업구성플 시각이나 인체역학척

피로와 관련이 많다는 것이다 (1978 Troup, 1981 Ostrom 둥).

VDU 셜계는 작업의 청척인 혐형율 장시간 지속하는 형태나， 톡청

인체기농에 의폰하는 방식올 피해야 하며， 관철운동의 혀용범위 (ROM

range of motion)내에셔 자셰의 간혈척 변화와 근육의 반북척 교환이용율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1983 Woodson , 1981 Ayoub 등). 욕히 VDU 설계의

규척 설청에 가변폭의 설정과 자세변화의 가능성올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면이다. 예률 둘면， 원자력발천소의 경우 장시간의 좌식 작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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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게 되는데 MMI 설계의 좌업구성올 단순한 착석식 착업구성의 가정올

고첩하는 것 보다， 입식/화식 겸용의 가능성율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칙하다(1988 C.Pearce 등). 왜냐하변. VDU 중심의 뻐I 구성시· 눈운

변에， 손윤 착업대의 입출력 대기상태에， 북， 어깨， 허리， 다리 풍몰

일청한 자셰로 유지되어야 하는 매우 경칙훤 상태이므로 신체척 피로와

시각확업의 기농저하가 협계 찾아온다. (본 연구에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제 1 차연도의 연구에셔 부분척요로 수햄하였옴. )

VDU 에셔 작업구성의 륙성이 시각책 따로나 긴장이 시각기능의 져하률

유발하고 오류의 가능성율 늄인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매우 유의성이 있다는

연구(1978 Cameron 등) 와 일시척인 순융현상에 불과하며 다른 요인의

영향에 비하여 유의성이 없다는 연구 (1974 Ferguson , 1947 Carmicae1 ,

1979 Smith 등)가 대럽되고 었으며 아칙 확실한 결론이 없다. 이 분야의

연구률 위하여 안구운동악 sircadic 특성， 추척 특성， 주시륙성 등의

연구가 이루어치고 있으나 아칙 체계척인 결론율 청립하지 못하고

있다(1981 Robinson 1982 Fe1don , 1977 Evinger , 1982 Dancha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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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청한 뼈I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 과체조사 결과

(자료원 : 1989 Richard J. Carter 조사연구 요약표)

’---------_ ... _----------- .... -.-----------------------------------------------
HIGH RATIN~

Operator Acceptance and Trust of Advanced I &C/Blind Reliance on the
Computer Output

Role Change in the Control Room from ‘ Operator to Supervisor/
Demographical , Selection ,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perators in the Control Room of the Future

Need for an Advanced I &C Guideline Equivalent to NUREG·0700 (i.e. ,
Interface of t:hε H패an ， Displays , end Controls) fLack of Consistency
be~*ee= ~'~a~-Advenced !&C Controls Interfaces

Infor:na.ti。긴 Overload - 다hat Is the Threshold where Intelligent
Operator Aids Are Needed?

Adequacy of EXisting Training Programs , Techniques I Methods , and
Tools for Training on Advanced I &C

MEDIl.JM RATING

lmpac~ of eGDs on 납1e Operator ’ s Mental Model

Need for a Dγnamic Allocation of F’~~ctions and Tasks between the
H~a-:l a.n강 Aζvar.ced I&Ciwcat Tasks" Are Appropriate for the Human in
an‘ Ac.’·..anεe c. I &C Control Room? fi.ocus of Control be t"w'een the r..’·"''"''"a'''"1.

a :1d the Adγanc능d I&C

O?erations Staff Must Be Involved during the Enεire Life-Cycle of
tne Instrureentation/Control Syste피

User Friendliness of eGDs and H~~an-Computer Interfaces

Effect of Adγanced I&c on 야erato:: Performance/Job Effiζiency

Systems Integration/How Does One Manage Hωnan Factors Information?

LOW RATING

CGDs for Multiple Users

O~ganizatioDal Climate of the Nuclear Utility

Kn。짜ledge Acquisition for Expert Systems

Display of Maintenance Information in the Control Room (the
Operator Needs to Know the Status of Plant Equipment)

------ .. _-------------------‘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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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2 - 2 VDU의 인간공학척 설계요소 불석 ( 1/3 )

( 자료원 : 1985 W.E. Gilmore 지침셔 )

Visual Di~~Jays

A. Leqibility and Visual Acuity

1. Fl i cker
2. Contrast ratio

·3. . Display luminance
4. Phosphor‘
5 ‘ Glare
6. Screen .reso1ut ion.

B. Screen Structures and Content

1. Cursor
2. Text
3. Label s
4. Messages
5. Abbreviations
6. Error statements
7. Nontextual messages
8. Data display
9. Data entry
10. Instructions

C. Alphanumeric Characters

1. Font or styl e
2. Character size and proportion
3. Character case
4. Emitter size , shape , spacing

D. Screen Organization

1. Sc reen size
2. Groupi ng
3. Display density
4. Display partitioning
5. Frame specification~

6. Interframe considerations

E. Visual Codin대

1. Color
2. Geometric/shape
3. Pictorial
4. Magnitude
5. Visual number
6. Incl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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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2 - 2 VDU의 인간공학척 설계요소 운석 ( 2/3 )

( 자료원 : 1985 W.E. Gilmore 지챔셔 )

F. Enhancement Coding

1. Brightness
2. Blink
3. Image reversal
4. Auditory
5. Voice
6. Audio';visual
7. Other techniques

G. Dynamic Display

1. Display motion
2. Digital counters

니” Information Formats

1. Analog
2. Digital
3. Binary indicator
4. Bar/column chart
5. Band chart
6. L1 near prof i1 e
7. Circular pr。터 le

8. Single value line chart
9. Trend plot
10. M; mi c dis play

Controls

A Keyboard Lay。ut

1. Keystroke feedback
2 ‘ Key actuation force
3. Key roll-over
4. Key travel (displacement)
5. Key color/labeling
6. Key dimension/spacing
7. Keyboard slope
8. Keyboard thickness
9. Special function keys

B. A뼈 i ‘1 i 뼈~。야야 1s‘

1. Auxiliary numeric key set
2. Alternate inpu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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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2 - 2 VDU~ 인간공학척 셜계요소 분석 ( 3/3 )

( 자료원 : 1985 W.E. Gilmore 지챔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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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estion-and-answer
2. Form-filling
3. Menu design
4. Command lang~age

5. Query language
6. Natural language

B. System Feedback

1. Di sp1ay update rate
2. Response time
3. System status indication
4. Routine status information
5. Performance/job aids

C. Software Security

1. Data protection

Workplace Layout

A. Anthropometries

1. Keyboard base
2. Working level
3. Keyboard home row
4. Screen
5. Viewing distance
6. Footrest
7. Reach envelope
8. Position and movement of the head
9. Leg , knee , and foot room
10. Screen orientation
11. Chair
12. Hardcopy printer
13. Health and safety

B. Envi ronmenta 1 Factors

1. Background noise
2. lemperature and humidity
3. Li ghting
4. Ventllation
5. Static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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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험환경 설계와 필요성

인간공학의 연구과청율 쳐l계의 분석과 문제점의 도출 및 실험 등의 셰

단 계로 구분할 경우(본몬 3장 1철 ” 실험척 접근의 채요 ” 참조)，

질험척인 규명율 위한 륙정운 가장 충요한 과청이라고 활 수 있다.

일반척으로 인칸 공학의 실험에는 다른 공학분야와는 탈리 펴실험자

(Subject)라는 톡징척인 폰채의 필연성이 있고， 이러한 인간 자체률 륙청의

대상으로 하는 정교한 실험장치 및 실험계획의 필요성야 부각된다. 륙히

원자력분야에서는 특정한 변수에 대하여 바람칙한 방향올 체시하는 청도

(예툴툴어 MMI억 외부조명운 밝케하늠 현이 바람칙하다는 둥)의 제안으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률 낳율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형가의 필요성이 강조펀다.

이와 같은 목적올 만족하기 위하여 다옴과 같은 실험설정올 위한 학업올

수햄하였다.

• 인걷1-기계 체계의 측정법 조사 분석 ( 본론 3 장 1 컬 참조 )

• 원전관련 인칸공학척 륙정변수 빛 관련 실험기기 조사

• 셀험공간의 철계 및 제작 ( "Test Facility" )

• PC 중심의 생체신호처리 장치 개발

• 수행도 측정용 소프트웨어 셜계

에HI의 종합척언 톡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인간공학척 륙청법의 필요성이

운석되었다. 일부 곤육생리학척 측정 (예툴 툴면， 운동력의 측청과

같은)은 그 필요성이 서급하자 않으나， 안구운동， 섬전도， 뇌따，

GSR，수지반용 등과 같운 심리척 척도에 대한 측정기법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큰의 생체신호 처리기법에 의하여 이러한 여러

생체신호의 발생올 종합척으로 계측 분석할 수 있도롭 하는 "PC 충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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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신효처리장치 개발” 이 시급한 과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PC 중심획

생체신호처리장쳐는 여러가지 설계 대안에 대하여 인간공학척연 비쿄우위

명가 및 척합성 검층의 기반이 된다. 륙흩1 MMI 설계의 반북수청 (iteration)

과정에셔 이러한 일환성있는 명가의 수단의 중요성운 매우 를 의미률 띈다.

또한 질험연구에셔 가장 중심이 되는 인간척도(Human Criteria) 인 수뺑도

지표 (performance index) 의 륙청올 위하여는 피질험자의 여러가지 반용에

대한 반웅시깐， 수행확률， 반북능력， 학습 등율 륙청 명가할 수 있는 계획

된 칙푸의 셜계가 필요하다. 륙히 이러한 피실험자의 요구칙루는 실혐의

묵척에 따라 빈번하게 변화하고， 여러가지 조착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매우 체계척인 구조촬 감추어야 한다. 일반척인 인간공학의 학출척 컬과률

얻기 위하여는， 매 실험설계의 변화와 함께 피철험자에게 요구되는 칙부의

구성율 하드웨어척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VDU중섬 MMI 의 경우 추훤 칙우의

구성이 추로 화면율 동하여 소프트웨어척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부

담율 줄여갈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요구기놓율 대표할

수 있는 칙무의 션청과 설계 및 결과자료의 수칩 쳐리등율 위한 체계가

중요한 실험환경 설계의 요건이 된다.

얼험공간의 셜겨1 빚 제학에는 중요한 유의활 첨이 있었다. NUREG-0700

등 인~기계 체계의 져l반 설계변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충분한

컬과 치활 체시하고 있융에도 불구하고， 실체 원차력 발전소의 철계에셔

。l 툴 거 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원인온 기존의 인간공학

연구률운 대부분 각 젤계요소애 대한 개벌척 실험설정으로， 그대로는

설계기준으로 척용하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실험연구의 공간설계에 이첨율

유의하지 않율 경우에 개별척으로 분리분석훤 각 연구의 결과률

채결합해야하는 부담과 함께 찰옷 척용될 위험성울 피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실험연구에는 이러한 부답이 필연척이며， 연구 결과의 일반성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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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러한 욕첨 화의 푼리과정율 거쳐야

한다.그러나 상혐의 결과률 원자력분야에서 필요한 셜계의 기준으로

해석하는데는 맨II 체계차체의 북잡성 (integrity) 어 타분야 와는 비교할 수

없율 만륨 놓아셔， 얼용척인 컬몬율 도훌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율 해결핫기.위하여 선택되는 유일한 대안온 상험의 환경율

가능한 실제척인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mock-up이나 시률레여터퉁)

하는 방법이다. 측 션청된 특청싶험변수률 실체 체계률 대변하는 유사체겨1

불 붕하여 그 변수가 상관관계률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다툴 변수의 명향율

유지하면셔 혹청하도롭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셔는 이러한 실혐의 효율성율 위하여 고유한 실험환경율 그림

3.3-1과 같이 설계하였다. 가청 Test Facility 라 뿌르는 이 실험환경운

VDU툴 중심으로 구성하게 훨 미래의 첨단 뻐I 셜계률 중심으로 제반

설계요소들이 가변척으로 셜치 가능하고， 륙청한 운전컬차 및 운천상태에

대한 부분척인 시물레이션이 가능하도륙 철계 획었다. Test Facility 는

원자력발천소의 MMI 셜계내용올 가능한 사실척으로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으며， 동사에 설계의 변화에 따른 가변성과 실험북책율 위한 척합성올

만촉활 수 있도몹 셜계되었다.

일차책으로 시률레이허의 원활한 연켜!활용이 가능하지 뭇한 실험공간율

감안하여 가농한 질체의 시스템 환경과 유사한 ”부분” 체계조건율 갖춘

인간공학설험 "Test Booth"률 셜계 및 쳐1~하여 이률 활용하였다. 이 Test

Booth는 실험공칸의 확보와 부분척 시물레이터의 연계릅 통하여 장차 Test

Facility 구혹율 위한 젤비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Test Booth는 본

설협연구에셔 개발한 수뺑도측청 소트트웨어와 생체신호처리 장치에 악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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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st Facility의 철계 및 제작

가. Test Facility 의 설계 결과

원차혁발천소 MMI설계툴 위하여 철험환경으로 사용되는 Test Facility는

그럽 3.3-1 과 같이 설계 구성되었다. 기능책으로 공간율 코게 두 부분

으로 양분하여 질험월과 분석실로 구분하고 그 사이롤 일방후명한 유리로

차단하였다. 따라셔 실험실운 완전히 독립된 시률레이터의 형태률 갖훌 수

있으며，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다. 분석셜은 실험의 계획 및

조착， 각종 얼험 및 혹청율 수행하는 공간으로 칙첩 육안으로 또는 CCTV의

모니터률 롱하여 실험의 진행경과률 관찰통제할 수 있다.

(1) 분석실

분석실에서는 실험에 대한 구동과 조착， 륙정 및 푼석이 이루어지는데，

다옵과 칼음 네가치 기능척인 단위로 구성하였다.

• 구동 및 문석대

• 실험대

• 륙청대

• 훌력대

우선 구동 및 분석대에서는 Engineering Workstation 급의 컴퓨터에 의하여

부분척인 운천시나리오를 구동하며， 벌도의 계혹 장비률 몽하여 입력되는

운전원의 반용과 생체신호에 대한 자료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었다.

-실험대에셔는 실험 및 보조 관륙자의 작업공간으로， 실험의 조작 및 통체블

위한 장치와 피실험자의 반웅과 출력 생체신호률 감시할 수 었는 모니터로

구성되어 었다. 측정대는 피질험자의 생리척/섬리척 륙정변수툴 원격으로

혹청할 수 있는 원격 생체 계혹 장비 (telemetry system) 를 중심으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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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산호의 수칩， 변환， 분석， 저장， 감시 둥울 수햄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롤력대는 혹정 및 분석의 결과률 척합한 형태로

훌력할 수 었는 프린터와 플로터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실험실

실험실에셔는 실험계획에 의하여 피실험차까 추어잔 단위칙무률 수행할

수 있도록 착업공간이 구성되었다. VDU·툴 중심으로 하게 되는 첨단의 MMI

설계의 다양한 설계대안에 대하여 설험율: 수햄할 수 있도룩， 가변척인 단위

Module 로 구성하였다.셰재의 console 율 원형으로 배치한 따실험자의 Module

은 질혐의 기본공칸이다. 여기에 MMI 설계대안에 따라 경보반아나 대형화면

등율 척청한 위치에 확탈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셜계하였다. 실험의 묵척

에 따라 두 사람의 되얼험차를 요하눈 경우에는(협업 빛 의사소통문제 관련

연구 퉁) 유사한 표1실험자 Module 올 부가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힘

3.3-2는 천협척인 VDU 충심 빠’I 철계명가의 III 실험자 Module 의 설계사례

률 보여추고 있다. 표1실험자 Module 은 세개의 CRT률 중심으로 Keyboard 와

반용키 및 track-ball 이나 joy-stick 등율 장확하고， touch sensitive 특성

율 가진 표시장치를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나. Test Booth 의 제착

본 연구의 차원한계로 인하여 설계된 Test Facility의 흑각척인 제작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셔 당해연도의 실험북척올 만쭉하면셔 가능한 회대한의

MM! 설계모사가 가눔하도록 그림 3.3-3 과 같이 Test Booth률 셜계 제착

하혔다.

본 연구에셔 셀계 및 제착한 Test Booth는 그림 3.3-3과 같이 Test

Module. 실험장비 테이블， 그리고 제어실의 조명수춘 제어률 위한 조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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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피실험차는 질험몹척에 따라 개발흰 수햄도 실험 소프트웨어의

VDU 화면 디스플레이의 치시에 따라 Test Module 에셔 실험율 수햄하고，

실험차는 생험분석대에 셜치된 장버툴 조작하고， 철혐 소프트웨어률 Setup

함으로써 실험환경율 변화시칸다.

설계 및 제착된 Test Module의 외형치수는 그림 3.3-4 와 같다. 설계에

척용훤 치수는 한국인의 표준체위 자료툴 기반으로 하며 차후의 확장실험에

대버하여 가변척 조착이 가능하다. Test Module운 가변 철제골격에 합판과

우드학， 투꺼운 종이로 외판율 불여 제착하였다. 수칙판넬의 놓이는 19

inch CRT의 크기룰 고려하여 기본치수롤 셜정하였으나 차후 확장실험율

위한 여뼈의 공간이 폰채하며 경사각의 조착이 가눔하도룩 철계되었다.

수혐판넬 역시 차후의 확장성율 고려하여 경사길이와 경사각이 가변책으로

조청될 수 있도록 셀쳐1하였다. 조명대의 조명동 위치는 피 실험자가

조명둥으로 인한 시각방해률 받치 않도륙 간접조명율 사용하고 Glare가

발생하치 않도혹 조명둥율 배치하였다.

수명판넬과 수칙판넬의 경사각과 코기롤 가변할 수 있는 범위는 그림

3.3-4 에셔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명판넬의 경사각윤 o - 3D도 사이이고，

수명판의 넓이는 lDcm에셔 5Dcm까지， 그리고 수칙판넬의 경사각윤 0-15도

사이의 범위이다. 또한 Test Module의 외판율 변경하면 판넣어1 셜치훤

배열상태률 바꾸는것야 가놓하도록 제작하였다.

다. 조명수준 제어 환경의 셜계현황

인간의 여러가지 작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초명율 고려할 경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조명의 수준이다. 실내의 조명수준율 정하는 근거로는

Blackwell의 가서도(visibility)에 관한 실혐의 결과가 일반척으로

받아률여 지고 있으나 현실척 상황에셔 가시혁치 보다는 좁더 놓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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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명이 바람칙하다.본 연구에셔는 원자력발전소 충암제어실의 조명이

협광둥율 사용하여 유지되고 있옴율 감안하여 백색광 형팡둥에 의한

조명수준 체어환경율 설계 및 제착하혔다.

본 연구에서 설계 및 제작한 조명제어 장치는 그림 3.3-5- 에셔 보는 것

처렴 3 x 2.1 x 2.5 미터의 철제구조물율 제착하여 화우 륙변에 외판율

부착하였으며， 구조물 윗면에 40W의 빽책팡 형광둥 20개률 2줄로

뻐멸하였다. 형광등윤 재벌척으로 첨둥이 가능하도륙 조명대의 양혹면에

첨등 스위치판넬율 부확하였고， 전체의 형광등에 대한 안전 스위치률

창확하였다. 조명의 밝기는 형광등의 정멸의 초합으로 조정 하며， Test

Booth의 수명판넬에 장확된 CRT 면상의 조도가 30 - 1200 Lux 까지 50-80

Lux 단위로 제어가 가능하다. 조명의 문제에서 흔히 문제시되는

휘광(Glare) 윤 인간공학척 지챔율 준수하여 희대한 체거하였다.

라. Test Booth의 실험장비 및 기기

본 연구에서 셜계 및 제착한 Test Booth는 가변형이프로 실험율 위한

각종 장비가 융퉁성 있게 사용될 수 있다. 2차년도의 실험연구에서는 기

확보된 장비를 최대로 활용하는 륙변에셔 장비와 기기가 Test Booth에

삽입되고 장확되었다. 실험올 위하여 구촉된 Test Module과 설험장비

헤이블의 각 구성요소는 다옴과 같다.

• Test 에odule

- 수칙판낼 : 16인치 VGA Color Monitor 1 대

( 80 x 25 Text , 640 x 350 해상도， 16 책상)

: EL (Electro Luminacence) Panel (Graphic/Text Module

해상도 : 512 x 256 ) 1 set

: Plasma Panel (표시씩 : Neon Orange , 해상도 : 640x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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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T 및 EL 구동용 16뻐z AT 286 Personal Computer 1 대

: EL 천원 공급용 Power Supply

- 수혐판넬 : Keyboard(101 key 1 set)

Joystick 1 set

Control Switch 및 반웅장치

: Indicator

: Track-ball 1 set

• 실험문책대

- 실험확정 장버 : Digital Lux Meter 조도계 ( T빼ei )

: 심박수 륙청장치(Heart Rate 삐emory System)

: Digital Flicker Meter ( Takei )

- 영상분석 장비 : 20 뻐z IBM-AT 286 Personal Computer 1 대，

16mm Video Camera 1대

14 언치 Color Image Monitor 및 Tripod 1 set

• 조명조청장치

- 형광등 : 40 Wtwin 매입 협 X 20 조

- 조철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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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체신호 처리장치 개발

가. 체계의 구성

본 장치는 인간공학 실험율 위해 싱장박동의 간격 측 R-R 구간율

혹정하는 체계로셔 AT급 PC률 이용하여 그림 3.3 - 6와 감읍 쳐l계로셔

구성하였다.

analog ECG
signal

f AID Converter ~ n

l dig갚훨afCG

I Memory

{ 뻔프
8086계 Microproc

r Pro땅annnabIe Timer I

그림 3.3 - 6 심천도 확정장치의 구성

혹청체계는 (1) 생쳐l신호증폭기 (bioelectric amplifier) 률 용해 여파되고

층폭훤 아날로그 샘천도 신호를 렴퓨터가 얽율 수 있는 형태의 디지탈 신호

로 변환하는 AID 변환기. (2) AID 변환 프로그램과， 천원 주따수 (60

Hz) 의 영향율 제거하기 위해 디지탈신호에 대한 smoothing 과청파， R 파의

캠두룰 탐저하고 각 R 따 챔두사이의 시깐율 혹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율

수행하는 CPU. (3) 일정한 추따수로 타이밍 신호률 발진시키는

programmable timer (4) 측정된 R-R 구간 자료률 저장하눈 memory 로

구성될다. memory에 기록된 자료는 바로 분석에 어용되거나 디스켓에

따일로 쳐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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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R 챔두 탐지 원리

AID 변환기는 . -5 volt에셔 +5 volt 사이의 아날로그 신호률 0에처

4095 사이의 디지탈 신호로 선형변환 (linear transformation)한다.

이러한 AID 변환기의 특성에 맞추기 위하여 섬컨도 신호악 최대치와

최소치률 -5에서 5 volt 사이에 오도록 생체신호 증폭기의 위치조정

스위치와 증폭스위치률 이용하여 조정한다.

변환된 신효에는 교류에 의한 60 Hz 추파수의 잡융신호가 섞여 있￡묘로

이동명 균 (moving average)이나 지수훨활 (exponential smoothing) 방법율

사용하여 신호를 명활하는 것이 바람칙하다. 본 연구에셔는 지수명활법이

이동명균법에 비하여 명활효과도 더 좋고 명활에 걸리는 시깐도 덜 컬러는

저수형활법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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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R

Q s

T P

R

Q s

R

Q s

그림 3.3 - 7 섬전도 혹정의 예

Oscilloscope와 같은 계륙기를 통하여 심전도신호툴 관찰하면 그림 3.3

-7 와 같윤 형태의 산호툴 불 수 있다. 여기셔 R 따의 챔두높이는 각 R 따

마다 약간씩 다르다. 따라서 일률척얀 거준에 의하여 정확한 R 파의 첨두

률 탐지하기는 어렵고， 평균척인 R 따 첨두의 높이를 5 volt 미만 ( 대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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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 청도)이 되도륙 증폭한 후 P 파나 T 파의 첨두가 도달하지 못하고

단지 R 따의 챔두만이 도탈활 수 있는 척당한 수준(대략 3.6 volt , 다지탈

로 변환된 값은 2457 정도)올 R 파 첨두 탐지롤 위한 기준으로 정하여

디지탈로 변환훤 심천도 신호가 이 값보다 커지는 순간율 R 파가 챔두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대신한다. 이런 원리에 따라 착성훤 프로그램운 다옵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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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h ， O빼， ’# of R-R Intervals to Collect : ’ , ’$’
Odh ,Oah , ’Accuracy of in HZ : ’ , ’$ ’
Odh ,Oah , ’Threshold Level of R Waves : ’ , ’$ ’ -
Odh ,Oah , ’Code # for Smoothing Coefficient~ : ’ , ’$’
Odh ， O와l ， Odh ， O하1 ， ’Start : Press ESC key' , ’$ ’
Odh ,Oah , ’Now collecting of Data : ’ , ’$’ ‘

OOOdh ,OOOah , ’Collection Data Number : ’ , ’$ ’
?

?
?
?
?
?

?
?
?

?

?

db
db
db
dw
db
db

50
?

50 dup(?)
20000 dup(?)
Odh ， O빼 , ’File Name
Odh ,Oah , ’$’

datbuff
filnam
crlf

data ends
code segment public

assume cs:code ,ds:data ,ss:stack
maIn:

mov
mov
mov

ax ,stack
sS ,ax
sp ,Offf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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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
mov
call
call

inpt macro
mov
mov
int
call
mov
call
endm

inpt
mov
shl
sub
mov
inpt
mov
mov
div
shr
mov
mov
cmp
jl
inc

roundoff:
mov
mov
inpt
inpt
mov
mov
int
mov
mov
int
mov
mov
mov.

’

ax,data
ds ,ax
clear
cursor

inptl,inpt2
dx ,offset inpt1
ah ,9

‘ 2Ib
decibin
inpt2 ,bx
crlfp

in1 ,no1
aX ,no!
ax ,!
aX ,2
no1 ,ax
in2 ,n02
dX ,12h
aX ,34dch
n02
n02,1
cX ,n02
latency,cx
dX ,n02
roundoff
ax

n02 ,ax
bX ,no2
in3 ,n03
in4 ,n04
dX,offset filnam
따1 ， 9

21h
dX ,offset nambuff
때1 ， 0빼

2111
bl , [nambuff+1]
bh ,OOh
[nambuff+bx+2] ,O

mov dX ,offset nambuff+2
mov cx ,O
mov ah ,3ch ; file create
int 2lh
mov handle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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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 dX,offset msgl
mov ah ,9
int 21h

contI:
mov ah ,l
int 21h
cmp al ,27
Jne contI
call clear
call cursor
mov dX,offset msg2
mov ah ,9
int 21h.

’ mov ax ,O
mov ds ,ax
mov si ,112
push word ptr[si]
push word ptr[si+2]
mov ax ,offset adcon
mov word ptr[ si] ,ax
mov ax ,seg adcon
mov word ptr[si+2] ,ax

mov aX ,data
mov dS ,ax
mov si ,O
mov di ,O
mov ml ,500

mov al ,00110110b
mov dX ,223h
out dX ,al
mov ax ,noZ
mov dX ,220h
out dX ,al
mov al ,ah
mov dX,220h
out dX ,al.

’cont2:
cmp di ,nol
jle cont2

mov al ,OOl10110b
mov dX,223h
out dX ,al
mov ax ,Offffh
mov dX ,220h
out dX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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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 al.ah
mov dX ,220h
out dX ,al

mov ax ,O
mov ds ,ax
mov si.112
pop word ptr[si+2]
pop word ptr[sil
mov ax.data
mov ds ,ax
mov count ,di

sbr di ,l
mov datsiz ,di
mov dx ,offset msg3
mov 허1 ， 9

int 21b
mov bx ,datsiz
call putdec

mov dx ,offset n뻐buff+2

mov al ,Olh
mov ah ,3dh
int 2끄l.

’ mov bx ,handle
mov dx ,offset datbuff
mov ex.count
mov ah.40h
int 21h.

’ mov bx ,handle
mov ah ,3eh
int 21h
mov ah ,4ch
int 21h.

’adcon proc far
push ds
push ax
mov ax.data
mov ds.ax
mov dx ,22ah
mov ax ,OOOOOl11b
out dX ,ax
mov dX ,22bh
mov ax ,2
out dx.ax

wa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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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 dx.225h
In al.dx
mov msb ,al
mov al ,msb •
cmp al ,16
Jge waitt
rnov dx.224h
In al.dx
r:vv lsb ,al
mov al , lsb
mov ah ,rnsb
and ah ,Ofh

rnov dx ,22bh
mov a1 ,OOh
out dx ,al

mov cl ,byte ptr 004
shr ax ,cl
add ax.ml
shr ml ,cl
sub ax ,rnl
mov ml ,ax
cmp ax ,no3
jl branch
cmp si ,latency
jl branch
mov [datbuff+diJ.si
Inc di
Inc di
mov si ,O

branch:
Inc SI
POP ax
pop ds
iret

adcon endp.
’crlfp proc near

push dx
push ax
mov dx.offset crlf
mov 떠] ,9
int 21h
pop ax
pop dx
ret

cr1fp endp.,
clear proc 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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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 aX ,0600h
mav bh ,7
mov CX ,O
mav dX ,l84fh
int 10h
ret

clear endp.
’cursor proc near

mov 따1 ， 2

mov bh ,O
mov dx ,O
int 10h
ret

cursor endp.,
putdec proc near

push bx
push dx
push ax
mav dx ,O
mav aX ,bx
mov bX,10000
div bx
push dx
mov dl ,al
call pr1n
pop dx
mov aX ,dx
mov dx,O
mov bX, lOOO
div bx
push dx
mov dl ,al
call pr1n
pop dx
mov ax ,dx
mov bl , lOO
div bl
push ax
mov dl ,al
call pr1ll
pop ax
mov al ,ah
mov 따1 ， 0

mav bl , lO
div bl
push ax
mov dl ,al
call pr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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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ax
mov dl ,ah
call prln
pop ax
pop dx
pop bx
ret

putdec endp.
’pnn proc near

push dx
push ax
add dl ,30h
mov ah ,02h
int 2끄l

pop ax
pop dx
ret

prin endp.
’decibin proc near.
’ rnov bx ,O
newchar:

mov ah ,Olh
int 2끄I

sub al ,30h
jl exit1
emp al ,9
Jg exit1
cbw

xchg ax ,bx
mov eX,10d
빼1 ex
xchg ax,bx

add bx ,ax
Jrnp , 'newchar

exit1:
ret.

’decibin .endp.
’code ends

end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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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햄도 실험 소프트훼어의 설계

가. 수행도 질험 소프트웨어의 재요

수행도 실험 소프트웨어는 원자력발전소 충앙체어실 운천원외

작업 (Task) 율 상징척으로 대변할 수 있고 ttl 질험차 빛 실험자가 대화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옴 물론 실험 환경의 변화에 즉시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과 탁월한 그래픽 능력올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실험과청에셔

입력획는 피실험자 반용시간， 반용오류， 질험의 결과 등율 유지하고 이률

통계척으로 분석하여 툴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셔 구혹한

소프트꿰어툴 인간공학 실험자률간에 source code 형태로 교환할 수 있는

방직으로 구축되면 더욱 바람칙하다.

상기의 요건올 감한할 때 수행도 소프트웨어의 구축 언어로는 대화혐

언어이면셔 그래픽 능력이 탁월하고 누구나 협게 이해할 수 있는 source

code률 유지할 수 있는 언어가 사용되는 것이 좋다. 본 실험연구에셔는

이러한 수행도 소프트훼어의 절계요건율 충촉 시키기 위하여 MicroSoft

사의 Quick BASIC 4.0율 선택하었다.

Quick BASIC 4.0은 현재까지 일반척으로 사용되어 오던 BASIC , BASICA ,

GW-BASIC 등과는 탈리 인터프리터 언어이면셔 컴파일러혐 언어이다.

따라셔 국내에 팡범위한 사용자충올 가지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의 운명체체

상에서 수행훨 수 있는 수행화일 (execution file .EXE)를 생산할 수 었다.

특히 Quick BASIC 4.0운 Full Screen Editor, Compiler, Debugger률 갖춘

통합환경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생산성과 유지보수성이

탁훨하다. 그래픽 능력에 있어셔도 강력한 컬러 그래픽 보드와 CRT률

구비하고 있다면 현재까지의 BASIC에서 구현되었던 그래픽 보다 한차원

놓온 그래픽율 구현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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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연구의 수행도 철험 소프트웨어의 셜계는 Quick BASIC 4.0의 륙성올

최대한 이용하여 대화식 그래픽 화면， 구조화훤 코팅， 실험 중간과정의

처장 및 유지 기능율 보유하고 있다. 수행도 실험 소프트웨어률

사용하려면 본 연구에셔 젤계 및 제좌한 Test Module'‘ 후변의 컴퓨터 천원율

켠후 화변에 나타나는 메뉴에 따르면 된다. 현채 Simple Choice Task ,

Interporation Task , Multiple Bar Recorder Reading Task , 셀험결과의

훌력 등 4개의 수행도 실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훈협되고 있으며，

향후의 실험확장파 더불어 통합 설험 소프트웨어로 개발휠 것이다.

나. 수햄도 소프트웨어의 구혹

본 연구에셔 설계한 수행도 소프트웨어는 셜험차에 의한 실험

환경변수의 셜청， 피질험자에 의한 수햄도의 실험 진행， 실험결과의

디스플레이 둥 일련의 셰 착업이 반복훨 수 있다. 그림 3.3-8윤 수행도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구축 현활올 개념척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3.3-8에셔 각 측정장치의 setup은 실험자가 실험하려는 수행도의

유형에 따라 실험용 퍼스널 컴퓨터 및 기타 디스플레야 장치의 구동，

조명수준의 제어， 피실험자의 섬박수 륙정장치 빛 CF’F 조작， 피실험자의

실험차세 교정 퉁 올바른 실험의 수햄율 위한 사천단계 확업으로셔

수동으로 실험장버률 setup하는 단계이다. 실험 수행도 유형의 선택부터는

철계훤 실험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수햄된다. 실험자가 각 수햄도 실험의

유형에 따톤 컬러 CRT의 화면 메뉴 입력 요구에 융답함으로써 피실험차에

대한 실혐의 준비가 완료훤다. 실혐의 준비완료에 따라 컬러 CRT 화변에는

수행도 실혐에 사용되는 그래획 화면이 디스플레이 훤다.

Simple Choice Task의 경우에는 실험자가 설정한 원의 갯수 (2개에셔

8개까지 가능)에 따라 작은 원이 화변에 정책으로 나타나고 랜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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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함수에 따라 불규칙한 시간으로 입의의 원이 실험자가 설정한 책상으로

painting 됨과 동시에 Sound가 발생훤다. 표1실험자는 painting 되는 훨의

내환에 제시훤 function key률 누톱으로써 이에 용답하면 실험

소프트쩨어는 올바률 융탑의 유무， 반융시간，실험사깐， 실험에 사용흰

색상과 원의 갯수 등에 관한 정보롤 미리 설케될 확일에 처장하고

유치한다. 만약에 sound 발생시 피질험자가 화면에 제시될 function key

이외의 key률 누률 경우에는 계촉 sound 카 발생한다.

Inperporation Test Task의 경우에는 하나의 대형 원파 원의 충심율

가르는 수명션(칙선의 킬이는 100으로 가청)과 수혐션과 칙각으로 짧윤

수칙석이 제사된다. 피질험자는 제시된 수칙선이 기준챔(0첨)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 가톨 입력함으로써 이에 용답한다. a에셔 100까지 범위의

숫차중 수칙선이 지시하는 추정치불 입력하면 제시되었던 수진선윤 즉시

화변에처 제거된다. 야는 피실험자의 학습효과를 방지시키기 위함이다.

이어셔 또 다른 암의의 수칙션이 피질험자에게 제시되고 피실험자는 여에

용답하는 Task가 반북되고 실험과청의 데어타들혼 화일에 처장훤다.

센uItipIe Bar Recorder Reading Task는 5개의 Bar Chart률 피실험차에게

디스플레이 셔키고， 피실험자에거i 록청한 Bar Chart툴 얽으라는 지시률

sound와 작윤 원(Bar Chart E!.l 상부에 나타남)율 이용하여 , 지시한다.

경보에 해당하는 착은 원은 S빼pIe Choice Task의 경우와는 탈리 painting

되지 않는다. 설혐의 시작시에 피설험차는 각짝 5개의 Bar Chart 상에

난수로 발생하는 임의의 눈금값율 볼 수 있다. 피실험자는 실험

소프트웨어가 제시하논 특정 Bar Chart에 할당된 Function Key률 일단

누륨으로써 자신이 올바른 Bar Chart률 선돼하였옴울 알리고 이어셔 그 Bar

Chart의 현재값올 입력한다. 확변에 제시되는 5개의 Bar Chart 현재값은

피살험차가 한번의 실험 Loop률 수행하면 다시 난수발생 합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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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값으로 갱신되어 화면에 제시된다.

-’ l 각 확정장회의 setup

• l 실험 수뺑도 유혐의 션택

•

Interporation Multiple Bar
δF빼··T41aν 띠o때· Test Recorder I I 실 험 컬 과

ask Task Readin수g Task
실험변수 입력 실험변수 입력 설험변 입력

밸#혁

DO DO DO
Simple Choice Interporation MUltiple Bar I I 설 험 결 과

Task Task Reading Task
LOOP LOOP LOOP 댄보혼혁

피실험차 반용 피실험자 반용 피실험자 반용 실험결과

데이타 져장 테이타처장 데이타처장 인 쇄

‘-

그림 3.3-8 수행도 실험 소프트웨어 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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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에셔 실험결과의 화면출력과 인쇄는 실험자의 분석요구에 따라

통계분석을 화변에 -디스풀레이 하고、 보고셔률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셔 필요로 하는 특청 데이타 형식의

통계분석만율 수행할 수 있다. 따라셔 새로운-유형의 통계분석율 해야할

경우에는 채좌성 되어야 한다. 향후 이 모률을 질혐의 유형확장에 따라

범용성 있는 구조로 채설계될 것이다.

다옴윤 본 연구의 수햄도 실험에 사용흰 소프트웨어의 source code

List 들의 철계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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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띠CAπ S. 10
PRINT '* * PROGRAM NAME : BARTES! .... •

LOCATE 8. 10
PRINT ........... FUNCTION : READING TEST USING S-BAR 대ARTS •
L따Aπ 11. 10
PRINT ........... DESIGNER : KAERI HUK뻐 FACTORS ENGINEERING DEP... •
LOCATE 22. 10
PRINT .::: CAUTION : YOU MU얀 에AVE VGA VIDEO BOARD A뻐 COLOR 삐ONlTOR II:'
k$ ... ,
빼ILE 야 = -

k$ .. INKEYS
WEND
DEF rn locX (.Xl ’ calcalate X-ails IDcatlon ror scale display

IF .X <.. I THEN rolocX .. I: EXIT DEF
IF .X >- 250 THEN rnlocX a 80: EXIT DEF
hlocX .. IHT«80 • .x) / 250) t 1

DfD DEF ’ calcal.te Y-‘ lis location ror scale display
DEF rnlocY (.n

IF .V <.. 0 THEN rnlocY " 25: EXIT DEF
IF .V >.. 2SG THEN rolocV .. 1: EXIT DEF
rnloeY .. INT«2S * (:50 - .V)) / 250) + 1

EN’D DEF
CLS
SCRE~: 9
OPTIO~ EASE 1
'I째(껴 'd. ::50) - (::50. 0)
DI찌 axls X1 (5\. utsX~~5; ， u: ls Y1 {51. axlsY:(S). pl. intY(SL barH(5). dl\'X:S)
DIM t8ltXp(S}. tutYp (l l). scaleP(‘II
baseX .. 0: baseY .. 0: scal 톰It .. 10: sc‘ leW 톨 3: barn .. 5
Xdlst .. 40: Ydlst .. 5S
Y.aIR .. 170: 1..11 .. IS: XdlstX .. 40
tloop .. 20
======......==ta=l::....:B::II:=-==..====-========-===========:.======-==.=__-==c

sureS ..
WHILE UCASES(sareS) <> 'Y'

CLS
하f티.L •col orlet'
light .. -1
빼IL!: lIgbt <0

LOCATE 3. 7
INPUT 'ENTER ILLUMINATION OF TEST ENVIRON삐ENT I RANGE> 0 I .... light
IF I‘ght <0 THEN BEEP

WEND ’Ilellt
bgeolor .. -1: ptcolor .. -1
'HILE bgcolor .. ptcolor

WHILE bgcDlor <0 OR bgcolor > 15
LOCATE 22. 7
INPUT'밍TER SCREDf BACKGR마NO COLOR frange Is 0 IS I"'. bgcolor
IF bgcolor <0 OR bgcolor > 15 1H메 BEEP

WEND 'bgcDlor
WHILE ptcolor <0 OR ptcolor > 15

LOCATE 23. 7
I~PUT ’ ENTER BAR CHART PAINT COLOR Irange Is 0•.....•• 15 ,.... ptcolor
If ptcolor <0 DR ptcolor > 15 THEH BEEP

\VEND 'ptculor
IF bgcolor .. ptcolor THEN bgcolor .. -I: ptcolor = -I: BEEP

WEND 'bgcolor"ptcolor
CLS
띠CAπ 6. 10
PRINT ·"_a= CURRENT CONrI GURATION STATUS _ ..= 얄----
LOCATE 10. 11
PRINT 'THE DEGREE OF ILLUMINATION FOR T탑T -----).; Hgnt

LOCATE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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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LOCATE 14. 11
PRINT 'PA 씨T1꽤 COLOR OF BAR CHART RECORDER ------).; ~teo씨r

PRINT •BACKGROll뻐 COLOR Or SCREEN DISP1.AY ------) ‘; Dgeolor
LOCATE 14. 11

LOCATE 18. J0
PRINT ."=,,.===....:=....===......==톨:;:==:-==:'-'lnl:a:&:야 SI--=---=---g--

내CATE 20. 2.S
INPUT 'ARE YOU SURE (rIll} '! " ltlIr e$

WEND 'sure 0 Y
LOCATE %%. 15: PRINT '...- .. PRESS ~Y KEY TO 얀ART TEST ....._.
IcS ~
'HILE leS ....

itS .. INUYS
fEND

CLS
L래! (1 0. 250)-( %50. 10). • B
LINE (10. S7) -(2S0. 37)
’ ptcolor .. I
bgeolor " 0

Xl • b‘seX + Xdlst: d .. Xl + lIIui
T1 .. b‘seY + Ydlst: y2 .. YI + laax센

Xsealer D (yZ - YII I 10
xxl .. Xl: IXZ .. 12
FOR I .. 1 TO real~R + 1

sealeP( [J .. Yl + healer ,. (J - 1)
t,xtYp(J) .. fDlcCY(lcaleP(l»

NEXT t
FOR klc .. I TO barsa

Xl .. xxI • XdlstI • (lk - l): x2 " 112 + XdlltX ,. (kk - 1)
dhX(kk.) :. lNT“Xl + xl) I t}·‘isXI(klcl .. Xl: axlsX2(kk) D 12
LlealeXI :. Xl - sCll,9: LacaleXI .. Xl
tutXp ‘Iele) .. rototI(l-lealeX1)
FOR 11 .. 1 TO scaleR ‘ l

LlNE (l.,caleX l, , caJeP(fl) -(LscaleX2, scalePl l1»
NEXT II
LINE IU. ,2)-(12. Til , , B

NEXT let
]yT c teltYp(lll: lyB .. ‘utYp (l)
FOR • .. 1 TO barsa

Id .. tu tXp{al - 3: h8 .. 1%1 + 1
LOCATE lyT. liT: PRINT '100 ‘
I.OμTE Iyl, lxB: PRINT '0"
r ‘ r s falo‘:X{dtvX(all
SELECT CASE •

CA앓 l
LOeA.π 21. hI: PRINT ’Fl"

CASE 2
LOCATE %1. hT: PRINT 'F2"

CASE!
LOCATE %1 , TIT: PRINT 'F!"

CASE 4
대εATE %1. TxT: PRIHr of‘

CASE S
LOCATE :1 , T‘T: PRINT 'F'S 0

CASE ~LSE

END SELECT
NEXT a
띠CAπ %3. 10
PRINT 'PRESS AU뻐 RECORDER NO. AND ENTER ITS CURRENT V~LUE:'

: ....톨:'I;.:I，#==:.，，:3o:=.=를~ stGRAGt fILE SPECIATION :=~:..::::=똥;1I=a.톨 :aa=_톨==-==;;a:DQ

OPEN 'bar. dlt' FOR APPEND AS 111
TYP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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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ight
xbarno
dl‘ rH
xyollrH
‘dn
xSarUae
xVal Hae
xptcolor
xbgcolor

END TYPE
Dl 메 barrs1t AS bar
’ .:::::::::::::'::1::::::1 TEST LOOP BODY
ascck = 58 + bars.
FOR test • 1 TO tloop

RA배OMIZE TIMER
Ie .. 1 + INT(RND * b‘rill)
SELECT CASE Sl:

μstt

cit • 59
CAst 2

cit • 60
CASE 3

cll II s1

CA앓 ‘cit II 6z
CAst s

cit • 63
CASE ELSE

END SELECT
FOR .. .. 1 TO barsQ

barHCma) ~ INTeRND • YmaxH)
re‘18 .. INT«barK(..) * 100) / Y.‘ xH)
paiatY(..) = Yl + barH(마a)

NEXT ..

AS It/TEGta
AS UITEGER
AS INTEGER
AS INTEGER
AS INTEGER
AS DOUBL.E
AS DOUBLE
AS ZNTEGER
AS INTEGER

:lU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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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 톨 el = tflnlsbl - tstartll
tstirt: = teapti ••:
TIMER 0에

LOCATE 2S. &3: INPUT YourS
TIμER OF'Y
tflnisdll = TIM태

Vtl.11 • tfin1sbl - tstirt'
realS a INT«b.rK{sc) _ iOO) / Y•• xH)
devlat .. rellS - YourS

LOCATE %S. 10: PRINT "d.": dl911t
itS •

• 'HI U: kS = ""
U .. I애KEYS

• 'END
LOCATE ZS. SS: PRINT
FOR II .. I TO blrsa

LINE (ulsX l(1l1 + 1. plintY (l I»-(u1sX2 (l1) ~ 1. yl + 1). bgcalor. SF
NEXT 11
CIRCLE (dld(se). US). Z. bgcolor
WRITE #1, light. sc, re‘ lB. Yo‘ rR. dev 1a t , ttl .... Vtt.ell , ptcalor , bgcolor

NEXT test
CLOS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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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E SUB rota‘e (I. '/' deg)
CLS
LOCATE S. 10
PRINT ...._. PROGRAM 에AliE : NAESAP ........
LOCATE 8. 10
PRINT ....... FUNCTION : INTERPORATl ON n:얀 USING CIRCLE. 때D LINE __"
LOCATE 11. IO
PRINT ....... DESIGNER: !CAERI HUIlIAH FACTORS ENGINEE.RING DEP. _ .. '
LOCATE 22. 10
PRINT '::: CAUTIO꺼 : YOU 삐UST 뻐VE YGA VIDEO BOARD AND COLOR MONITOR 1:1'

k.S ..
WHILE k.S : ,.

\:.1 .. INtEl‘
W팀m

Cl.S
SCRE때 g
'INDI깨 (-120. -120)- (1 20. 120)
R .. 80: gUideline" 10
testtlae$ .. TlKES
ceoterl .. 0: ceoterY .. 0
llaeleagth .. R - gUideline
’JiJ==-===InI:a.:aa톨=....===== SETUP INPUT VARIABLES = .... ::a....="' ....=톨.
sureS • ,.
WHILE UCASES(sureS) <> 'Y'

CLS
SHELL •colorset'
LOCATE t. 1
INPUT 'EHlER ROTATE ANGLE OF STRAIGHT LINE I D£FAVLT IS 0 I ",'; angle
light. -I ‘ the degree of III~.inatloo

메i1lE ligbt < II
LOCATE 3. 1
INPUT "ENTER IlLUYINATION OF TEST ENVlRO뼈ENT I range > 0 I .. ‘. light
IF' Ilgbt <0 TIεN BEEP

WEND 'Ugbt
groundcolor .. -I: paintcolor .. -1
WHILE groDndcolor .. palntcolor
빼IlE groundcolor <0 OR groundcolor > IS

LOCATE %2. 1
INPUT 'ENTER SCREEN BACKGROUND COLOR ‘ range is 0.... ., 15 I ,,', groQndcolor
IF groundcalor <0 OR groandcalor > 15 THEN BEEP

WEND 'groDndcolor
빼ILE palntcolar <0 OR palntcolor > IS

LOCATE 23. 1
INPUT 'ENTER CIRCLE PAINT COLOR I range Is 0...... 15 I ,,'. palntcolor
IF' palntcnlor <0 OR palntcolor > IS THEN BEEP

WEND ’ palatcalor
IF' groundc 이 or .. palntcolor THEN groQndcolor .. -I: palntcalor .. -I: BEEP

WEND ’ groundcolor=palntcolor
’ R Is tbe radiation of screen circle for test ...
• Galdellne Is tbe distance bet.een circle and base line .
, Testtt.eS is the clock tl.e of Operation 5,ste. ...
’ centerX and Yare the center cardinatlon of circle .
· Llnelengtb Is the length of base Ilpe through circle center
• LJnecolor .. outside circle color = background color ...
• Palntcolor = painted Inper circle color .
, Sub Rotate( ) calculates the cardlnatlon of rotated line ••

CLS
l.OCATE 6. 10
PRI NT •=-0=양톨==_.. CURR빠T 띠NFICURATION STATUS ..=••=-=.._ .....
LOCATE 10. 9
PRINT 'RATATION ANGLE OF BASED 니NE ------) "; Ingle
LOCATE 12. 9
PRINT 'THE DEGREE OF ILLU뻐INATION FOR TEST ---------> '1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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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 U. 9
PRINT "BACKGROUND COLOR OF' SCREEN DISPLA t' -----)'; gro뻐dcolor

LOCAn: 16. 9
PRINT "PAINTING COLOR OF CIRCLE TO BE DISPLAYED -----> ': pllntcolor
LOCATE 18. 9
PRINT '=.........s.__..." ••,,==..= ...=톨a__:t:I===__==azt====-==e:Z:lsa·
LOCATE 20. 25
INPUT 'ARE YOU SU맨 (yin) ? '. sureS

lEND •sureS 0 Y
LOCATE 22. 15: PRINT ...._.. PRESS ANY KEY TO START πST .--‘..
.l::S •• ,
"HILE ItS ....

kS '" INKEYS
'E배

.... Circle Is drued ud palDted Cor , the teat ...
111 다.S

Ilnecolor .. grooodcolor
PAINT (119. 119). grooDdcoJor
CIRCLE (centerX, centerY). R. pahtcolor
PAINT (c8 I1 terX. ceDterY), p‘ lntcolor

REY ... The length of blse Itr‘ igbt llDe Is deter.ined....
rigbt " centerX t 11oeleogtb
leCt : centerX - 11nelength

REM *** Rotate Ind draw right blse 110e ...
n .. rlgbt
ry .. centerY

CALL routt(rx, ry. angle)
LINE (centyX. centyY) - (n, ry). 11neco10r
REM ... Rotate alld dr.. left base line ...
n .. left
ry .. centerY

CALl. route(n. ry , angle)
LINE (centyX. cutyY)- (n. ry). 11necolor

RE삐 *** setop 11.1 1. boundary 11De aDd dr‘ wiDg (right side) ...
rx 톨 right
ry .. centerY - gaid81lne

CALL rotate(rι ry. angle)
rl1 .. rlgbt
ryl .. centerY t gaidellne

CALL rotate(rxL ryi. angle)
LINE (rI, ry)-{nl , ry 1), linecolor

REM ... setap I‘.ft boanG.ry line .OG dr •• lng (18ft side) ...
rl .. left
ry .. ceDterY - g.ideline

CALL rot&te(rl. ry. &ngle)
r K1 " left
ryl .. centerY t laide1ine

μLL rotate(rxl. ryl. angle)
LINE (rt, ry)-(rl1. ryl). IInecoJor

REM CI Ri£e.DAT Is tbe Fl1. that preser~es all test result ...
RE삐 perror.ed antll no. by llser. HOT DELETE!! ...
OPEN 'clrr8c , dat' fOR APPEND AS 11
TYPE clrrec

backcolor AS INTEGER
cIrc lec이 or AS INTEGER
raogle AS INTEGER
llengtb A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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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ndist AS HrπCER

Inputdlst AS INTEGER
de'latlon AS INTECER
testtlae AS 얀RING • 8
l11ght AS INTEGER
rp AS DOUBLE ‘ r P'" resllollle U.e

• ~D TYPE
DIM cre.elt AS clrrec

REM ... cirteap.dat is tbe teaporlry f11e for .creell display *톨

’ OPEN 'cirte.p.dat" FOR OUTPUT AS 1%
’ TYPE ciru.p

geodist AS INTEGER
α ’ Inputdist AS INTEGER

dnhtl aD AS 에TEeD

‘ END TYPE
’ 01삐 te.prslt AS clrte.p

REM ... Vlseal Target 니ne Is ’ generated by nnda. hDctlon ...
FOR 1 • 1 TO 10
, DO
RANDOμm: rulEa

• ‘! ’ pt&tget • INT((rlgbt - left) * RHO)
aenllolnt • INT(ptarget / (right - left) * 100)
LOOP WHILE genpalnt 톨 o OR ,en‘loint = 100
rl = left + ptarget
ry = centerY + 1

CAlL rotlte(rr. rYe Ingle)
rlt = left + ptarget
ryl = centerY + 20

CALL rotate(rd. ryl. angle}
LINE (n. ry}-(rr1. ryl). l1 necolor .,.

’ e

애

* ‘

HEY ... de,latloo Is entered aDd calculated ...
DO

TIMES = '00:00:00'
LOCATE 1. 1: PRINT'
stlrt = 0: finish; "" 0
TUIER ON
띠CATE 1, I: IHPUT 'ENTER DISTANCE. " estia
IF estla < 0 OR estla > 100 THEN

BEEP
내CAπ 2. 1: PRIHT 'OUTRANGE! REENTER'; ~

타，SE

TIllER OFF
'Intah. " TI llER
de' = estl. - genpolnt
~!~.:_e~tl~_-_!~~p~arget I (right· left) * 10~)
LOCATE 2. 1: PRCHT
LOCATE 2. 1: PRINT 'YOUR DEVIATION = ': de'

END IF
(I‘ IshII "" r‘nlshl - stlrt
LOCATE 1. &0: PRINT ffnish'

LOOP WHILE estla <0 OR estl. > 100

REM ... RI.do. Line Is Deleted ...
LINE (rl. ry)-(rl i, ryl l. pIIDteolor

REM ... Test result Is sa'ed In clrrec.dat rile ...
Ie "" lInecolor: pc " paintca1or: 11 .. line length
WRITE :1 ‘ Lc , ~c ， IDcie. Ll. gen901nt. ,stla.-d". testtl.eS. llCh‘. rtf“ slit
'WRITE: ::. genpolnt, uti.. dn

REM ... Screen Is stop. Until Any Key Is Pres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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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 ""
WHILE kS =

kS = INKEYS
WEND
LOCATE 2. I: PRINT
NEXT 1
REM Test Loop Is terllinated. CIRTElIP. OAT preserves test results .-
RE베 perforllled In thls test loop. --
Cl.OSE

RE임 ... Result Display SectioD .....
LOCATE 25. I
ItS " ••
PRINT .... rEST LOOP TERMINATE. ...'
’ iHI l.£ U =
’ liS .. INlETS
-WEND
’ 다，S

OPEN ·cirteap. data FOR INPUT AS 야
LOCATE 3, I
PRINT .-------- YOUR TEST RESULTS ----
PRINT
PRINT 'TEST ':' DIS? DrST(’)', 'ENTER DIST(‘) '. "DEVIATION"
PRI애T

so톨 " 0
su.loop .. 0
WHI l.E NOT EOF(I)

INPUT II. gendfst
INPUT 11. Inputdist
INPUT ilL deviation
sua = SUII ’ ABS(devlltion)
sualoop .. sUllloop + I
PRINT sa.loop, Bl!D dist. iaputdlst. deflation

WEND
'LOCATE 20. %
‘ tot‘ 1 " sua I SUI톨 loop
-PRINT '..... Total Average Perceat Deviation" ';
’ PRINT USING '::1.111': total
CLOSE

다，S

LOCATE 12. IS
INPUT ' ...... DO YOU CONTINUE TEST (yIn) ? ........ contlaueS
IF UCASES(continueSI • 'Y' THEN GOTO III
END

SUB route (1. y, deC)
A " ‘6.687014291 I 35
pi .. 3.14l592611
r‘ d " deg * pi I 1&0
xx " x • COS(rad) + y • SIN(rad)
yy " A• (-1 • SIN(radl + 1 • COS(rad»
1 = xx
1 .. 1Y
END SUB

- 188 -



띠·S
LOCATE 5. III
PRINT '*_____ PROGRA닝 NAME : SI 삐PLECH _
LOCA!E 8. III
PRINT ••_....... FUNCTION: SIMPLE CHOICE USING SEVERAL CIRCLES ..._‘·
LOCATE 1l. 10
PRINT • • DESIGNER: KAERI HUMAN FACTORS ENGINEERING DEP.• •
!.OCATE ZZ. 10
PRINT .::: CAUTION : YOU MUST HAVE VGA VIDEO 뼈ABD AND COLOR 삐ONITOR :생.

ItS:
WHILE k.S ..

kS " INKEYS
W윈~D

CLS
SCREEN 9
톨INDO; (-1211. -1%0)- (120. 120)
OPTION BASE 1
0111 nisXeS). GenClrelee%D). YOIlCircle(20). ck. U.e#(211)
DIll stuteS) AS stRING * %. sLocate(8), rslt{20) AS STRING * I
steltel) " 'FI': stelt(Z) " 'F2': stelt(S’ · 'f/S': stut(‘) .. 'F4'
stuteS) " 'FS': stut(6) .. 'n': stut(?) • 'n': stuteS) .. 'FI'

’ ... SETUP INITIAL CONFIGURATION VARIABLES ...
CebterX • Q: CeaterY " II
ClreleRad .. 8: Dist : 8
TestLoopSu .. IS: t tS .. TIllES

’ ._=....-................ SETUP USER INPUT VARIABLE ...===.......톨1;:;=-=: lIIa.:l용g

sareS '" '0

WHILE UCAS[S(sure$) <> 'Y'
CLS
SHELL 'calorset'
ClrcleSa .. II
빼Itt CircleSu <2 OR ClrcleSu > 8

LOCATE 2. 7
INPUT 'ENTER GENERATING CIRCLE SO ‘ raoge Is 2•.•. , ... 8 I ,,'. Clrc1 eSu
IF ClrcleSu < 2 OR ClreleSa > 8 THEN BEEP

iEI’D ’ clrelesa
11gnt "-1 "tne degree of ILia“ n‘t1 0 1l.

WHILE ligbt < II
l.OCATE 3. 7
INPUT 'ENTER ILLUKINATION OF TE얀 ENVIRONMENT (flOge > II 1 .... llgbt
IF ligbt < 0 THEN BEEP

WEND ’ Ilgbt
SHEll 0 co lars et 0

grouadeolor " -I: palatcolor '" -1
WHILE groDDdcolor " palnttolor

'HILE groaadcolar <0 OR groaaGcolor > IS
LOCATE 2%. 7
INPUT 'ENTER SCREEN BACKGROUND COLOR( raage Is 0•.••••• 15 I ,,', groandc 。‘。 r

IF groandeolor <0 OR grouodcoloT > 15 THEH BEEP
\VEND ’ groandcolor
WHItE palatcolor < 0 OR pafntcoloT > IS

LOCATE 23. 7
INPUT 'ENTEB CIRCLE PAINT COLOR I nage Is D•.•.••• IS I "‘. painteDlor
IF palatcalor < 0 OR p‘ intcalor > IS THEH BEEP

띤END 'paiatcolor
IF groandcolor .. paintcolor THEN grouadcolar • -I: palntcalar " -I: BEEP

WEND 'groandcolor=palateolar
CLS
LOI피TE 6. 10
PRINT ' __a:"=_.."._,, CURRENT CONFIGURATION STATUS ...OIIS..:::........=-
LOCATE 10. 11
PRINT 'A NU써BER Of CIR다.E TO BE DISP나YEO ~ > 0; Clrcl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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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 1%. 11
PRINT 'THE: DEGREE OF ILLUloflNATl ON FOR TEST - -- >'; light
LOCATE 14. 11
PRINT "BACKGROUND COLOR OF SCR££H Dr SPLAY ------->.: eroundcolor
LOCATE 16. 11
PRINT "PAINTING COLOR OF CIRCLE TO BE SELECTED ------> ': paintco!or
LOCATE 18, 10
PRINT 's‘ ===QCc=o_==s==-==ea===:••용헬혀0:Q:1lI;;r를a===_==_=-===-===:
LOCATE 20. 25
INPUT 'A뾰 YOU SURE (y/D) ! ", sureS

nNO ’ sure 0 Y
마CATE 2%, 15: PRINT '--- PRESS AllY KEY TO START TE얀 - ....k.S •••
빼ILt k$ ... "

kS .. INlEYS
WEND

，톨l:aaD1I:8===--=-==흩 -=Clrcle Dra.ing Variables Set Up Part mc...aa=a=-알빼

CLS ‘
'Check odd circle or eYen"circle
CircleI .. ClrcleSD / 2: Clrcl.Ct,. IH!(ClrcleSu / %)
IF Clrcl.r .. CIrcleCK πlEN

CJ: .. 1 ‘ If circle Is e,en Du.ber
ELSE

CK .. 1 ’ It circle Is odd DWl ber
END IF
’ calculate circle center point Era. screen center point
SELECT CASE a::

CASE I
XEro.e .. CeDterX - (DIst + %• CIrcleRad)

CASE 2
XfrDmC " CenterX - (Dist / 2 + ClrcleR.d)

CASE El.SE
ENDSEL£CT
lucreaaeX .. Diat + Z • ClrcleRad
Te.pX .. -(Incr.a8eX * (ClrcleCK - 1»
InitlalX .. Te.pX + Xrro.C ’ Inltl.IX Is 5t‘rt point to dras eacb circle

FOR I .. I TO Clrc!eSu
u:1sX(I) .. 0
&11sX(I) .. laltlalX + IncreaseX • (1 - 1)

NEXT I

’ distance betseeD circles ce‘ur pDlat

'calculate ‘ad store
’ the center point. of circles

’ calcalate LOCATE PositioD for Telt Fl. F%••••• d‘splays
teltstart D INT( 대o • (120 + lllsX(I») / 2(0) ’ 120 Is left.ost screen
t8ltDe1t. ~ INT«80 * lucre.seX) I 240) ’ .illdo. 1i.1 t.
FOR st " I 10 ClrcleSu

sLocate(at) • t8ltst.rt + teltDelta • (st - 1)
sLoc.te(st) " (80 • (‘IlsX(st) + 120») I 240

NEXT st
====::1 :1:11=:=양률&:It" 얀DRAGE FI l.E DESCRIPTION =ss"""를CKZI&I1n::I.cas=: •

OPEN ·slaple.dat· fOR APPEND AS '1
TYPE si.ph

IClrcleSu AS INTEGER
IGenclrle AS INTEGER
IResalt AS STRING. 1
Iresponse AS DOUBLE
IPa lnt다.R AS INTEGER
IScreenCLR AS INTEGER
11e$t11.e AS STRING. S
tLight AS INTEGER

END TYPE
DiM si.rslt AS slaple

PRDGRAμ -TEST B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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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20. -1101-(120. liD). groandcolor ‘ SF
FOR II a 1 TO ClrcleSa

CeDterX = IllsX(II)
CIRCLE (CeaterX. Center y). CI rc leRad. pa iotcol or
LOCAtE 13. sLocate( I1): PRINT snu (l l)

NEXT II
ASCcodeCK .. 58 t ClrcleSu

’ c:=====:::a톨==..........._.. TEST LOOP -====앙= ..-∞=••~K:=톨==:a••===3-=:gaD.~=
FOR Test a 1 TO TestLoopSa

RANDO잉IZE TIHER
delayT .. 5000 t INTeRND • 1000)
FaR delay .. 1 TO delayT
NEXT delay

· ... INITIALIZE STORACE ARRAY CENCIRCLE( } AND YOUCIRC!.E( ) ...
· _ GENCIRCl.i( ) IS CIRCl.E N뻐BER 1•.•• 8 GENERATED BY C뻐punR ITSELF ••
, ... YOUCIRCLE( ) IS CIRCLE NUMBER 1•.•• 8 SlUE다ED BY USER RESPONSE •••
CenClrcle(T.st) a 0: YoaClrcle(T.st) a 0

• _. R뼈B매 빠DER GENERATION roa CIRtl.E SEl.EtT I뻐 
RANDo/UZE rulER
cholceclrcle .. I t INT(RND • ClrcleSo)
GenClrcle(Test) a cboleeclrele

, ... DECIDE X뻐D YCORDINATION OF PAINTING CIRCLE llS뻐G AXIS( ) 
paintx a allsX(cholcecircle): palnty .. CenterY

, ... PAINT CIRCLE AND 따LCUl.ATE USER RESPONSE TIKI _
kS .. ""
LOCATE I. 33: PRINT "TIYE"
PAINT (palnu. painty t ClrcleRad - 1), palntcolor
LOCATE 13. sLocate(choiceelrcle): PRINT stelt‘choicectrcle)
"cODd '" Q
tatar t!l .. 0
TIMES" "00:00:00"
WHI l.E second a 0

TUIER ON
WHILE kS ....

l.OCATE I. ‘0: ’ PRINT TI삐ER
SOUND 100e. 1

u .. INKEY‘
WEND
TUIER 안OP
Hlnishl .. TIμER

’ STORE USER'S RESPONSE TI IiE IN CKTlIl£( ) ARRAY -
’ CHECK USER'S RESPONSE KEY (F뻐CTION KEY Fl. f2 ...• F7) ••
length .. 냐N( kS)

firstS =YIOS(U. 1. l}: nut .. ASC(flrstS)
IF length> 1 THEN

sa condS .. III OS (U. 2. 1)
second .. ASC(secondS)

EHD IF
IF second <59 DR second> ASCcodeCK TH탠

secood .. D: kS ....
END IF

WEND . secoDd.O
teapti.e: .. tflnlsh: - tstart:
cktl.e:(Test) .. teaptiae:
LOCATE 1. ‘0: PRINT ck‘ i 톨e’ (Test)

SELECT CASE eholcecircle
CASE 1

IF second .. 59 THEH YOQClrcle(Test) .. 1
CASE Z
If secoDd .. SO THEN YouClrcle(Test)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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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LOCATE 10 , 10
leS = .,
PRINT '_. TE얀 LOOP TE뻐 INAT!:. PRESS ANY KEY ._.
WHILE U ..

ItS = INKEY$
W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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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 LOCATE 1. I

PRINT ':::=::::===:::::::::::::=:=:: YOUR TEST RESULTS :=======:==::===::===:=:'
’ PRINT
• PRINT 'SEQUENCE' , "ORIGIN' , 'YOUR' , "RESULT" , "RESPONSE TIME'
’ PRINT
’ rlgntsa .. 0: rlghtti 톨el .. 0: totaltlael .. 0
’ FOR dlsp .. I TO TestLoopSa

I, GenClrcle(dlsPJ = YouCfrcle(dlsp) TH맘

rs 1tS(disp) 톨 "0'
rIlS“t$ : 'COOO'
rlghtsu = rlghtsu + I
rlghttlae# : rlghttlael + cktlmel(dlsp)

ELSE
rsltS(dlsp) : "X"
resultS" 'WRONG'

END IF
totaltlae# = totaltlme# + cktimel(dlsp)
PRINT d‘Sp. GeaClrcle(dl’ p) , YoaClrcle(dlsp). resul tS. cl: tiael(dlsp)

• NEXT dIsp
’ PRINT ',,=--..톨..===~~e:=========.z=-===톨_====••S:=:S."II= '3_======:==ac=z:::::::::uz=====•
• rlghtrate : (rlgbtsa I TestLoopSu) * lao
’ IF rlgbtsa <> 0 IH뻐

aYerlghttlae' .. rlgbttlae‘ I rights‘
’ END IF
• a,eresponsel .. totaltlae' I TestLoopSu
• PRINT 'SUCCESS RATE ,,":
’ PRINT USING "':••,'; rightrate;
• PRINT' SUCCESS AVERAGE RESPONSE TIME =':
, PRINT USING ‘ I::.::::::': ayerignttl 며ell:

‘ PRINT 'TOTAL RESPONSE TIμE =•;
’ PRINT USING ·111.la::::·: ayeresponse‘
sa'ersl tS ....
'HILE (UCASES(s.,ersl tS) <> 'y') AND (UCASES(sa,ersltS) <> 'N')

LOCATE 2~. 10
INPUT '00 YOU SAVE IE얀 RESULTS? (yIn)' , a‘’ersl tS
IF 띠CASE$(a. ，ersltS) <> 'Y") AND 띠CASE$ (snersl t$) <> 'W) THEN

CLS : aaveral tS .. ": BEEP
END IF

톨END ’ aavenl tS

SELECT CASE 따ASES (sa ye rs I1$)
CASE "YO

pc .. palntcclor: gc = groondcclor: 11 : light
FOR rr • l TO TestLoopSu

fRITE #1. ClrcleSu. GenClrc !e (rr). rsl tS(rr l. ckUlle#(rr ), pc, gc. t tS. II
NEXT rr

CASE "N'
END SELECT

CLS : LOCATE 12. IS
INPUT ....... DO YOU CONTINUE TEST (yIn) ? ....... contInueS

LOOP UNT 11. Ul대SES(contlnaeS) .. "N' ’ check test body contlnae
CLOS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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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청 조명수훈 실험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척 배경

가. 조명수준 질험연구의 필요성

감서쩌l어시스탤에셔 척첨 조명수준 설청의 문제는 지촉척인 연구의

대상이 되 어 왔다. 원자력발전소는 그 대표척띤 예외 하나로셔， 체어실의

설계에 대한 여러가지 혐격한 기준과 함께 USNRC 동에셔 욕청한 권고~1물

체시해 주고 있다. NUREG-0700 (Guidelines for Control Room Design

Reviews) 률 ‘보면， 제어질의 계장기기 환경에 대환 상세지첨의 하나로

illumination level , luminance ratio , reflectance 등의 권고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온 설제로 찰 반명되고 있지 앓온 것 같다.

국내에 가동충언 원천중 7 호기에 대한 조사의 결과나， 해외 seminara 둥의

25기의 원전에 대한 상셰체어셜 셜계검토의 조사 분석 결파에 의하면， 68 %

이상이 조명과 관련한‘ 인간공학척 결합사항(HED) 율 내포하고 있으며， 그

풍의 50% 청도는 아칙포 -개선훨 전망이 없는 상형이다. 또한 욕징책으로

조명수준윤 권고치 ι 보다 모두- 낮게 설계되어 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감시제어셔스템의 계장기기 셜계에셔 배치배혈과 환경의

셜청 문제는 변화률-꺾고《있요며， 아칙 표준화되지 웃하고 있다. 효;‘!척인

조명수 훈의 설정올 위하여는 다올과 칼은 여러가지 상반된 북척율

만혹시격야 하는 이유가 R었기 때문이다.

• 판벌， 감지 등의 작업에 대하여 제어반， console 등 확업대 표변에셔

학업자에게 최대한의 조명울 제콩하여야 한다.

• 여러가치 계장기기의 표변에셔 반사되는 휘광(glare) 의 밭생을

최소화 하여 작업차의 ~l각척인， 안청성올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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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기， 제어기 등의 label , 눈금 둥에 올명 (shadow) 이 지는 것율

방지해야 한다.

• 착업자의 작업공간으로셔 일반척인 환딴함과 동시에 기능척인

효흩성율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에 대한 이러한 목척율 만쭉하기 위하여 제시훤 지칭으로

NUREG-0700의 권고치는 다옴과 같은 이유로 실체 설청치와 상당한 차이률

보이고 있다. 또한 VDU 중심의 첨단 뻐I 설계에 있어셔는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 권고치의 조사값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착업과는 상당히 다븐

배경에셔 도훌훤 것이다. T’헤I칙후 원천 제어실에 대한 기훈이

시급하게 필요하던 시기에， 기폰의 항공우주산업율 기준으로 설정된

값으로， 매우 보수척으로 놓여져 었다.

• 현재의 현자혁발천소는 과거 계장기기에 버하여， 조명과 관련될

성격이 매우 다른 경우가 많아 쳤다. 과거의 계장기기는 거의

대부분이 수동 반사형 (passive) 으로 외부조명의 수준에 따라 그

시각척인 특성이 크게 영향올 받았으나， 최근에는 능동

발광혐 (active) 이 추종율 이루어 각기 필요한 광원율 내창하고 있는

것이 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래형의 캠단 제어실에셔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며， 륙히 CRT 및 추변기기 중심의 학업공간이

혐성될 것으로 천망된다.

• 원자력발천소의 훈천원 엄무가 체어조작(control) 중심의 기놓에셔，

관리캅톡 (supervisory) 중심의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동화(automation) , 칸략화(simplicity) 둥의 개념이 진전되어

운천원의 양척인 변에셔 작업부답울 줄여줄 수 있는 감톱 기능으로의

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톡 기능에 척합한 조명수준 철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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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면몰 고려한 새로운 설계기준의 설정이 요구훤다.

기폰의 원천 제어설 설계에 척용되고 있는 조명수준의 설정치는

권고치의 값보다 대처l로 낮아지고 있다.

나. 실험연구의 이론척 배경

VDU 중심악 에MI에 대한 조명수문의 셜정윤 감시 제어시스템의 작업

성격이 매우 γ 청확성과 민감성율 요하는 경우가 많으묘로 일반 MMI

착업공간에서 매우 놓은 수춘 으로 권고되었다( 1981 MIL-STD-1472

셜계기준셔 , - 1983 Woodson Human Factors Design Handbook, 1981

NUREG-0700 section 6.1.5.3 등) • 또한 VDU롤 채용하치 않운 일반 MMI의

책정 조명수준에 대하여 더육 높여야 한다는 실험 연구결과가 많었다 (1987

J.S.Lee 풍) • 청밀착업의 경우 대체로 750 Lux이상의 조명율 권고하고

있다. 표 3.4-1에셔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설계 및 규제요건으로

사용되고 있는 셜정치를 보면. VDU 충섬 MMI 에 대한 조명수훈은 500 - 1000

Lux로 추정된다. 이는 71존의 발천소의 조사결과롤 기준으로할 때， VDU

도입으로 대부분 조명수준을 상승시켜야 함율 의미한다. 다른 분야의

연구결과나 지챔에셔도 유사한 조명수준의 권고치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분야에는 540 Lux 이상율 요구하고 있으며， 차나다의 가훈치는

807 - 1076 Lux 에 이르고’ 었다( Canadian DCIEM 1980). 기타 영국의

기준은 500 , - 750 Lux이며 ( 1978 reading, University of London ), 톱얼의

DIN 표춘치는 500 Lux 이상율 요구하고 있다( 1982 German DIN standard

66234 ). 반면 75 Lux 이하률 권고한 연구결과 ( 1978 Snyder and

Maddox) 도 있으며， 스훼댄에셔는 200 - 300 Lux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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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착업공간의 조명수준 저참 ( NUREG-0700 section 6.1.5.3 )

Work Area Task Illuminance ( ft-cd )
or Type of Task

ID1n reconunended max

Panels , primary area 20 30 50
j.

Auxiliary Panels 20 30 50

Scale Indicator Reading 20 30 50

Seated Operator Console 50 75 100
‘

Reading • handwritten 50 75 100
• printed 20 30 50

Writing &Data Recording 50 75 100

센aintenance and Wiring 20 30 50"'

Emergency Operating 10 - -

( 추) 조명기준: 명미겨1 단위 ft-cd 사용( 1ft-cd = 약 10 Lux에 해당}

VDU 확질의 평가률 위한 객관척인 척도의 필요성은 매우 일찍부터

요구되어 왔다. 일반척인 확장처리에 대한 시스템의 구성이 신호의

변환계， 전송계， 기혹계 및 표시계로 다중의 단계롤 거쳐야 하며， 야로

인하여 많옴 제한조건이나， 잡옴， 왜곡 및 화질의 쳐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욕성율 반영하는 지표로는 MTF 가 있다 ( 본론 2장 실험계획 참조 ).

그러나 뺑II의 셜계에 필요한 화변의 설계요건온 단순히 하드웨어척면

특성만올 나타내는 자표로는 젤청하기 곤란하다. MMI 셜계 요건으로서의

화질의 혐가 기출운 시각척인 인식의 추체가 되는 인간의 섬리척인 톡성율

반영하는 지표가 되거나， 최소한 지각되는 화질의 변화률 반영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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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륙성으로 인하여 화질에 대한 추관척인 형가가 계속척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혼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올 어느 정도 반영하는 객관척인 지표로는 eTF (critical

threshod frequency)와 OTF(Optical Transfer Function: 공간추파수

륙성)가 있다. , 그러나 CTF는 눈 자체의 생리척 톡성율 설명하는 서각책

기준이며， OTF는 화면의 선명함율 나타내는 지표로셔， 화면의 공간주따수벌

물리량율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화면자체의 륙성과- 외뿌의 환경(륙히，

조명의 변화)에 의하여 반사， 분산， 깐섬 등의 영향율 반영하지 옷한다.

그러므로 조명수준의 셜청과 관련한 객환척인 지표로는 쩍합하지 않다.

반면에 조명수출의 젤청과 관련하여 화변의 션명도률 혹청하기 위하여는

주어진 환경외 설정염역에셔 인깐에게 인식되는 화면의 륙성이 반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묵척에는 작업자의 눈 높이에셔의 화질협가가 필요하다.

설계훤 MMI의 주어진 환경에셔 키폰의 화상쳐리 기법율 용용하여 화변의

훌력 결파블 칙첩 계측하여， 경계선의 환산파 명암의 변화비롤 잭환척인

륙정이 가능하다. 이는 인간이 인식하는 시각입력의 륙성율

화상처리기법에 의확여 분석한 것으로 외부조명 등의 명향율 반영하는

실질척인 화질의 잭관척 명가지표로셔 힐부를 만록할 수 있다.

Z. 조명수준 실험내용

VDU 중섬 맨II 셀켜1 의 척청 조명수준 설정율 위한 설험륙창은 당실에셔

셜계 제착한 "Test Booth"상에서 이후어 쳤다(본론 3장 3절 "Test Booth

설계 제착” 창조). 실험은 두가지 방향에셔 병행하여 이루어 졌다.

첫단계 실험에셔는 심박수풍 4 총류의 인간공학척 척도롤 중심으로 각각

예비실험과 본실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툴째 단계에셔는 영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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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의한 객관척 척도률 충심으로 화면 션명도(sharpness) 의 관챔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첫단계의 예비셀험에셔는 섬박수와 CFF (critical flicker

frequency)를 선정하였다. 예비질험에셔늠 MMl 설계의 척정 조명수준에

대한 생리척， 시각척 실험울 종합척 지표률 통하여 분석하였다(실험 I-I) .

또한 본 실험에셔는 수행도 지표 (performance index) 로 원자력발천소

훈천원의 작업특성올 대표할 수 있는 대표칙무요소 ( representative task

element)률 선쩡하였다(실험 1-2) • 족 대표칙무의 수햄에 있어셔 가창

수행도가 놓윤 조명수준올 VDU 중심 빠I 셜계의 척정 조명수춘에 대한

권고치로 해석하는 것이다. 각 실험의 구체척인 개요와 북척 및 절차는

다몸과 같다.

가. 인간공학척 척도에 의한 VDU 중심 MMI 의 척정조명수훈 셜청

1) 설혐의 개요 및 환경

VDU툴 중섬으로 설계 구성훤 Test Booth의 내부에셔 여러가지

수준의 조명에 대한 작업자의 반옹율 네가치 연간공학척 척도에 대하여

륙청함으로써 생리척， 심리척， 주관척 작업수행도 상의 최척 조명수준을

분석도훌 하였다. 기존의 재래식 MMI 설계에 대하여 유사한 륙청율

수행하여 기폰의 조명수준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올 상대척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3.4-1 창조) •

Test Booth의 상부에는 치정된 조명수준율 절정할 수 있눈 조명장치가

되어있다. 내부는 CRT를 중심으로 하여 띠설험자의 반용을 입혁하는

response key와 keyboard7} 약 2m 가량의 test module에 배열되어 있다.

수칙변에는 CRT 이외에도 기존의 재래식 표시등， 경보반， 지시계， 기록계

동율 가변척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채래식 MMI 의 경우와 비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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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공간의 묵성은 화석식으로 착업대의 각도와 높이 빛 의자의 높이

등을 피설험자의 편안한 자세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가변척으로 되어

었다. Test module의 뒷변에는 설혐자의 실험진행과 자료의 입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동 및 자료 분석 장치가 설계되어 었다.

2) 톡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측정된 조명수준은 6가지 수준으로 CRT와 작업대표변에서 50 ,

150 , 300 , 600 , 900 1200 Lux 로 백색 형광퉁을 광원으로 변화하였다.

광원의 구성윤 CRT 경면의 정반사가 따실험자의 시야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조정 설치되었으며， NUREG-0700 등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직접광원을

회피할 수 있도록 반투명의 아크랄 산란막을 사용하였다.

심박수는 인간의 작업부하를 나타내는 좋은 척도로서 일찍부터

인간공학등의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작업중인 인간의 작업부하를

종합척으로 나타내는 주요 생리적 지표로서 올동역학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기도 한 반면， 정신척 작업부하의 척도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섬박수를 결정하는 산경계의 활동야 정신부하의 특성을 반영하는

관측결과를 보이고 있가 때문이다. 즉， 심박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변수의

설정치를 바람직하저 못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뻐I의 셜계에

대하여 설정환 조명수준의 영향이 섬박수라는 종합척 생리지표에 의하여

측정될 때에 매우 유의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섬박수와 측정은 매

단위 설혐의 과정중 나타나는 펑균값을 선택하였다.

·한편으로 CFF(critical flicker frequency)는 셔야의 특정광원의

변화(구체적으로 깜박입. 즉 광원의 점멸율)에 태한 눈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CFF는 시각기능의 따로도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로

인간공학 및 섬리학 실험분야에서 많은-응용사례가나타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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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와 같윤 장λ1 깐의 시각작업에 대한 CFF의 륙정윤 훈천원의

외부조명에의 영향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의하다. CFE’값 자체는 많은

가변 척인 요인이 있다. 우선 방막의 위치에 따른 변화 (1963 Wolf &

Vincent 등)와 광원의 휘도변화에 대한 관계 (Ferry-Porter의 법칙에

의하여 휘도가 높올수록 CFF값혼 증가하며 Log환계가 있율) • 개인차 등이

존재하여 어느 특정수준의 CFE’률 제한치로 척용하는 것은 쭈의미하다.

그러나 CFF’의 변화가 시각의 피로 또는 시각기능의 부하툴 반영하는 것은

명빽하므로 그 상대척 악화를 질혐의 변수로 션택하였다.

수행도 지표(performance index) 의 선정에는 원자력발컨소 훈천원의

대표칙무률 분석도출하였다. 기존의 운천경험율 기반으로 제어실의

MMI상에셔 수행되는 대표척인 칙무요소률 분석하여 다옵의 네가치 수햄도

쳐표의 칙무률 구성하였다.

• 화면에 열거훤 경보등에셔 임의의 지시훤 경보롤 검훌하는 착업.

• 화면에 지서훤 계기률 검출하고 그 표시값율 얽어 입력하는 작업.

• 화변에셔 주어진 임의의 지청값율 나타내는 계기률 검훌 확인하는 작업.

• 그때프 상에셔 추어진 입의의 X값에 대한 Y값올 얽어 입력하는 작업.

위의 네가지 수행도 지표는 기존의 채래식 뻐I 셜계에셔도 거의 유사한

혐태칙무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척인 운전원 칙무요소의

일부분이다. 이 대표칙무요소의 분석 도훌윤 훈천절차셔의 총기발생기

튜브따혈(S61’R) 사고 완화 조치에 대한 절차 분석 및 다년간의 원자로

운전경험차(SRO) 의 검토에 의하여 이루어 쳤다.

또한 주관척 지표로셔 semantic differential법에 외하여 선호도률

지청된 착업의 수햄후 조명수준에 대한 척합도를 상대척 지표로셔 나타낸

값올 포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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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실험차(subject) 의 선청

피실험자의 인원윤 5 명으로 .펌란 연형은 31. 5셰이고 모두

서각척인 이상이나 질환 교청의 경력이 없는 정상 시력의 성인 남자이다.

여기셔 1명윤 재래식 뻐I어1 대한 사용경험과 유사 작업경험이 많윤

사람으로 다른 비쿄문파 비교하기 위하여 션청되었다. 이는 유사한 작업의

경험에 의한 학습의 효과가 조명수준의 결정에 영향옳 미치는지 여부와

선챙흰 척도(욕히 수행도 지표)의 척합성율 검총하는 수단으로 사용훨 수

있다.

4) 설험계획 및 철차(procedure)

설험운 두개의 변수를 한 단위로 이원배치법율 척용하였으며，

수행도 지표의 몽계척 유의성율 강화하기 위하여 반복 수햄되었다. 실혐의

구체척인 철차는 다융과 같다.

• 철험계획에 의하여 지청된 조명수훈율 셜청， 조도계에 의하여 확인한다.

풍시에 청상상태에 대한 피싫험자의 심박수와 CFF치률 혹정한다.

피철험차률 5 - 10 분청도 Test Booth 의 내뿌에셔 일청한 위치률 보고

있도록하여 추어진 조명수준에 충분히 척용하고 준비할 수 었도북한다 •

• 실험계획에 의하여 치청훤 임의의 작업올 10:회 수행한다.

이때 실험자는 피실험차의 실험에 대한 반용율 검토한다.

• 한 단위의 실험이 종료하면 족시 피싱험자의 CFF’롤 륙정한다.

피실험차는 주관척인 선호도률 기업하고 휴삭한다.

그림 3.4-6와 그럽 3 .4-7는 셀험에 사용된 CRT 화면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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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척정조명수준 설정을

그림 3.4-2 조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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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4-4 Flicker를 이용한 CFF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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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톨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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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聊활짧縣‘

그림 3.4-5(1) 수행도 측정 실험의 여I

그림 3‘ 4-5(2) 수행도 측정 설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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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6 수행도 측정 실험화면의 예 (1)

;‘ ι l"" ~-:: ‘
‘- - - ‘ --

그림 3.4-7 수행도 측정 실험화면의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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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한 조명수준 실험

1) 실험개요

Test Module에 장착된 CRT 화변을 영상처리 기법울 사용하여 Test

Booth의 조명수준 변화에 따른 영상처리 사스템에 포착된 CRT 영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영상처리 시스템은 비디오카메라， 영상처리 컴퓨터，

영상모니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 3.4-8에서 보는 바와 같아 CRT 화면을

비디오 카메라가 포착하여 영상처 cl 컴퓨터를 통하여 영상모니터에

전송하여 나타게 된다. 영상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은 256 등급의 명압값

(gray scale)을 가진 화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명암값들로

명암의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몇가지 예로서 명압값 분포에 대한

Histogram을 조사한다던가， 일정 직선상에 위치하는 화소들의 명압값으로

명암 profile을 만들어 명암의 추이를 관찰하기도 하고， 명암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불체간의 경계를 자동적으로 구성하고 나아가서는 형상인식에

이용하기도 한다.

본 실험에서는 영상모니터에 나타난 CRT 화변에 대하여 한 수펑션상의

명압값의 profile 을 조사하여 Test Booth의 조명수준 변화에 따른

profile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한 그래픽 모텔은 그림 3.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T 화연은 흑백화면을 사용하였고， 도형은 일정한 폭을

가진 백색 수칙션을 등간격으로 흑색바탕에 표시하였다.

본 설혐의 주 분석대상은 영상모니터에 나타난 CRT 영상의 흰 수칙션들의

검은 바탕과의 경계부분에서와 명암값의 추이， 그리고 흰 수칙션상의 밝은

부분과 검은 바탕의 명암대비를 Test Booth의 조명수준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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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청변수의 설정

Test Booth의 조명수준윤 Test Module에 장확될 CRT 표변에셔

혹정하었율때 50 , 150 , 300 , 600 , 900 , 1200 Lux로 각각 변확시켜 가며

실험율 수햄하였다.

그림 3.4-10 윤 각 조명수준에 따라 얻어진 CRT 화변 중앙의 수평면상에

위치하는 화소(pixe l)에 대한 명압값의 profile 올 보여주고 있다.

본 영상처리 시스템에서는 혹색의 명암값올 O(zero) 으로 하고 빽색의

명암값율 255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림 3.4-10에셔와 같이 CRT상의 흰줄온

곡션의 산 뿌분에 해당하고 검윤바탕혼 괄 부분에 해당하게 된다.

-그림3 .4-10로 부터 알 수 있듯이 조명수훈 50 - 300 Lux에셔는 벌 차이률

보이치 않고 있으나 600 Lux 이상일때는 CRT상의 검은바당 부분이 설내조명

의 영향올 받아 완천한 검용액이 되지 못하고 조명수준의 중가에 따라

밝아지고 있옴올 알수있다. 그리고 CRT 화변상의 하나의 흰줄에 해당하는

profile 올 확대하여 보면 그림 3.4-11와 같다. 그림 3.4-11 에셔 A구간，

C구칸은 중간 밟기 구간이고， B구깐은 백색구간， D구간윤 어두운 구간올

나타낸다. 여기셔 조명수준이 증가할 때는 D구깐의 명압값아 놓아지고 A,

C구간이 넓어지는 경향올 나타냈다. 이러한 profile률의 셰부 비교분석율

위하여 기울기 (gradient) 와 명암비 (Contrast Rati이률 정익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셔 기올기라 함온 profile의 중간 밝기 구간(AtC)에

대하여 인첩한 화소간의 명암값 차이의 철대값율 구하고 그 명균값올 낸

값을 최고 밝기 명압값(255) 의 %로 표시하였다.

r (AtC) 구간의 인접화소간 껴

l 명암값 차이의 절대값펑균 1
기울기(Gradient) = I Ix 100 이 되고

L 2~ J

명암비(Contrast Ratio) 는 밝은 구간(B) 의 화소당 명균 명암값올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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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A+C+D) 의 화소당 휩균 명압값으로 나눈값율 역시 CRT 한 화면에

대하여 10-줄의 흰 수칙선으로부터 명균하여 얻어진 값으로 취하였다. 야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옴과 같다.

r B 구간의 확소당 명균 명암값 「
명암비 (Contrast Ratio) = I I

L (A+C+D) 구간의 화소팡 혐균 명압값 -1 avg.

따라셔 기울71 (gradient)는 조명수준에 따라셔 영장에 대한 명암경계의

명확도툴 판벌하는 객관척 척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명암비(Contrast

Ratio)는 명상의 일받척얀 선명도툴 판벌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3) 명상，처리 실험계획 및 절차

염상처리 기법율 도입한 조명수준의 척합성 실험윤 다옴과 같윤

순셔에 의해셔 진행하였다.

,. 비디오 카메라률 피실험자가 Test Module에셔 작업할 때의 명균 눈

놓이와 일치하도륙 위치시킨다.

• Test Module의 CRT에 수칙선율 표현한다.

• Test Booth의 조명수준율 설정한다.

비더오 카메라가 포확한 CRT 영상율 영상모나터률 홈하여 확인하고

영상청보률 명상처리 컴퓨터에 처장한다.

• 조명수준율 변화시켜 가며 실험순셔 네번째의 과청율 반북한다.

• 처장훤 영상률율 차례로 영상모니터에 나타나게 한다융 화면중앙에

위치하는 수명선에 따라 영상의 명압값(gray value) 의 profile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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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가. 안간공학 척도에 의한 질혐의 곁파

그림 3.4-14 , 그림 3 .4-15 , 그림 3.4-16 , 그림 3 .4-17는 봄 실혐의

컬과로 얻어진 조명수준의 변화에 따른 혹정의 결과률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14는 조명수준의 변화에 따틀 혐균 심박수의 변화률 청상시의

성박수에 대한 상대척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15는 조명수출의·

변화에 따른 피실험자의 CFF값 변화률 나타낸 것으로· 역시- 정상시에 대한 J

장대척 비율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두 설혐변수의 혹청결과롤 보면，

성봐수의 변화에 대하여는 조명의 변화가 용계책으로 유의할 만름의 차이를

보여주지 웃하고 있으나， CFF값에 대하여는 단순비례가 아닌 다차방청식의

상관환계툴 보아고 있다. 측， CFF 값율 기준으로 할 때 CFF률 최대화하는

척청조명수춘의 폰재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 실험결과로는 그 값이

300 Lux부끈으로 추청된다.

그림 3.4-:16 운 조명수준의 변화에 따론 효1 실험자의 션호도불 나타내는

것￡로 300 Lux에 대한 값올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통계척인

휴의 수출율 보이지 못하고， 륙청 조명수준에 대한 주관척인 선호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눴다. 다만， 피얼험차간의 개인척인 선호의

차이와 1200 Lux 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통계척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림 3.4-17 는 조명수준의 변화에 대한 패표 칙무요소의 수행도 지표

변확툴 나타낸 것이다. 수햄도 지표는 조명 수준의 종가에도 거의

종가하지 않는 경향올 보이고 있옵올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면으로는

조명수준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추어진 대표칙무요소에 대한 수햄도는 거의

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북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행도의

유지수춘혼 반북훤 강화실험에 셔도 같윤 결과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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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처리 기법에 의한 실혐의 결과

그림 3 .4-18과 그림 3 .4-19는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셔

얻어진 기울기와 명암버의 조명수준에 대한 추이툴 보여주고 있다.

기울기값과 명암비는 조명수준의 충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율 보여추고

있다. 그리고 300 Lux 이하의 조명수준에셔는 기울기와 명암비의

감소추세가 600 Lux 이상의 조명수준 에셔의 감소추세 보다 많이 완만하여

전체척으로는 포물선의 추어률 띄고-있다. 따라셔 기울기 값이 클수록

명상의 경계부분이 명확해진다 할 수 있으므로 착업자에게 바람칙 하다고

할 수 있으나， 명압비가 일청수준율’ 지나 그 값이 계속 커질 경우에는

상대척으로 착업자의 시작피로 현상율 초래할 수 있으므로 높윤 명암버가

반드시 좋다고는 활 수 없겠다.

본 영상처리 기법율 사용한 조명수준 실험의 결과는 CRT 이용의

착업공간 하에서는 300 Lux 이하의 조명수준에셔 ·확변의 선명도가 유지

될다는 사실율 보여주고 있다. 본 영상처리 실험은 한대의 CRT 만올

사용하였으나 실험결과로 얻어진 기물기 값과 명암비의 조명수준의 변화에

대한 추이는 CRT의 성능에 관계 없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훤다.

4. 조명수준 실험의 결론 및 토의

가. 결론

VDU 중심 뱀u 설계에 대한 척정 조명수준의 실험책 분석흩 수행한

컬과 두가지 명햄질혐의 결과에 따라 다옴과 칼온 해석야 가능하다.

첫째， 네가지 인간공학적 척도에 의한 척정 조명수준의 분석윤 확고한

셜정치를 쳐l시할 수 있올 만큼 명확한 결과가 도훌되지 뭇하였다. 그러나

CFF 값에 대하여는 300 Lux 천후의 냥은 수준어1셔 CFF률 최대화 하는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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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수준와 제시가 가능하다.

툴째， 영상처리기법에 의한 화변의 선명도 륙정의 결파어} 따르면，

외부조명 수준의 변화에 따문 CRT 화변의 명암비와 획폭비의 변화가

현격하며， 600 Lux 둥 놓윤 수준의 외부조명이 었는 경우 화면의 선명도툴

20%이상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 Lux 이하의 경우

선명도외 저하는 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토의

본 실혐의 결론올 기준으로 기폰의 셜겨1지첨과 비교할 때， 매우 현격힌

차이률 보이고 있옴올 알 수 있다. 륙히， 원자력발전소 제어실 설계에

대한 설계검토의 거준 및 권고치로 이용되어 온 NUREG-0700 의 설청치가

운전원의 console 셀계에 대하여 75 - 100 ft-cd (즉 750 - 1000 Lux) 연

것과 비교할 경우， 상당한 변화률 요구하고 있옴율 얄 수 있다.

본 실험 연구결과와의 버쿄볼 위하여 획근 빠11 셜계의 실험척 연구컬과롤

셜계에 도입하고 건셜단계에 들어간 프항스 전력공사(EDF) 의 최신 체어실

(N4 control room) 설계의 경우를 고찰하여 보면， MMI 의 외부조명올 50 Lux

이하로부터 훈천원이 훤하는 대로 상활에 따라 가변척으로 조절가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함상 한번의 조착에 의하여 척정치로 자동환훤 되도록

설계 되어 있는데 정상 고정값윤 100 Lux로 되어 었다. 프항스 천력공사의

최신 제어실은 원자력분야에셔는 세계 최초로 실용화의 단계에 이를 VDU

중심 MMI 설계로써， 비교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일반척으로 반사형 맨’I 기기률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의 조명이 칙접척인

광원의 역할올 하므로， 학업의 요구 수행도가 높아질수록 이를 윗받챔하는

외부조명의 수준도 척철히 놓여 주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VDU에셔와 같이 표시장치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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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표시에 필요한 광원을 확보하고 있눈 경우에 이러한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본 연구의 실험 I과 II 의 결과에셔 보는 바와 같이， VDU

중심의 착업공간에 대하여는 외부조명을 높일수록 운전원의 시각척 피로를

가중시키거나 (설혐 I : CFF에 의한 살혐 참조) , 화변의 선명도를 크게

저학시키는(설혐 II참조) 결과를 나타내어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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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Monitor

Image Processing-CRT - Video Camera ... Computer

-’

그림 3.4-8 영상처리 시스템 개략도

그림 3.4-9 영상처리기법을 통한 조명수준 설험용 CRT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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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비디오카메라의 위치 설정

그럼 3.4-13 영장처리시스템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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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첼 딴구결과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원차력발컨소 충양체어실율 결정하는 뻐I (Man-Machine Interface) 의

설계는 원자력의 안천성과 효율성 제고하려는 일차척 북척율 수반한다.

본 연구는 원차력발전소 MMI 설계방안에 대한 연구의 제 2차 연도로 절계의

시스탬책 첩근방법과 개벌척연 설험척 연구륭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MMI 셜겨}의 종합책 연구는 본 연구의 천반부( 2창 체계책 첩근방안 )에셔

거슐한 " systems approach (시스템척 첩근방법) " 가 현채 원자력계에셔

시도되고 있는 젤계의 추요 꽤확이다. 이러한 설계방안의 구체척 쩔차와

협푸내용율 기폰의 규제요건과 지침율 만혹할 수 있도록 청의 도훌 하였다.

또한， 젤계방안의 모효성률 배쳐l하기 위하여 셜계방안의 추요 골격이 되는

칙무분석과 칙푸분석에 의한 MMI 셜계검증 방안율 구체화하고，천산모형으로

철계 채발하였다.

또한， 체계척 접근방안과 병행하여 실험척 접근방안이 셜정되었다.

이는 시스템척 첩근방법의 하부에셔 사용되는 각 설계요소가 구체척 E 언간

성능 및 특성의 자료툴 근거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륙성의 자료

는 가볼척으로 실제척 실험 및 륙정연구에 바탕율 두고 있으므로， 원자혁의

톡륙한 요건과 H에1철계의 고유 특성올 고려할 수 있는 실험 및 륙정연구가

철청되었다. 이러한 묵척율 만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빠II 요소 측정

에 척합한 고유의 실험환경 (가청 " Test Facility") 율 절계하였다. 또한

연구가 시급한 VDU 셜계 관련 실험올 워하여 그 일부분(" Test Booth"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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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 환료하였다.

2., 연구의 결론

맨fI설계에 대한 당해년도 연구의 결론운 다옴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VDU 충섬 뼈I에 대한 새로운 설계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의 뼈I 셀계추이로 부터 VDU 중심의 뻐I에 대하여 셀험척 연구가 필

요하다고 분석청의하고， 일화척으로 ”척정 조명수준”에 대한 실험척 연구롤

수햄하였다. 실혐의 결과로는 책정조명수훈에 대한 기존의 지침윤 정상보다

놓윤 수준 (500 - 1000 lux) 올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설혐의 결과는 반대로

낮운 수출 (300 lux 전후) 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셔， MMI 설계의 변화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에도 VDU 중심의 에MI설계가 진햄훨 경우， 기폰외

경험에 의한 설계방안에셔 일부 이용되고 있는 인간공학척 지첨윤 대폭척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올 얻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철계기준에 대하여는

연구가 미진하며， 외국의 결파몰 그대로 차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

셔 고유한 멘11 셜계기훈 셜정율 위하여 대폭척인 실험연구가 시급하다.

(2) 빠11셀계에 체계척 접근방법 (systems approach) 의 척용이 가능하다.

제안된 빠11설계에 대한 체계척 접근 방안올 동하여， 안전성에 대한 인깐

공학의 고려사항올 포함하면셔， 규제요건의 셰부내용올 만촉시킬 수 있는

방법론의 질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올 내릴 수 있다. 특히 인칸공학의 제문제

에 대하여는 이러한 접근방안이 유일한 해결책이며，고유한 성격올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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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이 된다. 폰 연구에셔 제시하는 설계접근방안율 구체척으로 기솔하고

현실성이 었융올 보이기 위하여， 설계방안의 골격올 부분척으로 전산화까지

가능하도룩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로 기존의 추관척이며 셀계개선의 효과가

막연하던 인간공학척 설계항북에 대하여 개벌척이고 잭관척으로 셜계요건올

분석하고 검충할 수 있옴올 입중하였다.

(3) 기놓척 칙무분석 (task analysis) 수행올 위한 천산코드가 필요하다.

체계척 접근방법의 주안첨은 기능척 칙무분석에 있다.기능척 칙무분석운

MMI 의 설계요건 설정의 근거가 되며， 설계의 확연 및 검중(V&V) 의 기준이

훤다. 기놓척 칙무분석의 구체척인 철차와 방법올 본 연구에셔 모혐화하여

제안한 바， 전산확률 완성할 경우에는， 측각척으로 MMI 설계과정에 용용할

수 있다. 기존의 빠I설계애 대하여는 설계의 검증요건 (상세제어실셜계검토

등 규제요건)율 위한 기준율 설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표준화 셜계와 같이 MMI 셜계의 고유성울 확보하려는 신규설계의 경우 운천

원에게 부여되는 기능척 칙무요건의 명가 빛 재구성 근거롤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셜계가 구체척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설계의 부분척， 종합척

검토와 더불어 수정보완의 방향제셔률 가능하거l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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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 설계률 위한 설험연구의 필요성은 앞에셔 언급한 바와 같다. 또한

질험연구의 실효성운 유사체계툴 롱하여 얻올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셔는

MMI 설계의 초기 단계로 실험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따라셔， 첨단 MMI 설계

개발율 위해셔는 OECD Handen HA빠，AB의 Test Facility와 같폰 실험환경의

개발이 우선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 고유의 MMI 철계기술의 확보률 위하여 본 연구에셔 수행한 설험의

경험파 셀계 채안한 Test Facility 의 상셰한 내용율 다른 원차혁 선진국의

연구개발 환경과 비교하여 MMI 설계 연구의 방향율 설청하고차 한다.

1. 실험연구결파의 한계점과 Test Booth
‘

본 연구에셔는 시률레이터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지 뭇한 연구환경올

감안하여 가능한 실제의 시스템 환경과 유사한 부분 환경조건율 갖문

안간공학 실험 Test Booth률 철계 및 제착확여 이률 활용하였다. 이 Test

Booth는 장차 Test Facility의 일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질혐의 구성운 IBM-AT PC률 중심으로 소트트훼어상으로 운명되었다‘ 그필나

MMI 의 설철척인 환경이 되는 훈전절차나 동척면 청보표시는 거의 불가눔한

수준이다. 따라셔 MMI 수행기능에 대하여 대표칙무요소률 분석 도훌륭}여，

단위칙무에 대한 실험율 수행하였다.

또한， 실험의 하드웨어척 구성에셔도 실제 MMI 용으로 상용되고 있는

표시장치는 19인치 칼라그래픽의 고해상도 CRT인더1 ， 실험에는 16인치가 사용

되었다. 조명의 구성에셔도 빠11의 물리척 욕성 (크기， 채질， 반사， 색상 등)

에 많윤 차이가 있었으며， 그 명향운 분석에셔 규명되지 않았다. 반웅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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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륙정신호(륙히 심천도 둥 생체신호)의 on-line 쳐리가 원활하게 구성

되지 않아 섬박수나 CFF 둥 단순한 계수만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정상척인

측청법의 설청과 실험계획올 위하여는 기본책으로 다충의 생체신호의 동시척

쳐러와 분석 이 가능한 생체계륙장비 (예률률어 poly-graph telemetry system)

둥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시각척 학업륙청의 가장 일반척인 연구방법론인

안구운동혹청기 (eye-camera) 에 의한 실혐의 비교첩곤이 필요하다. 원자력의

륙성에 의하여 삐에I 연구에서는 생리척안 혹청보다 샘리척인 륙청의 중요도가

더 크다. 륙히， 일반 작업부하의 륙캠과 함께 창선척 착업뿌하(mental work

load) 의 명가기법이 중요한 의미률 가지므로 생체신호의 분석수단(FFT 둥) 윤

시급한 실험환경의 하나이다.

륙정법에서나 설험계획에 있어셔도， 조명의 수준 벌화에 대한 사전의

반웅특성에 대한 생리척，심리척 구조가 운척되지 않고， black-box approach

의 형태로 혹청하였으므로， 실험결과가 유의하지 않올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볼 실험환경의 확립율 홈하여 질험혹정의 수단율 척합하게 선청하고， 륙정의

청밀도률 높여갈 경우， CE’F등 인간공학척 척도에 의한 VDU 중심 빠I 셜계의

기준설청율 가능하게 할 수 있율 것으로 기대훤다.

2. 설혐의 체계척 추진율 위한 Test Facility~ 필요성

획근 캠단제어설의 셜계동향은 원전운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울 극대화 시카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원천운천원의 입부가 체어조좌(control) 충섬기능에서

관리감독(supervisory) 충섬기눔으로 전환되도록 컴퓨터률 사용한 훈천보조

시스템(COSS : Computerized Operator Support System) 의 개발과 VDU률 사용

하는 새로훈 운전정보 표현기법올 척용하려는 착엽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원자력발전 관련 117M국어 참여하고 있는 DECO Halden Reactor Projec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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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가입) 두가지 연구분야중의 하나인 Human Factors Research 분야의

연구는 종래의 수 많은 계기들올 사용한 거존의 원천 제어실이나 계장기기와

VDU률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석 원전체어실과는 달리 컴퓨터와 VDU , 그리고

EL 판넬등 새로운 정보표시 제어기능올 갖환 소차를 사용하는 신형 체어설의

설계에 대한 연구률울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추요내역올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첫째는 신형제어실의 청보천달 매체가 기폰제어실의 경우와는 달라셔 정보

의 형태와 천달방식에 있어서도 다르다. 따라셔 새로운 방식의 제어실 설계

에는 륙청한 원천의 운전상태(정상， disturbance , accident 등}에 따라 운천

원이 필요로 하는 시스댐상태에 대한 정보， 훈천원 보조치원시스템에셔 저I공

하는 정보둥율 관리하고 운전월에게 제공확는 기법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Halden Reactor Project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각기 다른 기종

의 컴퓨터에 커본율 둔 각종 coss들율 운천원올 위한 단일시스템에 몽합하여

통합시스댐물 구성하려는 연구이다.

또한 이들운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표현기법 또는 coss

자체의 신뢰성과 질용성올 확인하는 작업으로셔 인간공학적 철험율 채택하여

수행하고 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률로 부터 얻어지는 결과 및 경험올 다시

제어실 설계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 빛 검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Halden Project에서는 HAMMLAB 이라는 실체 제어실과 같온 규모의 모의체어실

율 쳐1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NORS라 불리는 PWR혐 Full Scope Simulator 률

연계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럽 4.2-1 참조)

Halden Project 는 1993년 이전까지 신형제어실의 셜계률 최종 완성시키는

목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첨단체어실 설계에는 원전운천에 있어져

그 충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운천원 보조지원시스템과 함께 운천원과의 가장

효율척인 인터퍼l이스의 설계가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느니 만큼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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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인터떼어스 측， CRT 빛 Overview Screen의 숫자 및 구성， 각종 청보의

표현매체 셜정， 표현방식 설정등에 대해셔 인간공학 실험척 첩근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씬간공학 실혐의 체계척인 추진율 위해셔는 Halden Project

에처 시도하고 있는 것파 같몰 실제규모의 체어실아나 Full Scope Simulator

의 사용이 필요하나 국내여건율 고려하여 볼 때 그 가능성운 획박하다 할 수

있겠다. 따라셔 회소한의 인간공학척 질헝환경율 구혹하기 위해셔는 되도룩

이면 실제의 제어설과 유사환 환경율 조성해야 한다. 따라셔 본 연구에셔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Dynamic Mock-up 의 성질올 가지도록 여러대의 VDU 률

사용하고 기본척 인 Simulator Code툴 장확한 Test Facility의 져1작이다.

이때 Test Facility의 구성은 가능한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롤 모률화

하여 Test Facility의 변겸이나 확장율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Test Facility률 사용한 실험결과률은 곧바로 Test Facility의 보완에 사용

될 수 있고 실체제어반 설계와 화면셜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이루

어진 셜계의 확인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셔는 본 연구소가 추

진하고 있는 원전 톡차설계의 자체능력 배양에도 그 일억율 담당한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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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3첼 연구방향 및 건의사항

원자력발천소률 비롯하여 미래의 공정체어 및 감시체계의 MMI 설계는 챔단

hi링I-touch device 와 컴퓨터의 발천파 더불어 VDU률 충심으로하는 다기능의

설계로 변화하고 있다. 원자력발천소의 MMI 셜계에 고유한 첩근방안율 셜청，

이러한 설계의 변화롤 체계척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다율과 같올 후속연구가

지속책으로 이어쳐야 한다.

(1) MMI 설계요건 분석 및 검중용 천산모혐의 코드화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훤 젤계 요건 분석 및 청중 모행올 천산화하여

PC률 운용환경으로 하는 코드률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MMI 셜계의

체계척 첩큰방법율 구체화하여 셜계과청의 임의성율 제거하고，성겨 l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큰거률 확보함으로써， 설계의 질올 한차원 놓일

수 있는 수단이 훤다.

(2) 캠단 뻐I설계의 윈간공학척 기준 및 치청셔 좌성

기존의 설계지칭 및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NUREG-0700에 대한 수청

보완의 필요생이 명뼈한 바， 최근의 MMI요소에 대한 셜계변화 (주로

VDU 도입과 관련하는 변화)를 중섬으로 새로운 철켜1기준 및 지참 ..~의

착성이 필요하다.

(3) 원천 MMI 연구를 휘한 인간공학 실험환경 설정 및 기초실험

본 연구의 경험으로는 센MI연구에셔 Test Facility가 하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므로， 이미 셜계 제착된 Test Booth률 중심으로 설계 명가가

시급한 상험율 실제척으로 수행활 수 있는 실험환경의 설정이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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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흰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설계기준이 필요한 VDU 관련

분야로부터 우선척인 기초실험올 수행하여 고유한 셜겨}기준의 확보에

추력하여야 한다.

(4) 인간공학척 설계 명가 및 측정 방법론의 확보

생체신호혹청분석올비롯하여 각종의 수햄도 륙정율 위한 실험기자채

빚 혹청장치의 개발 또는 도입이 필요하다. 운천원의 생리척/심리척

특성과 반용의 혹정결과를 체계척으로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수단이 확따라야 할 것이다.

(5) 뻐I 설계의 체계척 접근율 위한 칙무분석 (Task Analysis) 추진

체계척 첩근의 골격이 되는 기능척 칙무분석율 수행.하여， MMI 설계의

고유한 설계요건올 분석 도출하고， 새로운 설계추이에 따른 채구성과

수정보완의 기반올 마련하여야 한다.

제시된 후속연구의 다섯재 항목운 모두 MMI설계툴 워하여 중요한 과제이며

MMI 설계의 고도화률 위한 필요성과 효과가 명빽한 것으로， 이미 원자력푼야

선진국에셔는 추진충이거나 환료단계에 있는 것이다. 따하셔 야에 대한 연구

확산파 조칙척인 연계률 혐생하여야 한다. 다옴은 그러한 연구의 확산과

연계성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이다.

(1) 뻐I분야의 셜겨1분야， 규제분야， 연구분야 연계 추진

원자력기솔의 고유한 특성으로 국내의 원전 맨11 설계에 대한 관련기술의

범위는 협소하다. 관련룹야툴 크게 나누어 보면， 계장 및 계혹체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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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련 규제분야， 연구개발분야 동 셰푼야로 나누어 진다. 계장 및

계혹제어 철겨l분야에셔는 MMI설계의 구체척 질햄 및 제착에 대한 업무로

철계첩근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과 개별 설계기준올 칙첩 척용한다.

또한， 규제분야에셔는 설계의 개별항북에 대하여 방향 및 한계청율 셜청

하고， 설계의 안천성울 분석하여 안전성 분석보고셔(SAR) 활 작성한다.

현구개발분야는 코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MMI의 개별척 철계기술율 개발

하는 분야와 빠11 설계의 체계척 접근방안율 설정하고 구체척인 절차와

수단율 개발하는 분야 및 MMI 설계에 대한 검토 및 검층율 위하여 실험，

조사분석율 수행하눈 분야가 있다. 각 분야에셔 부여된 업무의 시급성과

얀력의 부촉으로 인하여 MMI 셜계분야의 연구개발의 결과률이 상호 연계

되지 뭇한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의 중붐과 천문성의 결여로 인한 설계

자체의 부탐이 설계의 질척 향상올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올 해결하고， 지속척인 셜계의 개선과 고유한 규제의 설정

및 환련 연구개발의 활성화툴 달성한 사례를 프람스의 경우에셔 찰며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률 보면， 쐐I 이후에 TMI 이행조치툴 설청합과

동시에 프랑스전력공사 (EDF) 툴 중심으로 뻐I설계에 대한 체계척인

첩근방안율 설정하고 지속척인 연구개발율 추진한 결과 최근에는 최초의

첨단 제어실이라고 할 수 있는 N4 제어실 율 설계 환료하였다. 프항스의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 S3C 시률레이터” 라는 MMI 철계외 종합환경이

있었다. S3C 시률레이터는 챔단체어실 셜계의 proto-type 으로 제착되고

동시에 그애 대한 인깐공학척 설겨} 검토 빚 검층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셜계결과률 실제척어고 즉각척으로 펑가하고 수정 보완힐 수 있었다.

따라셔， 빠11 셜계에 대한 기존의 활동올 연계하고， 기술의 종합보완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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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Test Facility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Test Facility 를 동하여 설계차는 설계내용에 대한

기준과 차속척인 검토， 설계재선 및 수정 대안에 대한 족각척인 명가률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젤겨I결과의 종합척인 검충， 규제의 방향 및 개별

규제요건의 설정등에 대한 수단으로 설계와 병행하여 규제기농의 구체척

수햄이 가능하게 훤다. 연구개벌 분야에셔는 이러한 록책에 부합하는

체계척 설계철차률 개발함에 있어 성충척인 확인이 가농하며， 개별척인

셜계요소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기훈율 실험척으로 도툴하여， 국내의

고유한 철계기훈 및 개션방향율 셜청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동의

맴u 설계 환경율 롱하여 MMI 설계에 대한 각 분야의 업무률 연계하고

일관성 었고 효율성 있는 설계기술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가대 된다.

(2) MMI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창여 추진

최근의 뻐I 셜계에 대한 관심율 반영하는 가장 두드러진 활동옴 DEeD의

공동Project 인 Halden Project 이다. 앞셔 언급한 바와 같이 Halden 에는

HA뻐lAB 야라는 공동의 질험환경올 가자고 있다.프랑스， 톡일， 이탈리아

등올 주축으로하는 유럽 중심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 등이

척극척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에 동참하고 있는 것운 Halden Project 의

실효성율 반증하는 예라고 하겠다. 현채 빠I 분야에셔는 많윤 보조지원

체계와 셜계개선( 제 1 장 참조 )이 진행되고 있는데， Halden 과 같은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두가치 변에셔 두드러진 효과툴 보아고 있다.

•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셜계채선 및 보조치원체계의 기술교환

• 자체개발 또는 수정중인 MMI 설계에 대한 책관척인 펑가 및 검증

일붙， 미국， 프랑스 등이 Halden Project 의 참여를 통하여 얻운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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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 것이다. 륙히 일볼의 경우， 원자력 산업계에서 개발 또는

추진되고있는 MMI설계는 그 목표설정과 계획 및 수행내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Halden 의 결과률 기준으로， 고유한 상활올 척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미국의 EPRI 가 설정한 MMI 셜계의 사업자요건온 대부툴

머국내 참여차툴 통하여 Halden 에셔 검토 빛 확인 과청율 거친 것으로

훈석된다.

따라셔， 국내 빠11분야의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설계기술의 향상율 휘해

Halden Project 와 같윤 국제 공동연구에의 참여훌 책극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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