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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목제목제목I.I.I.I.

차원 가상 원전정보 시스템 개발- 3

사업 목적 및 필요성사업 목적 및 필요성사업 목적 및 필요성사업 목적 및 필요성II.II.II.II.

필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건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운전경험은 원전 안전 규제

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사고 고장 발생 시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효율적인 사건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지원 도구로써 차원 가상 원, 3

전 모의 프로그램의 사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상 원전 모의 프로그램은 원전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설치 및 운전 상태를 시,

각적 차원 객체 기반으로 표현하여 각 기기와 계통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할 수3

있다 또한 규제 요원의 원전 계통에 대한 훈련에 활용하여 규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본 시스템은 개발 후 다양한 규제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 .

최종 목표-

본 사업은 한국표준형 원전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차원으로 형상화하고3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하여 원전 계통에 대한 훈련을 수행하고 비전문가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가상 원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원전의 규제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 공정을 이해하기 쉽게 가상현실 상에서

모사하거나 또는 동영상으로 구현하고 원전의 규제 및 관리에 필요한 안전 정보를, ,

통합하여 정보기반을 구축 이를 바탕으로 차원 형상과 해당 안전 정보 검색과 관, 3

리가 편리하도록 웹 기반 그래픽 사용자 전면 를 이용하여 연결 발전소 전체의GUI ,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위탁 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사업내용 및 범위사업내용 및 범위사업내용 및 범위사업내용 및 범위III.III.III.III.

본 사업은 차년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발전소 전경 및 계통의 가상현실 모3 ,

사 부분은 발전소 전체 형상 발전소 계통 및 기기형상 단위 구조분해 조립공정 모, ,



의로 나누어 차년도에 수행되고 과도 사고 현상 모의는 과도 현상 모의와 실시1, 2 ,

간 중대사고 현상 모의로 나누어 차년도에 주로 수행될 예정이다3 .

결과결과결과결과IV.IV.IV.IV.

차년도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 일부에 대한 차원 형상 모델링과 모델링한 발전1 3

소의 차원 형상을 웹 기반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3 3

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차원 형상 모델링은 발전소 외부 전경 및 건물 발전소 주요 설비인 원자로 및3 ,

상하부 구조물 증기발생기 가압기 발전소 기기 중 핵연료 집합체 가압기 안전밸, , , ,

브 주증기 안전밸브 그리고 발전소 계통 중 원자로 냉각재 계통 주증기 계통 복, , , ,

수 및 주급수 계통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차원 가상 원전 정보 체제 시제품은 모델링한 차원 형상 모델을 가상현실 시뮬3 3

레이션으로 변환하여 웹 기반 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형상의 회전GUI ,

확대 축소 이동 투명도 부여 숨기기 위치 확인 단면 보기 전체화면 전환 화면, , , , , , ,

포착 등의 기능을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머지 부분

이 순조롭게 개발된다면 원전의 효율적인 규제 보조 수단으로써 그 활용 가치는 충

분할 것이며 원전 산업에서 디지털 정보화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SummarySummarySummarySummary

I. TitleI. TitleI. TitleI. Title

Development of 3D Virtual Reality (VR) Plant Digital Information System

II. Objectives and Significance of the ProjectII. Objectives and Significance of the ProjectII. Objectives and Significance of the ProjectII. Objectives and Significance of the Project

- Significance of the Project

Improved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are required to perform efficient

inspection on time. This can be achieved by utilizing a virtual reality (VR)

technology to construct a three-dimensional (3D) power plant model that helps

users experience various features of the plant.

- Final Goal

This work is focused on constructing a VR nuclear power plant which will

help train the personnel understand the system characteristics of the plant by

navigating through the 3D plant mockup.

This project also aims at constructing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ver

the whole plant area, by integrating safety related data and combining it with

the web based graphic user interface (GUI) technology to facilitate the search

and management activitie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This project spans three years. Two years are allotted for 3D mockup

modeling of the plant system with VR simulation of construction and

disassembly of plant systems and structures. The third year will mainly focus on

simulation of reactor transients and real time simulation of severe accidents.

IV. Results and SuggestionsIV. Results and SuggestionsIV. Results and SuggestionsIV. Results and Suggestions

The first year was spent for 3D mockup modeling of most part of the plant,

and prototyping web based VR Plant Digital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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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nt environment, buildings, reactor structure, steam generator,

pressurizer, fuel assemblies, pressurizer safety valve, main steamline safety valve,

reactor coolant system, main steamline system, auxiliary and main coolant

supply system were modeled into 3D mockups.

The control functions such as magnification, rotation, movement, transparency,

location detection, crosscut view, full screen toggle and screen capture were

implemented to aid people to easily manipulate and navigate through the VR

mockup.

Albeit there remain a number of development items to be worked on, it is

certain that we have successfully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the 3D VR

Plant Digital Inform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if constant maintenance and

modification are kept with user's demand satisfied, the VR plant is deemed to

serve as an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power plant regulation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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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업 개요제 장 사업 개요제 장 사업 개요제 장 사업 개요1111

목적 및 필요성목적 및 필요성목적 및 필요성목적 및 필요성1.11.11.11.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는 정기검사 및 운영변경허가 사항 등과 같은 일상적인

심 검사 업무와 사건 발생 시 대응하는 비상 대응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비상 대응 규제 업무 중 원전 사건을 조사 분석 및 평가 개선 사항 도출을 이행, ,

하는 운전경험반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전에 발생한.

사건의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운전경험은 원전 안전 규제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

가되고 있으며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 시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효율적인 사건, ,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지원 도구로써 차원 가상 원전 모의 프로그램의 사용 필요성3

이 제기되었다.

원자력 시설의 일상적인 안전규제는 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가3 ,

동 중인 원자력 시설의 성능이 운영허가 시에 요구된 제반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정기검사 둘째로 건설허가를 받은 원자력 시설이 허가된 내,

용에 따라 그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는 사용 전 검사 마지막으로 원자력 시,

설의 설계 제작 건설 운전 및 보수 전 단계에 걸쳐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 , ,

동이 품질보증계획 요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수행되는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품

질보증검사가 있다.

기 건설되어 상업 운전 중인 발전로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는 핵연료 재장전

기간이나 예방정비기간 중에 실시되며 그 범위가 원자로 본체 원자로 냉각계통시,

설 계측제어계통시설 등의 총 개 시설로 광범위한 영역이다 현재 대부분의 발전, 10 .

로 핵연료 재장전기간은 일이며 예방정비기간의 경우 작게는 일에서 많게는60 , 20

여일이 소모된다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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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관 및 계통도< 1.1>

현재 경제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핵연료 재장전기간 및 예방정비기간의 단축

연구 및 그 적용이 사업자인 한수원 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정비 및.

재장전시간의 단축에 따라 정기 검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기 검사.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로 본체 원자로 냉각계통시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

영역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계통들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이해는 현재는 위의 그림 과 같은 차원으로 표시. < 1.1> 2

된 도면을 기초로 하여 학습되고 있으며 보조적인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부서

별로 분산되어있고 그 효과 또한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면을 바탕으로, .

복잡한 계통 내에서 검사를 위한 부위를 찾아내는 것은 현장에서의 다수의 경험과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 정해진 기간 내에서 효율적인 검사 및 규제를 위해서는.

현재 보다 효율적인 학습체계 및 훈련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형 시설을 제작하거나 실제 정기 검사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

한 비용을 투입하여 효과적인 훈련 체계 및 보조 수단을 구축하는 방법이 필요하

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 와 같이 가상적인 공간에 차원 원전를 구. <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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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여겨

진다.

그림 가상 원전의 구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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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의 목표위탁사업의 목표위탁사업의 목표위탁사업의 목표1.21.21.21.2

최종 목표1.2.1

그림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1.3>

본 위탁사업에서는 한국표준형 원전의 전체형상 계통 기기를 실물과 동일한 척,

도로 차원으로 모사하고 발전소의 내외부를 실제로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도록3 ,

가상현실의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추가하여 원전 계통에 대한 훈련을 수행하고

비전문가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가상 원전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원전의 규제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 공정을 이해하기 쉽게 가상현실 상

에서 모사하거나 또는 동영상으로 구현하고 원전의 규제 및 관리에 필요한 안전

정보들을 통합하여 정보기반을 구축 이를 바탕으로 차원 형상들과 해당 안전 정, 3

보들을 검색 및 관리가 편리하도록 웹 기반의 를 이용하여 연결 발전소 전체G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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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위탁 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당해연도 개발목표1.2.2

차년도의 개발 목표는 한국표준형 원전을 차원 모델링할 수 있도록 도면 사1 3 ,

진 그림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소 주요기기 계통 등 발, ,

전소의 일부를 차원 형상화하는 것이다 또한 가상 원전 구축을 위한 가상현실체3 .

제 의 기본 틀을 제작하고 차원 형상화가 진행된 발전소 일부에 적용하여GUI 3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그림 차년도 개발목표<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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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의 내용 및 범위위탁사업의 내용 및 범위위탁사업의 내용 및 범위위탁사업의 내용 및 범위1.31.31.31.3

본 위탁사업은 차년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발전소 전경 및 계통 모사부분은3

발전소 전체 형상 발전소 계통 및 기기형상 단위 구조분해 조립공정 모의를 포함, ,

하여 차년도에 수행되고 과도 사고 현상 모의는 과도 현상 모의와 실시간 중대1, 2 ,

사고 현상 모의로 나누어 차년도에 주로 수행될 예정이다3 .

B. 1 과도현상모의

A. 발전소발전소발전소발전소전경전경전경전경및및및및
계통계통계통계통모사모사모사모사

B. 과도과도과도과도사고사고사고사고현상현상현상현상
모의모의모의모의

A. 2 발전소계통및
기기형상

A. 3 단위구조분해
조립공정모의

B. 2 실시간중대사고

현상모의

A. 1 발전소전체형상

2005년

2006년

2007년

그림 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 구축< 1.5> 3

발전소 전경 및 계통 모사1.3.1

차년도와 차년도에는 원전의 전체 형상과 계통 및 기기 형상들을 차원 모델1 2 3

링하여 가상현실로 모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한 단위 공정들을 가상현실 애니,

메이션 또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모의한다 원전의 주기기 뿐만 아니라 안전계통.

핵연료 취급계통의 주요 기기 및 배관까지 차원 모사를 완료하여 규제 요원의3

원전 계통에 대한 훈련을 수행하고 비전문가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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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발전소 전체 형상< 1.6>

발전소 전체 형상의 형상화는 그림 과 같이 그리고 발전소 계통 및 기기< 1.6> ,

형상은 아래 그림 과 같이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6> 3 .

그림 발전소 계통 및 기기의 형상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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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공정 모의는 단위 설비 분해 조립과 특수 공정 모의로 나누어 진행된다.

그림 단위 공정 모의< 1.8>

과도 사고현상 모의1.3.2

차년도에는 과도 현상을 동영상과 가상현실을 통하여 모사하고 실시간 중대사3

고 현상을 가상현실 및 정보기반을 연계하여 모의한다 이를 통하여 규제 요원의.

과도 사고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비전문가의 직관적 이해를 도

울 수 있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과도 사고 현상 모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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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의 추진체계 및 방법위탁사업의 추진체계 및 방법위탁사업의 추진체계 및 방법위탁사업의 추진체계 및 방법1.41.41.41.4

추진체계1.4.1

그림 연구추진체계< 1.10>

추진방법1.4.2

발전소의 차원 형상 모델링1.4.2.1 3

발전소 외부 전경 및 건물들의 차원 도면과 차원 모델들을 취합하- 2 3 CAD

고 분석

사진자료 및 그림자료를 수집하고 실물 사진촬영으로 보조 자료 확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학적 개념의 가시화 기술을 사용하여 차원 모- 3

델링을 수행

가상현실 모의1.4.2.2

차원 모델링된 정보를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3 EON Studio Import

하여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변환

에서 지원하는 다각형 기능 등을 사- EON Studio Reduction, Mesh Merging

용하여 정보 최적화 수행

내비게이션 확대 축소 특정 부분 확대 투명도 부여를 통한 물체 내부 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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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품 위치 확인 부품별 구분하여 보기 단면도 보기 차원 창의 전체, , , , 3

화면 확대 미니맵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들을 와 를, EON Node Script

사용하여 개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들을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도록- EON Web Publish

를 수행

정보기반 체제 구축1.4.2.3

자료의 검색 용이성 자료의 연관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기반 구조- , ,

설계

수집된 발전소 관련 자료와 차원 형상 자료들을 정의된 기준에 따라 정보- 3

기반에 입력

과 등의 웹 개발 언어를 이용하여 정보기반 검색 관리 기능을 구- SQL ASP ,

현

그림 가상현실 및 동영상 제작 과정< 1.11>

과도현상 모의 동영상 제작1.4.2.4

모의할 과도현상 사고에 대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콘티-

를 작성

시나리오 내용에 따라 모델링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차원 모델- 3

링을 수행

콘티에 따라 각각의 장면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고 필요에 따-

라 입자나 유체 등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한 특수효과 추가

광원을 설정하고 워크스테이션 또는 고사양컴퓨터를 렌더링 장비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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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당 프레임의 고해상도 영상으로 렌더링30

렌더링된 영상들에 자막 배경음악 해설을 추가하고 편집하여 적절한 코덱- , ,

으로 압축하여 완성

웹 기반 통합 구축1.4.2.5 GUI

전체 체제를 통합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를 디자인- GUI

디자인과 차원 가상현실 동영상이 연동되도록 과- GUI 3 , HTML Java Script

를 사용하여 웹 환경에서 통합

정보기반 검색 관리 기능 등이 웹 환경에서 실행되도록 과- , HTML Java

를 사용하여 디자인과 연동Script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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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가상현실과 가상 원전제 장 가상현실과 가상 원전제 장 가상현실과 가상 원전제 장 가상현실과 가상 원전2222

가상현실가상현실가상현실가상현실2.12.12.12.1

가상현실의 정의2.1.1

가상현실이란 미국의 박사에 의해 탄생한 인공현실Myron Krueger (Artificial

개념을 미국의 사의 사장이었던 가 년에Reality) VPL Research Jarrow Lanier 1989

가상현실 이란 용어로 다시 표현함으로써 유래한 용어이다(Virtual Reality) .

기계와 전자장치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하

게 만들어진 모델 속에 들어가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감각들을 이용하여 그 속에, ,

서 정의된 세계를 경험하고 대화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가상현실이다.

오늘날의 가상현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상에 차원으로 모델들을 형상화하여3

그 환경 속에서 탐색 하고 상호작용 하며 환경을 이끌어(Navigation) , (Interaction)

나가는 것으로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등 여러 학문의 종합,

체로 볼 수 있다.

가상현실의 요소2.1.2

가상현실은 인간의 감각에 착각을 유발시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실

제처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위해서는 차원 객체 표현 기3

술 차원 환경의 실시간 렌더링 객체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이 필수 요소라고, 3 ,

볼 수 있다.

차원 객체 표현 기술2.1.2.1 3

인간의 오감 중에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를 넘는다고 한다 사람은 두80% .

눈을 통해 대상을 입체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객체를 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에서 차원 객체의3 . 3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상현실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

은 다각형 다각형 을 이용하는 것이다 객체를 여러 개의 면으로 나누어 이를( ) .

다각형들로 표현하는 것인데 다각형이 많이 사용될수록 그 현실감은 높아지지

만 그만큼 컴퓨터의 연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고사양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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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의 다각형으로 구성된 차원 객체 좌 와< 2.1> 12 3 ( )

개의 다각형으로 구성된 차원 객체 우15,734 3 ( )

그리고 표현된 차원 객체에 현실감을 더하기 위하여 재질 을 부여3 (Material)

하게 되는데 재질은 색이나 텍스쳐 라 불리는 영상으로 표현된다 단순(Texture) .

히 색으로 객체를 칠하는 것보다는 객체에 부합하는 텍스쳐 영상을 입히는 것

이 보다 현실감을 더해 주지만 이것 역시 영상을 불러들이(Texture Mapping)

고 설정된 좌표에 따른 여러 가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텍스쳐를 많이 사

용할수록 고사양을 요구하게 된다.

그림 과정< 2.2> Texture Mapping

그 밖에 실세계와 동일하게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명 을 설정하고(Light)

그에 따른 음영 그림자 반사 효과를 부여하는(Shading), (Shadow), (Reflection)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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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간단한 를 적용하여 처리한 객체 좌 와< 2.3> Light Shading ( )

기법을 이용하여 처리한 객체 우Light Map ( )

차원 환경의 실시간 렌더링2.1.2.2 3

렌더링 이라는 것은 차원 객체의 위치와 조명의 형태 및 위치(Rendering) 3 ,

재질의 형태 관찰자 사진기 의 시점 등 차원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 ) 3

기법들을 종합하여 결과 장면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차원 환경에서. 3 3

차원 객체들을 구성하는 다각형이 많을수록 사용된 텍스쳐 영상이 많을수록,

조명 및 사용된 기법이 많을수록 렌더링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된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장면을 한 장 렌더링하는 데는 실제로 몇시간 내지 몇일

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차원 동영상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실제 재생되는 시. 3

간의 수십 수백배의 시간을 렌더링하여 생성된 장면들을 연속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현실 프로그램에서는 차원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정3

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바로바로 렌더링을 하여 생성된

장면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끊김.

없는 화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초당 장 이상의 장면이 보여줘야 한다 일반15 .

적으로 의 경우 초당 장의 장면을 내보내고 있으며 고품질 동영상의 경우TV 24

초당 장의 장면으로 구성된다30 .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구동되는 컴퓨터 사

양과 차원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따라서 초당 렌더링되는 장면 수가 달3

라질 수 있으며 아직은 영화에서처럼 현실감 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여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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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2.1.2.3

사람이 가상현실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상의 객체와 상호작용이 중

요하다 상호작용이 없는 장면 전환은 영화와 다를 바가 없다 보통 가상현실. .

에서 사용자는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사진기나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닌 아바타

를 마우스나 키보드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가(Avatar) .

상의 환경을 탐색하는 것을 내비게이션 이라고 하는데 보다 현실감(Navigation)

있는 내비게이션을 위하여 HMD(Head Mounted Display), LCD Shutter Glass,

등의 가상현실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Data Glove, Tracking Device .

그림 여러 가지 가상현실 장비< 2.4>

내비게이션 이외에 사용자가 문을 클릭하면 문이 열린다던지 유리로 된 컵

을 떨어뜨리면 컵이 깨진다던지 물체를 밀어낸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

용이 실세계와 비슷한 방식의 행동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도록 되어있다면 보

다 현실감은 커지게 된다.

가상현실의 구현2.1.3

가상현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을 구현해주는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가 필요하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는 차원 모델링과 차원 환경의 구축. 3 3 ,

사용자 입력에 따른 행동 설정 실시간 렌더링 설정 등의 기능을 가진 도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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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유닉스 기반의 비싼 워크스테이션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오

랜 시간 작업을 해야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었으나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윈도

우즈 기반의 일반 에서 다루기 쉬운 를 이용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가상현PC GUI

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복잡한 차원 환경을 원활하게 모의. 3

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가 요구된다PC .

가상현실을 위한 하드웨어는 일반적인 경우 입력을 위한 마우스와 키보드 출력,

을 위한 모니터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림 같은 장, PC < 2.4>

비는 아직 고가이기 때문에 군사 의료 연구 훈련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 ,

에나 사용되고 있다.

가상현실의 장점 및 활용분야2.1.4

가상현실의 장점은 셀 수 없이 많다 가상현실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한 의미 때.

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활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실행 불가능한 것을 가상현실로 구축

하여 실험하거나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사고나 재해같이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도.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대비하거나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림 가상현실을 이용한 훈련< 2.5>

가상현실의 초기 활용분야는 이와 같이 연구와 훈련 군사 분야였지만 이제 그,

활용분야는 점점 확대되어 방송과 마케팅 전자상거래 교육 제조 오락 등으로, , , ,

넓어지고 있다 가상의 스튜디오와 아바타를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

으며 제조업에서는 상품의 설계 및 테스트뿐만 아니라 제품의 차원적인 사진이, 2

아닌 인터넷에서의 을 통해 고객이 제품의 사양과 옵션을 미리 체험해Web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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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도록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건축이나 인테.

리어에서 조감도가 아닌 가상현실의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시물을 감상하거나 사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가상박물관이나 사이버 미술관을 구축하는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림 을 이용한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2.6> Web VR

이 모든 것들은 실세계와 같은 차원 상호작용 실시간 변화라는 가상현실의3 , ,

요소가 정보 전달 및 습득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인 현대사회에서

그 궤도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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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원전가상 원전가상 원전가상 원전2.22.22.22.2

가상 원전의 구현2.2.1

가상 원전이란 원전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컴퓨터 상의 차원 환경으로3

구현하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

든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원전을 차원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3

왔으나 원전의 방대한 규모와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일부 차원화에 그3

치거나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원전을 설계할 때 차원 를 이용하여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 또3 CAD

한 사용자가 보기위해서는 고가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고 상호작용 및

정보기반과의 연동에는 한계가 있어 가상 원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컴퓨터와 가상현실에 관련된 기술들이 점점 발전해 감에 따라 가상 원전의 구현

도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닌 상황이 되고 있다.

그림 개량형 한국표준형 원전 의 조감도< 2.7> (K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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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원전 구현의 파급효과2.2.2

가상 원전를 구현하면 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2.1.4

수 있다 먼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사람의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될 수 있는데 원.

전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자료에 비해 그 효율성은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원전의 방사능과 관련된 특이성으로 인하여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비.

중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활용분야이

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및 경위의 파악에 도움이 되어 빠른 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효과이다.

가상 원전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웹을 이용한 발전소 홍보 및 원자력의 사회

적 수용성 확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축된 차원 모델링 정보를 활용하여3

홍보 동영상 제작의 기초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체제의 범위에 포함.

되는 주요 공정 및 과도 사고의 모의 동영상 제작을 위한 기초 재료로 사용되거

나 정보기반과 연동되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추후 가상 원전과 발전소의 정비 및 관리 부분을 연결하여 정비 및 관리 이력

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통

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가상 원전 구현의 난점2.2.3

가상 원전을 구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자료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발전소 전체를 구현하기 위. ,

해서는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자료의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자, .

료가 구해진다고 하여도 발전소 계통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 파악 및 이해

의 어려움이 문제가 된다.

자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발전소 전체를 차원으로 구현하는데 드는 시간과3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가상 원전 구현에 따른 이점과 파급.

효과들을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발전소 전체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다 에서 언급했. 2.1

듯이 가상현실은 실시간 렌더링을 요구하므로 원전을 차원으로 구현하면 워낙3

정보가 많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은 웬만한 수퍼 컴퓨터에서나 가능하다.

본 사업은 원자력 전문 벤처기업인 주 필로소피아가 사업을 위탁 받아 전문성( )

을 확보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주 한국전력기술 주 의 협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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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문을 받아 자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 전체를 보여주.

는 문제는 위탁사업의 내용 및 범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전소를 계층 구조화1.3

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모델링 및 가상현실 정보의 최적화 최신기법의,

사용 사용자 컴퓨터의 사양에 따른 차별적 실행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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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차년도 개발 내용제 장 차년도 개발 내용제 장 차년도 개발 내용제 장 차년도 개발 내용3 13 13 13 1

차원 형상 모델링차원 형상 모델링차원 형상 모델링차원 형상 모델링3.1 33.1 33.1 33.1 3

차원 형상 모델링은 가상현실에서의 차원 형상화와 차년도에서 예정된 과도현3 3 3

상 모의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3D Studio MAX . 3D Studio

는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가상현실 개발 인 와 정보 호환MAX Software EON Studio

성이 좋고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텍스쳐 맵 등의 기본 재료들

을 제공한다.

발전소 외부 전경 및 건물 차원 모델링3.1.1 3

발전소 전체의 모습과 건물들의 배치를 모의하기 위해 울진 원전를 모델로 하

여 발전소 외부 전경을 차원 모델링하였다3 .

그림 발전소 외부 전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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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물은 격납건물 터빈건물 보조건물 핵연료취급 및 저장건물이 모델링, , ,

되었으며 건물 외관을 제외한 내부는 아직 상세 모델링이 되지 않았다.

그림 발전소 건물< 3.2>

건물 내부는 차년도에 모델링될 발전소 계통과 설비 및 기기의 나머지 부분이2

완료되면 채워 넣을 계획이다.

그림 격납 건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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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비 차원 모델링3.1.2 3

발전소 설비 중에 주요 설비인 원자로 및 상하부 구조물 증기발생기 가압기를, ,

아래 그림들과 같이 차원 모델링하였다3 .

그림 원자로 및 상하부 구조물< 3.4>

원자로 및 상하부 구조물은 다음 표와 같이 구성부품들을 나누어 차원 모델링3

하였다.

표 원자로 및 상하부 구조물의 구성부품< 3.1>

구성부품명

Alignment Key Fuel Assembly

Bottom Head Nozzle Guide Structure Support

CEA Shroud Assembly HJTC Tube

CEDM Nozzle Holddown Ring

Closure Studs Instrumentation Nozzle

Closure Head Flange Lower Support Plate

Core Shroud Lower Support Structure

Core Stablizing Lug Mid Support Plate

Core Stop Lug Upper Guide Structure

Core Support Barrel Vent Pipe Assembly

Flow B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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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증기발생기< 3.5>

마찬가지로 증기발생기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부품들을 나누어 차원 모델링하3

였다.

표 증기발생기의 구성부품< 3.2>

구성부품명

Assembly of Tube Bundle Handhole access

Batwing Recirculation Piping

Blowdown Pipe Separator Support Plates

Downcomer Feedwater Piping SG Shell

Dryer Supports Steam Dryer Drains

Economizer Divider Plates Steam Separator

Eggcrates Tube Bundle Support

Flow Deflector U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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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압기< 3.6>

가압기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부품들을 나누어 차원 모델링하였다3 .

표 가압기의 구성부품< 3.3>

구성부품명

Bracket Manway Nut

Cover Plate Assembly Pressurizer Shell

Electric Heater Reducer Assembly

Heater Support Plates

차원 모델링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혹시 구성부품 중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3

부분이 있을 경우 차년도에 최적화와 함께 수정을 할 계획이다2 .

발전소 기기 차원 모델링3.1.3 3

발전소 기기들 중에 핵연료 집합체 가압기 안전밸브 주증기 안전밸브를 아래, ,

그림들과 같이 차원 모델링하였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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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집합체< 3.7>

핵연료 집합체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부품들을 나누어 차원 모델링하였다3 .

표 핵연료 집합체의 구성부품< 3.4>

구성부품명

CEA Guide Tube Assembly

Fuel Rod

Inconel Spacer Grid

Lower End Fitting

Upper End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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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압기 안전밸브< 3.8>

가압기 안전밸브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부품들을 나누어 차원 모델링하였다3 .

명칭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하여 수정할 예정이다.

표 가압기 안전밸브의 구성부품< 3.5>

구성부품명

Bottom Spring Washer Out Line

Cap Stud Nut Piping

Lever Rectangle

Lever Shaft Spring

Lighting Fork Stud Nut

Nozzle

주증기 안전밸브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구성부품들로 나누어 모델링하지는

못하였으며 차년도에 자료를 확보하여 적용할 예정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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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증기 안전밸브< 3.9>

발전소 계통 차원 모델링3.1.4 3

발전소 계통들 중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 주증기 계통 복수 및 주급수 계통을, ,

아래 그림들과 같이 차원 모델링하였다3 .

그림 원자로 냉각재 계통<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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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제 계통은 다음 표와 같이 구성부품들을 나누어 발전소 설비 차원3

모델링에서 모델링된 설비들과 배관들을 차원 모델링하여 연결하였다3 .

표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구성부품< 3.6>

구성부품명

고온관 저온관 안전주입 배관Pipes( , , ) 원자로 냉각펌프RCP4( 4)

가압기PZR( ) 원자로RV( )

원자로 냉각펌프RCP1( 1) 증기발생기SG1( 1)

원자로 냉각펌프RCP2( 2) 증기발생기SG2( 2)

원자로 냉각펌프RCP3( 3)

그림 주증기 계통 복수 및 주급수 계통<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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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 시제품 개발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 시제품 개발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 시제품 개발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 시제품 개발3.2 33.2 33.2 33.2 3

모델링된 차원 형상을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환경 상에서 사용자가 자유롭3

게 탐색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상현실EON Studio

기능을 개발하였다 는 차원으로 모델링된 정보를 읽어 들이고 여기에. EON Studio 3 ,

여러 기능을 가진 노드와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개발 도구이다 로 제작된 가. EON Studio

상현실 시뮬레이션은 웹브라우저 기반의 를 이용하여 조작을 하거나 정보기반GUI

과 연동될 수 있다 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에 수록되. EON Studio “ 1”

어 있다.

체제 개발3.2.1 GUI

차원 가상 원전 정보체제를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실행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3

인 를 아래 그림과 같이 디자인하였다GUI .

그림 해상도의< 3.12> 1280 x 1024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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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된 는 를 통하여 웹 문서로 구현되어 차원GUI HTML, ASP, Java script 3

형상을 탐색하고 정보기반을 연동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는 크. GUI

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차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차원 형상 구현창3 3•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담고 있는 도구 모음•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VR Simulator•

관련 정보기반을 탐색할 수 있는 탐색 차년도 미구현DB (1 )•

선택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정보 차년도 미구현(1 )•

는 해상도와 해상도를 각각 지원하도록 두 가지GUI 1024 x 768 1280 x 1024

형태로 개발되었는데 를 통해 사용자의 모니터 해상도를 알아내어 자Java Script

동으로 적용되도록 만들어졌으며 두 가지 형태에서 주로 다른 부분은 차원 형상3

구현창의 크기 부분이다.

그림 해상도 의 구성< 3.13> 10240 x 768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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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구조 개발3.2.2 VR Simulator

의 오른쪽에는 라고 하여 그 아래 영역에서 가상현실 시뮬레GUI VR Simulator

이션을 선택하면 왼쪽에 있는 차원 형상창에 선택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부3

분이 있다 이 부분은 발전소 전체형상 발전소 계통 및 기기 형상으로 크게 나뉘. ,

어져 있으며 탐색기처럼 버튼을 눌러 계층 구조를 확장시키거나Windows +, -

축소시켜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에서 증기발생기를 선택한 화면< 3.14> VR Simulator

현재 의 시뮬레이션 계층 구조는 아래 표들과 같으며 추후 시뮬레VR Simulator

이션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변경될 수 있다.

우선 발전소 전체 형상 부분의 계층구조는 표 과 같이 구성되어 있1. < 3.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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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발전소 전체 형상 부분의< 3.7> VR Simulator 1.「 」

계층구조

발전소 전체 형상1. 발전소 외부 전경1.1

발전소 건물 내부1.2 격납 건물

보조 건물

주제어실

전기기기실(EERI)

핵연료취급 및 저장건물

비상디젤발전기 건물

터빈 건물

발전소 계통 및 기기 형상 부분은 발전소 계통 형상 발전소2. 2.1 , 2.2「 」 「 」 「

설비 및 기기 형상 전형적 기기 형상 으로 나눠지며 발전소 계통, 2.3 2.1」 「 」 「

형상 부분의 계층구조는 표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8> .」

표 에서 발전소 계통 형상 부분의 계층구조< 3.8> VR Simulator 2.1「 」

발전소 계통 형상2.1 원자로 냉각재계통

비상노심 냉각계통

정지냉각계통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차기기 냉각수계통1

사용 후 연료저장고 냉각 및 정화계통

시료채취계통

주증기계통

압축공기계통

보조증기계통

복수 및 주급수계통

증기덤프계통

터빈축밀봉계통

순환수계통

화재방호계통

비상디젤 및 연료유계통

증기발생기취출계통

냉수계통

공기조화계통

원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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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비 및 기기 형상 부분은 설비와 기기로 나눠지며 계층구조는2.2「 」

표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9> .

표 에서 발전소 설비 및 기기 형상 부분의 계층구조< 3.9> VR Simulator 2.2「 」

발전소 설비 및 기기 형상2.2 설비 원자로 및 상하부 구조물

증기발생기

가압기

비상디젤발전기

핵연료 이송설비

노내계측기

제어봉집합체

터빈

발전기

터빈제어밸브구동 유압설비

해수계통의 회전망 설비

기기 핵연료집합체

가압기 안전밸브

주증기 안전밸브

주증기 격리밸브

주급수 격리밸브

터빈 조절밸브

터빈 정지밸브

스프링클러 및 소화설비

전형적 기기 형상 부분은 펌프 밸브 열교환기 전기기기 계측기 소화설2.3 , , , , ,「 」

비로 나눠지며 계층구조는 표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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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전형적 기기 형상 부분의 계층구조< 3.10> VR Simulator 2.3「 」

전형적 기기 형상2.3 펌프 수평 수직형/

모터구동 터빈구동 디젤구동/ /

원심형 용적형/

밸브 게이트 글로브 나비형 플러그 기어 로/ / / / /

브형

모터구동 공기구동 솔레노이드구동 수/ / /

동

체크밸브 파열판 안전밸브 압력방출, , ,

밸브

열교환기 튜브형 판형 재생열교환기U- / ,

전기기기 모터제어센터 가스절연차단기/ (GIB)

계측기 온도계 압력계 수위계 방사선감지, , ,

기 진동감시기 지진계측, ,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

기능 개발3.2.3 VR Simulator

에서 시뮬레이션을 선택하면 선택된 시뮬레이션이 차원 형상창에VR Simulator 3

보여지면서 영역에서 선택된 시뮬레이션 이름 아래 구성부품들의VR Simulator

목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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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압기를 선택하여 그 구성부품 목록이 나타난 화면< 3.15>

구성부품의 목록에는 구성부품을 잘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능을 가진 아이콘

과 체크박스가 있으며 차원 형상창에서 구성부품 형상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3

로 클릭하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팝업창이 나타나도록 개발하였다.

기능3.2.3.1 Show, Hide

구성부품 목록의 앞에 있는 를 클릭하면 해당 구성부품을 숨기- Check Box

거나 보이게 할 수 있다.

또는 차원 형상창에서 구성부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나타- 3

나는 팝업창에서 를 선택하면 해당 구성부품을 숨길 수 있다Hide Selected .

기능3.2.3.2 Hide unselected

구성부품 목록의 뒤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구성부품을 제외하

고 나머지 구성부품을 모두 숨겨 선택된 구성부품만 볼 수 있다.

또는 차원 형상창에서 구성부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나타- 3

나는 팝업창에서 를 선택해도 해당 구성부품만 볼 수 있도Hide unselected

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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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3.2.3.3 Zoom extent

구성부품 목록의 뒤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구성부품을 중심으

로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사진기를 이동시켜 준다 또한 사진기의 회전.

중심이 선택된 구성부품의 중심으로 바뀐다.

또는 차원 형상창에서 구성부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나타- 3

나는 팝업창에서 를 선택해도 해당 구성부품을 중심으로 확대Zoom extent

해준다.

그림 가압기에서 에 기능과< 3.16> Heater Support Plates Hide unselected

기능을 적용한 화면Zoom extent

기능3.2.3.4 Location

구성부품 목록의 뒤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중에 선택된 구성부

품의 위치를 보여 주기위하여 전체에 투명도를 부여하고 선택된 구성 부품

을 빨간색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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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증기발생기에서 에 기능을 적용한 화면< 3.17> Dryer Supports Location

기능3.2.3.5 Unhide all

목록에서 차원 형상창에 보여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이름 뒤에 있는- 3 버

튼을 클릭하면 현재 숨겨져 있는 구성부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준다.

또는 차원 형상창에서 구성부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나타- 3

나는 팝업창에서 을 선택해도 숨겨진 구성부품들이 모두 나타난Unhide all

다.

차원 탐색 기본 기능 개발3.2.4 3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차원 형상 또는 공간을 마3

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시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본.

체제에서는 발전소 외부 전경에서의 공간을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이 탐색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기능 과 기기나 설비를 회전시켜 돌려(Space Navigation )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기능 을 개발하였으며 그 조작법은 아(Object Navigation )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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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Space Navigation

마우스를 상하로 움직일 경우 사진기가 앞뒤로 이동 마우- Left Click Drag: ,

스를 좌우로 드래그 할 경우 사진기가 좌우로 회전한다.

마우스를 상하로 움직일 경우 사진기의 위치가 상하로- Right Click Drag:

이동한다.

또는 마우스 방향에 따라 사진- Middle Click Drag ( Ctrl + Mouse Move):

기의 시점이 이동 위치는 변하지 않음 한다( ) .

그림 일 경우 조작법< 3.18> Space Navigation

3.2.4.2 Object Navigation

마우스를 상하좌우로 드래그 할 경우 차원 형상을 상하- Left Click Drag: 3

좌우로 회전시켜 볼 수 있다.

또는 마우스를 상하로 드래그- Right Click Drag( Ctrl + Left Click Drag):

할 경우 차원 형상을 확대 축소하여 볼 수 있다3 , .

또는 마우스를 드래그할 경- Middle Click Drag ( Shift + Left Click Drag):

우 차원 형상이 마우스를 따라 이동한다3 .

그림 일 경우 조작법< 3.19> Object Navigation

차원 형상 탐색 보조 기능 개발3.2.5 3

차원 형상을 사용자가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대3 (Zoom In),

축소 기능 및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확대할 수 있는 기능(Zoom Out) (Area

사진기를 처음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능 을 개발하였다Zoom), (Reset Camera) .

기능3.2.5.1 Zoom In, Zoom Out

상의- Zoom In: GUI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사진기가 앞으로 이동

하여 차원 형상을 확대하여 보여주도록 하였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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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Zoom Out: GUI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사진기가 뒤로 이동

하여 차원 형상을 축소하여 보여주도록 하였다3 .

또는 차원 형상창에 초점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상의 단축키 를 눌러- 3 Z

기능을 를 눌러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다Zoom In , X Zoom Out .

기능3.2.5.2 Area Zoom

상의- GUI 버튼을 눌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기를Area Zoom

원하는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여 선택하면 선택된 부분을

확대 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한 형상- Area Zoom

의 회전이 되지 않으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기능을 해제Area Zoom

할 수 있다.

또는 차원 형상창에 초점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상의 단축키 를 눌러- 3 A

을 작동 해제시킬 수 있다Area Zoom , .

기능3.2.5.3 Reset Camera

상의- GUI 버튼을 눌러 사진기를 처음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

또는 차원 형상창에 초점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상의 단축키 를 눌- 3 Esc

러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다Reset Cam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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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능을 활성화하고 확대할 영역을 선택한 화면< 3.20> Area Zoom

차원 형상 내부 탐색 기능 개발3.2.6 3

차원 형상의 내부를 쉽게 탐색하여 볼 수 있도록 투명도를 부여하여 내부를3

볼 수 있는 기능 차원 형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능(Transparency), 3 (Section

및 부품별로 색을 달리하여 보여주는 기능 을 개발하였다View) (Color View) .

기능3.2.6.1 Transparency

상의- GUI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의 예와 같이 투명도가 적용되어

차원 형상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투명3

도가 해제된다.

또는 차원 형상창에 초점가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상의 단축키 를 눌러- 3 S

기능을 작동 해제시킬 수 있다Transparen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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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능이 적용된 화면< 3.21> Transparency

기능3.2.6.2 Section View h

차원 형상이 기능을 지원하도록 모델링되어 있는 경우- 3 Section View GUI

상의 버튼을 누르면 그 차원 형상의 단면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3

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기능이 해제된다Section View .

현재 기능은 단축키를 통한 작동 해제 부분이 개발 되지 않- Section View ,

은 상태이다.

기능3.2.6.3 Color View

차원 형상의 구성부품별로 구별이 쉽도록 상의- 3 GUI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작동하도록 개발하였다Color View .

현재 기능은 단축키를 통한 작동 해제 부분이 개발 되지 않은- Color View ,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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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기능이 적용된 화면< 3.22> Section View Color View

차원 공간 탐색 보조 기능 개발3.2.7 3

발전소 외부 전경과 같은 차원 공간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경로에3

따라 공간을 둘러보는 기능 현재 위치를 미니맵을 통해 표현해 주는(Cyber Tour),

기능 및 시점을 변경하는 기능 을 개발하였(Mini Map) (Bird View, Human View)

다.

기능3.2.7.1 Cyber Tour

상의- GUI 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사진기가 이동하며 공간

을 둘러보게 된다.

사진기가 이동하는 도중에- 버튼을 누르면 사진기가 일시 정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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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3.2.7.2 Mini Map

차원 공간 상에서 현재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을 보여주도- 3 Mini Map

록 개발을 하였는데 이 은 상의Mini Map GUI 버튼을 눌러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다시 버튼을 눌러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림 기능이 적용된 화면< 3.23> Mini Map

기능3.2.7.3 Bird View, Human View

차원 공간 상의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공간을 조망할 수 있도록 상의- 3 GUI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작동하도록 개발하였다Bird View .

기능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다시 원래 시점으로 돌아오려면- Bird View

버튼을 눌러 기능을 실행시키면 된다Human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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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조 기능 개발3.2.8

그 밖에 차원 형상창을 전체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3 (Full Screen)

과 현재 차원 형상창을 영상으로 포착하는 기능 을 개발하였다3 (Capture) .

기능3.2.8.1 Full Screen

상의- GUI 버튼을 누르면 차원 형상창이 전체화면으로 확대되어 좀3

더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상태에서- Full Screen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다.

기능3.2.8.2 Caputre

상의- GUI 버튼을 누르면 현재 차원 형상 창의 모습을 드라이브의3 C

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영상을 미리보기 창으로CaptureImg.png

보여준다.

그림 기능에 의한 미리보기 창 화면< 3.24>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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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4444

개발 결과개발 결과개발 결과개발 결과4.14.14.14.1

당해년도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의 차원 형상 모델링을 하기위한 자료 확보와 발3

전소 일부의 차원 형상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모델링한 발전소의 차원 형상을3 3

웹 기반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의 시제품을 제작하3

였다.

차원 형상 모델링은 공학적 가시화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현실로의 이식이 쉽고3

추후 과도 사고 현상을 동영상으로 모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고려하여 수행되었

으며 그 수행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발전소 전체 형상1. 발전소 외부 전경1.1

발전소 건물 내부1.2 격납 건물

보조 건물

핵연료취급 및 저장건물

터빈 건물

발전소 계통 및2.

기기 형상

발전소 계통 형상2.1 원자로 냉각재계통

주증기계통

복수 및 주급수계통

발전소 설비 및 기기2.2

형상

설비 원자로 및 상하부 구조물

증기발생기

가압기

기기 핵연료집합체

가압기 안전밸브

주증기 안전밸브

표 차원 형상 모델링 수행 결과 목록< 4.1> 3

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의 시제품에서는 사용자가 발전소의 차원 형상을 자유3 3

롭게 탐색하고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다양

한 기능들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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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분 기능 이름 기능 설명

기능VR Simulator Show, Hide 선택된 구성부품 보이기 숨기기/

Hide unselected 선택된 구성부품만 보이기

Zoom extent 선택된 구성부품을 중심으로 확

대하기

Location 선택된 구성부품의 위치 보여주

기

Unhide all 숨겨진 구성부품 모두 보이기

차원 탐색 기본 기능3 Space Navigation 차원 공간을 자유롭게 탐색3

Object Navigation 차원 형상의 중심점을 중심으로3

탐색

차원 형상 탐색 보조 기능3 Zoom In, Zoom out 차원 형상 확대 축소3 ,

Area Zoom 차원 형상에서 선택된 부분 확3

대

Reset Camera 사진기를 처음 위치로 이동

차원 형상 내부 탐색 기능3 Transparency 차원 형상에 투명도 부여3

Section View 차원 형상 단면 보여주기3

Color View 차원 형상에서 구성부품별 다른3

색으로 보여주기

차원 공간 탐색 보조 기능3 Cyber Tour 차원 공간을 지정된 경로에 따3

라 자동으로 이동

Mini Map 차원 공간에서 현재 위치를 지3

도에 표시

Bird View, Human View 차원 공간에서 시점 높이 변화3

기타 보조 기능 Full Screen 차원 형상창을 전체 화면으로3

확대

Capture 차원 형상창을 영상 파일로 포3

착

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능 개발 결과 목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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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결론결론결론4.24.24.24.2

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는 정보화 시대의 자료 집약화 체계화 추세에 맞추어3 ,

지금까지의 차원 도면 그림 문자 위주의 원전와 관련된 정보를 사람이 보다 쉽게2 , ,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입체적인 차원 정보로 변환하고자하는 시도이다 또한3 .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발전소 규제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정보기반으로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

다.

차년도에는 발전소 차원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 및 발전소의 차1 3 3

원 형상 일부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구축된 발전소의 차원 형상들을 웹 기반의, 3

를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 시제품을 개발하여 전체GUI 3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본 체계를 수립하였다 자료 확보 및 해석의 어려움과 차원. 3

가상 원전정보 체제 시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미비한 점

들이 존재하고 차년도에 수행되어야 할 일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지만 차원 가, 2, 3 3

상 원전정보 체제의 성공적인 구축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머지 부분

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개발된다면 원전의 효율적인 규제 보조 수단으로써 그 활용

가치는 충분할 것이며 원자력 발전 산업에서 디지털 정보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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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발 계획향후 개발 계획향후 개발 계획향후 개발 계획4.34.34.34.3

차년도에 차원 가상 원전정보 체제 시제품이 개발되었으나 발전소의 복잡성1 3 ,

및 차원 가상현실 자체의 실시간 렌더링 특성 등에 의한 고사양 요구로 인하여 일3

반적인 환경의 컴퓨터에서는 시제품의 일부분을 원활하게 작동시키지 못하는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 이 부분은 차년도에 차원 형상 모델링의 간략화 및 최적화 가. 2 3 ,

상현실에서의 기법의 사용 컴퓨터 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실행 설정 등의 여LOD ,

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년도에 모델링되지 않은 발전소의 계통과 전형적 기기 형상 등의 나머지1

부분을 모델링하여 발전소 전체의 차원 형상 모델링을 완료하고 차원 가상 원전3 3

정보 체제의 시제품을 개선하고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모델링이 완료된 발전소 형상들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시제품에 이식

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가상 원전를 구현하고자 한다.

차원 형상 구축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차원 형상을 이용한 과도현상 모의3 3

동영상 제작과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의 공정 모사 작업을 차례로 진행하여 규제

원 교육 및 일반인 설명을 위한 자료를 축적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원전의 규제원들을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과 발전소,

를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보 발전소 사고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

관리할 수 있는 정보기반 체제를 구축하여 가상 원전과 연동함으로써 최종 목표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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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개발 솔루션 소개 시뮬레이션 개발 도구1. - VR EON

이란1) EON ?

이란 미국의 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일컫는 말EON EON Reality, Inc.

로써 사용자가 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3

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존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가 고가의 유닉스 머신을.

기반으로 개발자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필요로 했던 것과 달리 은 시작부터 윈EON

도우 를 사용하는 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 익숙한 사용OS PC

자가 편리한 의 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생성할 수EON Studio GUI

있게 해준다.

이외의 제품군으로는 을 통해 비주얼 퀄리티를 향상시EON Studio CG Material

키고 와의 연계를 강화해주며 물리학적 법칙 구현을 가능하게 해주는CAD EON

과 등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보다Professional HMD, Data Glove, Tracking Device

몰입적인 차원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3 EON Immersive,

를 사용하여 와 에 모듈과 노드를 추가할Visual C++ EON Studio EON Immersive

수 있도록 해주는 시뮬레이션에 차원 아바타 채팅을 가능하게EON SDK, EON 3

해주는 시뮬레이션을 인터넷에서 보다 빠르게 볼 수 있게EON Collosseum, EON

해주는 가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게 해주는EON Server . EON EON

와 웹문서에 포함된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인Viewer EON plug-in EON

가 있다X .

그림< > EON Work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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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들은 마케팅 전자상거래 교육 훈련 등 가상현실 응용 분야EON , , , , A/E/C

에서 널리 사용되어 사용자에게 광고 효과 증대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시간 공, , ·

간 비용 절감 안전성 강화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 .

의 특징2) EON

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ON .

실시간 상호작용 차원 모사를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3 VR Tool•

으로 저비용 익숙한 환경PC-based System , Windows•

다양한 형식의 차원 그래픽 파일을 지원하여 기존 정보의 재사용 가능3 , CAD•

과 를 지원하여 향상된 차원 비주얼 퀄리티를 제공Open GL Direct X 3•

로 제작된 으로 환경 및 와 완벽한 통합 가능Active X plug-in WEB DATA BASE•

여개의 와 여개의 을 제공하여 쉽고 빠른 시뮬레이션140 Node 100 Prototype•

제작 가능

나 를 통한 제작 기능 제공Script Node EON SDK Custom Node•

다각형 기능 등을 통한 최적화 기능 제공Reduction, Mesh Merge•

등의 장비와HMD, Data Glove, Tracking Device VR EON ICATCHER,•

등의 을 지원하여 보다 몰입적이고 현실Concave, ICUBE Stereo Display System

적인 체험 가능

 

그림 의 예< > E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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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의 제작 과정3) EON

차원 모델링(1) 3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차원 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한다EON 3 . EON

제품군에는 모델링을 위한 도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원 모델링3

소프트웨어나 차원 소프트웨어에서 모델링을 수행하여 가져오게 된다 이3 CAD .

런 의 특징은 오히려 여러 차원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수용하고 기존에 여러EON 3

형식으로 모델링된 부분을 시뮬레이션 구축에 재사용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기

능 개발에 주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다준다 에서는 아래 표와. EON Studio

같은 차원 소프트웨어의 파일 형식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가장 호환성이 좋은3

파일 형식은 와 그리고 의 파일 형3D Studio MAX Lightwave Stereo Lithography

식들이다.

· 3D Studio MAX(3ds)

· SoftImage (hrc, dsc, xsi)

· Lightwave (lw, lwo, lws)

· Maya (ma, mb)

· WaveFront (obj)

· OpenFlight (flt)

· VRML 2.0 (wrl)

· Alias Triangle (tri)

· ACIS & Solid Edge (sat, sab, par)

· CATIA (catpart, catproduct)

· Pro/Engineer (slp)

· Unigraphics (prt)

· SolidWorks (sldprt, sldasm)

· AutoCAD (dwg, dxf)

· IGES v5.3 (igs, iges)

· Stereo Lithography (stl)

· TrueSpace (cob, scn)

· USGS DEM (dem)

표 가 지원하는 차원 파일들< > EON Studio 3

그리고 와 의 경우에는 와3D Studio MAX ArchiCAD EON Raptor EON

라는 을 지원하여 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내비게이션FastView Plug-in EON Studio

이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바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이렇게 만들Web VR .

어진 시뮬레이션은 로 가져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추가할EON Studio

수도 있다.

또한 보다 사실적인 차원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 인테리어 조명 전문3 ,

소프트웨어인 의 렌더링으로 형성된 조명 효과를 텍스쳐 맵Lightscape Radiosity

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를 통하여. EON Raptor 3D

최신버전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렌더링 효과를 가져올 수Studio MAX Radiosity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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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 Lightscape EON

시뮬레이션 기능 추가(2)

차원 모델링을 가져온 이후에는 에서 제공하는 와3 EON Studio Node Prototype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 에서 노드라는 것은. EON Studio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되어 만들어진 실행단위이다.

그림 에서 제공하는 노드들< > EO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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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드들을 시뮬레이션 트리에 추가하고 노드의 속성 값을 설정하여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노드간 필드 연결을 통하여 이벤트를 구현할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마우스의 클릭과 관련된 노드의 라는Click Sensor OnButtonDownTrue

필드와 차원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노드의 필드를 연결하면3 Rotate SetRun 3

차원 객체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차원 객체가 회전하는 이벤트가 구현되는 것3

이다.

가 제공하는 노드들 중에는 노드가 있어 나EON Studio Script VB Script Java

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Script .

또한 이런 노드와 를 이용하여 어떤 기능을 구현했을 때 이를 묶어 여러Script

번 재사용이 쉽도록 해주는 이라는 실행단위를 지원한다 프로토타입은Prototype .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에서 기본적으로EON Studio

제공하는 프로토타입도 상당수 있다.

그림 에서 제공하는 프로토타입들< > EON Studio

이런 프로토타입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으며 자신

이 만든 시뮬레이션 기등들을 라이브러리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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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드와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기 힘든 기능들 또는 보다 빠른EON Studio

실행속도를 요구하는 기능들은 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EON SDK . EON SDK

는 언어를 이용하여 노드와 모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Visual C++ EON

개발 도구이다 그러나 자체의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아 아쉽게도. EON Studio

새로운 노드와 모듈을 추가할 수만 있고 기존 노드와 모듈을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림 가 설치된 의 실행화면< > EON SDK Visual C++

(3) Web Publish

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파일은 를 통하여 실행EON Studio EON EON Viewer

해 볼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Web Publish

과정을 거쳐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는 시뮬레이션 파일을 이나 파일에 포함하여 실Web Publish EON HTML ASP

행이 되도록 코드를 추가하고 기반 와 시뮬레이션 기Java Script Web GUI EON

능들이 연동되도록 코딩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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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쉬운 를 위해서 를EON Studio Web Publish EON Web Publisher Wizard

제공한다 에서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몇 가지 값들을. EON Web Publisher Wizard

정해주면 자동으로 지정된 템플릿에 따라 파일이 생성되도록 해준다HTML .

그림 실행화면< > EON Web Publisher Wizard

시뮬레이션이 파일에 포함되어 실행될 수 있는 것은 나EON HTML Flash

파일과 마찬가지로 라는 컨트롤이 이를Window Media Player EON X Active X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 생성한 파일에는 와 관련된 코드EON Web Publisher Wizard HTML EON X

가 삽입되어 있어 이 파일을 실행한 컴퓨터에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EON X

우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팝업 창을 띄워준다EON X .

그림 설치화면< > EON Plu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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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도록 와 관련EON Web Publisher Wizard EON EON X

된 코드가 삽입된 파일 이외에 라는HTML eon_functions.js, eonx_variables.js

파일과 라는 파일도 생성해 주는데 이Java Script eonx_functions.vbs VB Script

파일들에는 함수들이 명세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면 시뮬레이션EON Web EON

의 창 크기를 변경하거나 시뮬레이션 파일을 변경하는 등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

에 시뮬레이션 파일과 파일간의 정보 교환 정보기반 연동 등의 고EON HTML ,

급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건물의 옵션을 변경해 볼 수 있도록 한< > EON Web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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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초 록초 록초 록
경제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핵연료 재장전기간 및 예방정비기간을 단축시키려

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해.

진 기간 내에 효율적인 검사 및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효율적인 학습체

계 및 훈련체계의 구축이 필요한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적인 공간에 차원 원3

전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대안으로 여겨진다.

본 사업에서는 한국표준형 원전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차원으로 형상화3

하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하여 원전 계통에 대한 훈련을 수행하고 비전문가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가상 원전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또한 원전의.

규제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 공정을 이해하기 쉽게 가상현실 상에서 모사하거나

또는 동영상으로 구현하고 원전의 규제 및 관리에 필요한 안전 정보들을 통합하여

정보기반을 구축 이를 바탕으로 차원 형상들과 해당 안전 정보들을 검색 및 관, 3

리가 편리하도록 웹 기반의 를 이용하여 연결 발전소 전체의 정보 관리 체계GUI ,

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본 사업은 차년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차년도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 일부3 1

에 대한 차원 형상 모델링과 모델링한 발전소의 차원 형상을 웹 기반 환경에서3 3

보여줄 수 있도록 차원 가상 원전정보 시스템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차원 형3 . 3

상 모델링은 발전소 외부 전경 및 건물 발전소 주요 설비인 원자로 및 상하부 구,

조물 증기발생기 가압기 발전소 기기들 중에 핵연료 집합체 가압기 안전밸브, , , , ,

주증기 안전밸브 그리고 발전소 계통들 중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 주증기 계통, , ,

복수 및 주급수 계통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차원 가상 원전 정보 시스템의 시제3

품은 모델링한 차원 형상 모델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변환하여 웹 기반의3

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형상의 회전 확대축소 이동 투명도 부여GUI , , , ,

숨기기 위치확인 단면 보기 등의 여러 기능을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 .

향후 원전의 효율적인 규제 보조 수단으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제명 키워드주제명 키워드주제명 키워드주제명 키워드

한국표준형원전 가상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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