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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1,2호기의 주기  안 성 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에 있어서 인간-기계 연계체제(MMI: Man Machine Interface)의 인 요

소에 한 평가 내용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MMI의 안 성 부합 여부를 인

간공학 인 측면에서 단하 다.

  본 연구에서 평가 척도로는 각각의 MMI 기기에 한 가용성(availability), 

합성(suitability), 유효성(effectiveness)을 채택하 다. 그리고 평가 방법론으로 문

서기반 평가, 장실사 평가, 문가 평가, 실험 평가 등을 채택하여, 각 단계에

서 필요한 만큼 반복 으로 수행하 다.

  평가는 자체 설정된 인간공학 기 에 따라 검표(checklist)를 활용하 으며, 

검토의견 양식에 정리하 다. 문가 평가의 결과, 운 원의 작업 차와 련된 

세부 평가가 필요한 사항은 운 원이 참여한 실험에 의해 평가하 다. MMI 평

가  부각되는 안에 하여 차 수행  운 원의 작업부하와 인  오류 가

능성 등을 평가하 다. 평가 상으로는 주제어실(MCR), SPDS, 원격정지제어반

(RSP), TSC를 포함한 장 제어반 등을 포함하되, 장 제어반은 안 성과 련

된 것을 선별하여 평가하 다.

   1,2호기의 주기 안 성평가를 하여 MMI에 한 인간공학  평가를 

수행한 결과, 주제어실을 비롯하여 장제어반에 이르기까지 요한 MMI의 안

성 련한 심각한 문제 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체 으로 기 요건을 만족하

나 MMI 기기의 합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추가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 MMI

와 련된 추가 개선사항에 하여 인간공학  개선의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이

를 이행하는 장기 개선 계획을 추진할 경우, 국내 원 은 보다 향상된 안 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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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describes the research results of human factors assessment on 

the MMI(Man Machine Interface) equipment as part of Periodic Safety 

Review(PSR) of Yonggwang Unit # 1,2. As MMI is a key factor among 

human factors to be reviewed in PSR, we reviewed the MMI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in aspect of human factors engineering.

   The availability, sui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MMI devices were 

chosen to be reviewed. The MMI device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review of design documents related to the MMI, survey of control panels, 

evaluation of experts, and experimental assessment.

   Checklists were used to perform this assessment and record the review 

results. The items mentioned by the expert comments to review in detail  in 

relation with task procedures were tested by experiments with operators' 

participation. For some questionable issues arisen during this MMI review, 

operator workload and possibility of errors in operator actions  were analysed. 

The reviewed MMI devices contain MCR(Main Control Room), SPDS(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RSP(Remote Shutdown Panel), and the selected 

LCBs(Local Control Boards) importantly related to safety.

   As results of the assessments, any significant problem challenging the 

safety was not found on human factors in the MMI devices. However, 

several small items to be changed and improved in suitability of MMI devices 

were discovered. An action plan is recommended to accommodate the 

suggestions and review comments. It will enhance the plant safety on MM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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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인간-기계 연계 체제(이하, MMI)는 주기 안 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인 요소 평

가의 주요 세부 평가항목이다. MMI는 원 의 종사자들이 주어진 하드웨어를 다

루기 한 상호작용(interaction) 수단이므로, 원  운 에 한 안 성 평가의 일

환으로 MMI의 인 요소를 평가하 다. 

본 평가에서 세부 기술 기 은 자체 으로 결정하 다. 우선 으로 용된 세부 

기술 기 은 건설 당시  건설 이후 원 의 MMI 검토를 한 세부 기술 기

인 NUREG-0700(1981)을 근간으로 하되, 주제어실 설계 검토(Detail Control 

Room Design Review), Reg. Guide 1.97등을 포함하 다. 평가 척도의 항목별로 

최신 기술 기 을 참조하여 도출된 실무 기 을 용하 다. 최종 으로 주기

안 성평가를 한 자체 인 MMI의 인간공학  평가 기 과 실무 검표

(Checklist)를 개발하 으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하 다.

원 의 인간공학  평가는 MMI의 가용성(availability), 합성(suitability), 유효

성(effectiveness) 등의 평가척도를 기 으로 수행하 으며, 평가 범 는 주제어실

(MCR)  주제어반(MCB), 안 변수지시계통(SPDS), 원격정지제어반(RSP), 

장제어반 등으로 구분하 다. 한 평가 방법은 MMI와 련된 다수의 운  실

  운  경험 련 문서 검토, 문서기반 검토, 문가 평가, 실험 평가를 수행

하 다. MMI의 가용성은 우선 으로 문서 기반으로 평가하여, 실사 평가, 문

가 평가를 병행하 다. 합성  유효성에 한 평가는 문가 평가를 우선하

되, 일부 MMI의 인 요소에 해서는 작업부하(workload)  오류 가능성에 

한 시나리오 기반의 실험 평가도 병행하 다.

주기 안 성평가를 해 설정된 자체 인 요소 검토 실무 기 에 의해 평가된 

결과는 인간공학  안에 한 검토의견으로 도출하 다. 검토의견들은 일 된 

문서로 유지하여 요도  우선순  평가와 의사결정을 거쳐 권고 사항을 작성

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 다. 그림 1은 MMI 평가 업무의 반을 흐름도로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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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 검토 계획 수립

MMI 검토 계획 확정

안  검토의견 제시

권고사항제시  

해결방안 의

MMI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발 소 의 규제기 의

문가자문

(Panel)

문가자문

PSR 기본 차서 작성

: MMI 평가

발 소/본사

의견 조율

MMI 상세 검토 ( I )

   - 주제어실

   - 보조정지제어반

   - OACS

   - 기타

그림 1 MMI 평가 수행 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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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평 가 범   방 법 

MMI의 인간공학  평가 방법론은 행 기술기 에 따라 평가 상, 평가 척도, 

평가 방법 등을 결정하 다. 

○ 평가 상

  - 주제어실(MCR)

  - 안 변수지시계통(SPDS)

  - 원격정지제어반(RSP)

  - 장제어반

○ 평가척도(measure)

  - 가용성(availability)

  - 합성(suitability)

  - 유효성(effectiveness)

○ 평가방법

  - 문서기반 평가

  - 장실사 평가

  - 문가 평가

  - 실험 평가

2. 1 평가범

MMI의 인간공학  평가 상 범 는 건설 당시의 인간공학  평가에 한 명시

 기 이 없었으므로 추가반  기술기 에 의하여 결정하 다. 평가 상 기기

의 항목으로는 원 의 인허가 심사 기 인 경수로안 심사지침(KINS-G-001)에 

명시된 바에 따라 주제어실  주제어반, 안 변수지시계통, 원격정지제어반, 

장제어반 등으로 구분하 다. 

안 변수지시계통  장제어반은 1980년의 TMI 후속 조치에 따라 설치된 

MMI 기기를 포함하 다. 장제어반 에서는 상 으로 안 성 련도가 높

고 표 인 제어반들을 선별하여 평가 상으로 선정하 다. 즉, 안 성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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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넬번호 넬명

설치

치

요도

( 리

등 )

안 내진
선정

넬

비

고

1 1GJZJP203
ESSENTIAL CHILLER A 

CONTROL P203 PNL 
J-E19 3 CL 1E CAT 1 Y

2 1GJZJP204
ESSENTIAL CHILLER A 

CONTROL P204 PNL 
J-E03 3 CL 1E CAT 1 Y

3 1GJZJP205
ESSENTIAL CHILLER A AUX 

P205 PNL
J-E19 3 CL 1E CAT 1 Y

4 1GJZJP206
ESSENTIAL CHILLER A 

CONTROL  P206 PNL
J-E03 3 CL 1E CAT 1 Y

5 1ZAP005
AUX FEEDPUMP DRIVE 

TURBINE CONTROL
AUX 100 3 CL 1E CAT1 Y

6 1ZAP009
PNL-CEN CHLR Z049 MAIN 

CONTROL PANEL
J-H03 3 NNS NONE Y

7 1ZAP009A
CEN CHLR Z049 AUX CONTROL 

PANEL ZAP009A
ZAJ6 3

NCL 

1E
NONE Y

8 1ZAP010
CEN CHLR Z050 MAIN 

CONTROL PANEL ZAP010
ZAJ6 3

NCL 

1E
NONE Y

9 1ZAP010A
CEN CHLR Z050 MAIN 

CONTROL PANEL ZAP010A
ZAJ6 3

NCL 

1E
NONE Y

10 1ZAP011
CEN CHLR Z053 MAIN 

CONTROL PANEL ZAP011
ZAJ6 3

NCL 

1E
NONE Y

11 1ZAP011A
CEN CHLR Z053 MAIN 

CONTROL PANEL ZAP012
ZAJ6 3

NCL 

1E
NONE Y

12 1ZAP012
PNL-LOCAL H2 MONITORING 

ANALZR PANEL
AUX 100 3 CL 1E CAT1 Y

13 1ZAP013
PNL-LOCAL H2 MONITORING 

ANALZR PANEL
AUX 100 3 CL 1E CAT1 Y

14 1ZAP801
CEN CHLR Z054 MAIN 

CONTROL PANEL ZAP801
ZAJ6 3

NCL 

1E
NONE Y

15 1ZAP801A
CEN CHLR Z054 MAIN 

CONTROL PANEL ZAP801A
ZAJ6 3

NCL 

1E
NONE Y

16 1ZCP003
CSL-FUEL XFR CONTR (PNL 

SIDE)
ZCJ2 3 CL 1E NON Y

17 1ZDP001 D/G CONTROL PNL P001 ZDG2 3 CL 1E CAT1 Y

18 1ZDP002 D/G CONTROL PNL P002 ZDG2 3 CL 1E CAT1 Y

19 1ZDP003
PANEL-DIESEL GEN A ENGINE 

CTL
D/G100 3 CL 1E CAT1 Y

서 운 경험상 는 안 성과 련이 높은 장계기를 우선 으로 선정하 으며, 

유사한 MMI 기기들을 표할 수 있는 장제어반들을 평가 상으로 선정하 다

(표 1).

표 1 장제어반 선정목록(1, 2차측)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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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제어반 선정목록(1, 2차측) (2/3)

순

번
넬번호 넬명

설치

치

요도

( 리

등 )

안 내진
선정

넬

비

고

20 1ZDP004
PANEL-DIESEL GEN B ENGINE 

CTL
D/G100 3 CL 1E CAT1 Y

21 1ZFP004
CSL-FUEL XFR SYSTEM (PIT 

SIDE)
ZFJ1 3 CL 1E NON Y

22 1ZJP022
ACOUSTIC LEAK MONITOR 

SYSTEM
J-H29 3

NCL 

1E
NONE Y

23 1ZJP023
CABINET-METAL IMPACT 

MONITOR
J-H29 3

NCL 

1E
NONE Y

24 1ZJP025 SEISMIC MONITOR J-H29 3
NCL 

1E
CAT1 Y

25 1ZJP033
CAB-GROSS FAILED FUEL 

DETECTOR
J-H29 3

NCL 

1E
NONE Y

26 1ZJP-076
TURBINE SUPERVISORY 

INSTRUMENTATION CAB.
CB 126 3

NCL 

1E
NONE Y

27 1ZJP340A
ESS.CHLD WTR 

COMP.MTR.A-Z006 PANEL
CONT 80 3 CL 1E CAT1 Y

28 1ZJP340B
ESS.CHLD WTR 

COMP.MTR.B-Z007 PANEL
CONT 80 3 CL 1E CAT1 Y

29 1ZJP-901 S/G DCS CAB 1 CB 126 3
NCL 

1E
NONE Y

30 1ZJP-902 S/G DCS CAB 2 CB 126 3
NCL 

1E
NONE Y

31 1ZJP-903 S/G DCS CAB 3 CB 126 3
NCL 

1E
NONE Y

32 1ZTP-022
PANEL-INST AIR 

COMPRESSOR C001 PANEL
TBN 74 3

NCL 

1E
NONE Y

33 1ZTP-023
PANEL-INST AIR 

COMPRESSOR C002 PANEL
TBN 74 3

NCL 

1E
NONE Y

34 1ZTP-024
PANEL-INST AIR 

COMPRESSOR C003 PANEL
TBN 74 3

NCL 

1E
NONE Y

35 1ZTP-032
PANEL-FWP TURB LO 

CONDITIONER PANEL
TBN 60 3 NNS NONE Y

36 1ZTP-105
PNL-SGFPT A CONTROL 

CONSOLE
TBN 80 3

NCL 

1E
NONE Y

37 1ZTP-106
PNL-SGFPT B CONTROL 

CONSOLE
TBN 80 3

NCL 

1E
NONE Y

38 1ZTP-107
PNL-SGFPT C CONTROL 

CONSOLE
TBN 80 3

NCL 

1E
NONE Y

39 1ZTP111 NON CLASS 1E DIESEL GEN ZTF7 3
NCL 

1E
NONE Y

40 1ZTP-854 PNL-STATOR COOLER TBN 100 3 NNS NONE Y

41 1ZTP-855 SEA OIL SUPPLY SYSTEM TBN 74 3 NNS NONE Y

42
0KCZYP30

2

PNL-JOCKEY P141 

CONTROLLER  FIRE
ZXG3 3

NCL 

1E
NON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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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제어반 선정목록(1, 2차측) (3/3)

순

번
넬번호 넬명

설치

치

요도

( 리

등 )

안 내진
선정

넬

비

고

43
0KCZYP30

3

PNL-DIESEL PP 142 

CONTROLLER FIRE
ZXG3 3

NCL 

1E
NONE Y

44
0KCZYP30

4

PNL-ELECTRIC PP143 

CONTROLLER  FIRE
ZXG3 3

NCL 

1E
NONE Y

45
0KCZYP30

5

PNL-DIESEL PP 144 

CONTROLLER  FIRE
ZXG3 3

NCL 

1E
NONE Y

46 0ZAP006
CABINET-H2 RECOMBINER 

CONTROL
AUX 100 3 CL 1E CAT1 Y

47 0ZAP006
H2 RECOMBINER CONTROL 

CABINET ZAP006
ZAG2 3 CL 1E CAT1 Y

48 0ZAP007
CABINET-H2 RECOMBINER 

CONTROL
AUX 100 3 CL 1E CAT1 Y

49 0ZAP007
H2 RECOMBINER CONTROL 

CABINET ZAP007
ZAG2 3 CL 1E CAT1 Y

50 0ZBP-001 PANEL-AUXILIARY BOILER ZBG1 3 NNS NONE Y

51 0ZRP002 PANEL-RADWASTE CONTROL R-G41 3
NCL 

1E
NONE Y

52 0ZRP003
PANEL-LIQUID RADWSTE 

EVAP Z002
R-G41 3

NCL 

1E
NONE Y

53 0ZRP006
PANEL-LIQUID RADWSTE 

EVAP Z003
R-G41 3

NCL 

1E
NONE Y

2. 2 평가방 법

MMI의 평가는 평가 상 기기에 한 평가척도와 이를 수행하기 한 평가 방

법론들의 조합으로 구성하 다. 그림 2는 평가 차 개요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2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주로 다음과 같은 6단계의 평가 차를 따라 평가하

다.

○ 검토기  설정  세부 검토기  요건 개발

○ 실   황 자료 수집

○ 문서기반 검토

○ 장 실사 평가  문가 검토

○ 간이 실험 평가

○ 안 검토  개선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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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 설정

 -기 설정 요건해석

 -기 자료수집

세부검토기  요건개발

 -가용성 요건분석

 - 합성검토 

  실무양식개발

- 문가 검토의견 

  수집

실   황 

자료수집

 -운 경험 실 자료

 -MMI 설계자료

 -MMI 황자료

 -기타

문서기반검토

 
-가용성 평가

- 합성 비평가

-운 실  평가

장실사평가

 
 -가용성 확인

 - 합성 평가

● 문가 평가

  (Panel 평가)

●면담 실사 등

MMI 안 검토

 
 -가용성 안

 - 합성 안

 -유효성 안

․ 안별 

  권고사항 실사

권고사항 제시

 
 - 요도 평가

 -안 향 검토

 -우선순  평가

 -검토의견

  해결방안  제시

실험 평가

 
 -유효성 안 검

 - 안 확인

● 문가 평가

  (Panel 의)

P S R  기본  차 서 ( 안)  개 발  :  M M I  평가

그림 2 MMI 평가 범   방법  

평가 차는 문서기반 평가와 실사 평가와 함께 이를 보완하는 실험 평가  

문가 평가를 수행하 다. 문서기반 평가는 MMI의 황을 나타내는 도면 등의 

문서를 인간공학  기 에 의거하여 비교 평가하 으며, 실사 평가는 문서기반 

평가 결과를 심으로 발 소의 재 상태를 확인하 다. 이들은 인간공학 기

(criteria)들에 한 검표(checklist)를 기반으로 문가 평가(expert evaluation) 

방식에 의해서 실행하 으며, 평가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장  문가

가 참여하는 패 에 의해서 각 검토의견  개선사항을 조정하 다. 문가 평가 

패 의 각 검토의견  개선 사항은 간이 실험 평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여 평가

의 객 성을 확보하 다.

원  X,Y호기는 인 요소에 한 명시 인 요건이 없으므로 안 성 평가에서 

MMI의 인 요소 평가를 한 구체 인 평가 방법론이 규정된 바 없다. 따라서 

추가 반  기술기 인 IEEE STD-845와 NUREG-0700을 참고하여 가용성, 합

성, 유효성 등을 기본 인 평가 척도로 채택하 다. 다음은 각 평가 척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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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2. 2. 1 M M I  가용 성

가.  평가 방 법

MMI의 가용성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MMI 기기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각 평가 상 MMI의 가용성 여부는 해당 MMI에서 수행되어야 할 운

종사자의 직무요건과의 부합여부를 단하 다. 가용성 평가 기  요건은 운

종사자의 작업요건에 의하여 설정되며, 재 발 소에서 운   제공되는 MMI 

항목에 의하여 요건에 비한 가용성을 평가한다. 가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6

단계로 수행하 다.

○ 가용성 요건 분석: 필요한 MMI 항목의 기 목록(List-R: Requirement) 도출 

○ MMI 황 자료 작성 : MMI 황 목록(List-I: Inventory) 작성

○ 문서기반 검토 : 락  불일치 항목 도출

○ 장 가용성 확인 실사

○ 가용성 안 검토 : 장 의  패  평가

○ 개선사항 작성 : 추가/삭제 혹은 변경

가용성 평가의 목표는 MMI가 운 종사자의 직무를 지원하는데 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운 종사자의 직무 지원에 필요한 MMI가 락되지 않았

는지와 불필요한 MMI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용성 평가를 해서 우선 MMI 요건 목록인 List-R(Requirement)과 MMI 

황 목록인 List-I(Inventory) 등 두 가지 MMI 련 기 목록을 도출하 다. 이 

두 가지 목록을 기반으로 각 항에 하여 재 원  X,Y호기에서 락되거나 불

필요한 MMI가 없는지 평가하 다. 

List-R은 운 종사자에게 제공되어야할 MMI 항목을 의미한다. List-R은 기본

으로 직무요건분석에 의하여 도출하 는데, 최소한의 MMI 요건은 각 계통의 설

계 문서에서 도출하 다. 한, 안 성 유지에 필수 인 비상운 차서를 기

으로 필요한 것으로 명시된 MMI 항목들(List-P)도 추가하 다. 기타, 경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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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보 응을 한 항목(List-A), 인허가  법규상 명시된 요건(List-Reg.), 

사례  운 경험분석에서 악된 요건(List-O) 등을 분석하 다. 각 분석과정에

서 도출된 MMI 항목을 종합하여 최종 으로 List-R을 도출하 다. 

List-I는 원  X,Y호기 MMI 기기의 황에 한 종합목록이며, 장 실사  

이력 검토와 사진 촬 을 통해 작성하 다. MMI 기기 황 악을 한 실사 

업무 차와 양식은 별도로 개발하 다. 

가용성의 실사는 도출된 두 가지 MMI 목록을 근거로 MMI 기기의 이력 정보와 

실제 발 소에서 가용한 기기를 확인함으로써 완성하 다. 가용성 평가는 각각 

완 한 List-R과 List-I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정상 이나, 부분 으로 입수 

는 작성 가능한 안 성 련 MMI 기기의 목록에 한하여 가용성을 평가하

다. 평가 과정은 계통별, 평가 범 별 혹은 특정 시나리오별 가용성 평가를 통해 

의견을 도출하고 장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진 으로 체 평가를 

진행하 다.

다음과 같은 주요 운  경험  실  자료를 검토하여 MMI 기기의 가용성과 

련하여 인간공학  검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 다.

○ TMI 후속조치  MMI 련 사항 

○ 주제어반 검토 우선 확인 사항 

○ 정기검사 지 /권고사항  MMI 련 사항 

○ FSAR 개정 내용  MMI 련 사항

○ 주제어실 설계 검토(D-CRDR) 결과

○ 설계변경  MMI 련 사항

○ 정지 이력  MMI 련 사항

○ 고장 사고 보고(K-HPES 포함) 

가용성은 문서 기반 평가에서 부분 개별 MMI 기기 항목들에 의해 확인되지

만, 최종 인 확인은 발 소에 한 장 확인과 운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완료되었다. 한 도출된 안은 계측제어 설계자 등 련 문가 패 의 의사결

정을 통하여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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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상 별  가용 성 평가

MMI 가용성 평가의 상으로 주제어반, 안 변수지시계통, 원격정지제어반, 

장제어반 등의 부분의 MMI 기기들을 포함하 다. 이는 신규 원 의 경우, 

재의 경수로 안 심사 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FSAR 18장에 포함해야할 

MMI 항목의 반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장제어반의 경우에는 안 성 련 

기기를 우선하여 평가하 다.

주제어반의 가용성은 주제어실 운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차서를 기 으로, 

차서의 수행을 해 요구되는 경보기, 지시기, 제어기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 다. 안 성 확보를 하여 최소한 요구되는 가용성의 요건은 

비상운 차서와 같은 안 성 유지를 한 운  차서들을 기 으로 도출하

다.

안 변수지시계통의 가용성은 기기의 가용성  표시 정보의 가용성을 포함하여 

평가하 다. 원  X,Y호기는 안 변수지시계통 기능을 담당하는 운 지원 산시

스템(OACS)이 설치되어 있어 기기  정보 가용성을 만족하고 있다. OACS와 

같은 추가설비에 의하여 제어반의 안 성 련 MMI 기기 가용성이 보강되나, 

주제어반과는 별도로 산시스템의 정보가용성 측면을 평가하 다. 안 변수지시

계통의 법 인 요건 항목을 기 으로 OACS의 가용성을 확인하 다.

   ◦ 정보 가용성 : 안 변수지시계통에서 요구하는 체 기본 필수 안 기능에 

한 정보가 제공된다. 필수 안 기능의 만족 여부를 결정짓는 세부 변수

값  추이에 한 근이 가능하다. 정보 획득을 한 기본 인 상호작용

의 타당성은 합성에서 검토하 다.

   ◦ 기기 가용성 : OACS는 화면 이외에 인터페이스 기기의 가용성에 해서

는 별도로 평가하 다. 

원격정지제어반은 주제어반과 동일한 MMI 방식을 요구하며, 기능 인 측면에서 

가용성 요건은 주제어실 기능 상실시 원자로 안  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

의 기능을 수행하기 한 설비이다. 원격정지제어반의 련 차서로부터 설계에

서 명시 으로 제공하지 않는 가용성 요건을 도출하여 원격정지제어반의 가용성



- 11 -

을 평가하 다.

장제어반의 가용성은 주제어실과의 기능 인 할당에 따라 장에서 필요한 작

업을 지원하는 MMI 기기의 존재 여부로 평가한다. 주제어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구되는 안 성 련 MMI 기기들의 인간공학  타당성을 평가하 다. 한 기

술지원센터(Technical Support Center)에서 제공되는 OACS 기기  화면도 

장제어반의 일부로 보아 평가범 에 포함하 다.

2. 2. 2 M M I  합 성

가.  합 성 평가 방 법

MMI의 합성은 MMI 기기 자체의 속성  MMI 기기의 특성에 향을 주는 

배치, 배열  환경 등에 한 인간공학  타당성을 의미한다. MMI 합성 평가

를 해 검표(checklist)를 개발하여 검하고, 패 에 의해 진행되는 문가 

평가를 채택하 다. 효과 인 평가를 하여 문서를 기반으로 한 합성 평가 기

과 황 자료와 같은 기  정보를 정리하여 기기 사진 자료와 함께 문가에

게 제공한 후, 문가들의 단과 그동안의 운  경험  사례에 따른 검토를 수

행하 다.

MMI 합성 검토 기 은 NUREG-0700(1981)을 기반으로 하며, Rev.1, Rev.2를 

추가 검토 기 으로 참고하 다. 검토 기  도출 방법은 먼  기기 유형을 악

한 후, 기기 유형별 속성을 도출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기 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문가들의 장 실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기 들은 용하지 않았다(부록 A). 이

와 같이 기기 유형별 속성에 해당하는 기 을 정리한 합성 검토 양식과 황

자료의 기  정보를 정리하여 문가들에게 제공한 후, 장 실사  패 을 통

해 문가들의 평가와 그동안의 운 경험  사례에 따른 검토의견을 작성하

다.

평가는 문서를 기반으로 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 으며, 장 실사  운 종사

자 면담을 추가로 수행해 합성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 다. 장 실사는 

MMI 기기의 세부 속성에 한 조사로써, 운 종사자 면담  운  작업시의 조



- 12 -

작 특성을 측하고, 합성이 요구되는 MMI 기기의 속성 만족 여부를 검토하

다.

시설  환경은 직 인 평가항목은 아니지만, MMI 기기와의 상 계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작성된 합성 평가 검표에 포함하여 장 실사  운 종사자 

면담 방식으로 평가하 다.

이상과 같은 MMI 기기의 합성 평가를 하여 다음 세부 업무를 수행하 다.

○ 운 경험 검토

○ 재 MMI 기기 유형별 속성 비 검토

○ 재 MMI 기기의 속성 조사

○ 재 MMI 유형별 속성 항목 결정

○ 세부 조사 범   조사 양식 결정

○ MMI 속성별 용 기  결정

○ 검토의견 작성

○ 문가 패  평가

○ Simulator  Mock-up에 의한 간이실험 평가

나 .  상 별  합 성 평가

MMI 합성 평가 범 로 가용성 평가와 동일하게 주제어실, 안 변수지시계통, 

원격정지제어반, 장제어반 등 발 소 MMI 기기, 시설  그들의 배치와 환경

을 포함한다. 개별 MMI 기기에 한 평가는 평가 상 범  내에 있는 MMI 기

기에 해서 기기 유형별로 평가하며, 그 표  특성을 인간공학  기 에 의거

하여 평가하 다.

주제어실 평가에는 주제어반, 부 시설  안 변수지시계통 등에 한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들을 포함하 다. 이 에서 공정 컴퓨터에 한 평가는 안 변수

지시계통의 요건에 의하여 평가하 다. 주제어실 이외의 MMI 기기의 합성 평

가는 안 성에 미치는 향의 크기에 따라 주제어실 MMI와 동일한 기 을 용

하거나, 표 인 MMI 기기를 선정하여 그 합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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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반 MMI 련 사항

- 발 소 경보계통

- 제어기

- 시각 표시기

- 음향 신호 계통

- 라벨과 치인식 보조물

- 제어반 배치

- 제어기-표시기의 통합

○ MMI의 환경 련 사항

- 작업공간 : 배치  조합

- 작업공간의 환경  요소

○ 공정 컴퓨터

한, 그동안의 운  경험을 반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운  실  자료들을 

검토하여 MMI 기기의 합성과 련된 미비   보완사항을 도출하 다.

○ TMI 후속조치  MMI 련 검 사항

○ 주제어반 검토 우선 확인 사항

○ 정기 검사 지 /권고 사항  MMI 련 사항

○ FSAR 개정 내용  MMI 련 사항

○ 주제어실 설계 검토(D-CRDR) 결과

○ 설계 변경  MMI 련 사항

○ 정지이력  MMI 련 사항

2. 2. 3  M M I  유 효 성

가.  평가 방 법

MMI의 유효성은 MMI 기기  시설이 의도된 작업을 히 지원하여 의도한 

목 을 달성하는가를 의미한다. MMI에 한 유효성 검증은 재 주어진 MMI 

기기를 운 종사자들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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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상으로는 주제어실, 원격정지제어반, 장제어반 등에 있는 모든 MMI 기

기  시설을 포함하되, 안 성의 유지 혹은 회복에 련하여 운 시나리오를 개

발하여 실험을 통해 평가하 다. 재 원  X,Y호기에 제공된 MMI가 의도된 안

성 련 기능을 충분히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실험평가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실제 운  작업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MMI의 안 성을 

종합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 다. 유효성 평가에 한 주요 검항

목은 다음과 같다.

○ 가용성  합성에서 제기된 안에 한 실제 향 여부

○ 앞에서 제기되지 않은 신규 안의 존재에 한 확인

○ 제기된 안에 한 향의 크기  요도 단

MMI의 유효성 검증을 한 업무 차는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개발 

○ 실험  측 계획 수립

○ 기존 안에 한 유의성 확인 : 수행도 측정 등

○ 신규 안 존재에 한 확인 : 측  부하 측정 등

○ Debriefing : 실험결과의 상세 확인  해석

○ 문가 패  검토

나 .  유 효 성 평가를 한 실 험 계획

MMI의 유효성 평가는 실제 수행되는 작업에서의 반응을 측하는 실험평가 방

식을 채택하 다. 차서의 실험 평가는 간략한 운  작업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수행하 다. 비상운 시 운 종사자의 오류 혹은 부담 요인으로서 안 성에 향

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 다.

실험의 상세 분석을 하여 측 문가 패 을 구성하여 간단한 작업부하 측정, 

혹은 오류 가능성에 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 인 기 에 따라 주  평  평

가(subjective rating)  측 실험(observation)을 수행하 다(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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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부하 : NASA-TLX 평가

○ 오류 가능성 : 사  검토된 오류후보 단계 검토  측 척도 측정 

실험의 평가 기 에 한 상세 측정을 하여 실험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4가지 측 척도(observational measure)를 추가 개발하여, 측자로 참

여한 문가들이 패 합의 방식에 의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 다.

○ 정보획득 요구(IGA : Information Gathering Action required) 수

○ 직무경로 부담(TT : Task Trajectory) 수

○ 요구 집 도(TCR : Task Concentration Requirement) 수

○ 시행착오(TM : Trial for MMI) 수

상기 4가지 측 척도는 MMI와 련된 작업부하(work load)와 오류 유발 가능

성을 평가하기 하여 가 치 결정을 통한 함수 계를 추정한다. 함수 계의 추

정에는 분석  계층화 과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용하며, 참

여한 피실험자들의 주 인 평가  정성 인 검토의견과 그 결과를 비교하

다(부록 B). 

실험평가는 작업부하와 오류 가능성 측면에서 다음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선정

하고, 훈련 문가들과 의하여 세부 단계별로 가능한 세부 검토의 상 후보들

을 비하 다.

○ LOCA

○ SGTR

○ 기동  정지

○ 회복 차

○ 주제어실 상주불가능

이와 같이 MMI 유효성은 운 종사자들이 시뮬 이터 상에서 차서의 직무에 

따른 상 MMI를 실제로 운  조작하는 모의실험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오류

에 의한 결과 인 향 등을 평가하 다. 시나리오 수행 이후에는 피실험자

인 운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NASA-TLX 평  평가를 통한 차서별 작업부하 

평가를 수행하 다(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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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 술기  

3 . 1 법 령 상 의 기술 기

본 평가에 공통 으로 용되는 법령상의 기술기 은 다음과 같다.

공통 기술기

○ 원자력법시행령 제42조의4(주기 안 성평가 방법  기 ) 

○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주기 안 성평가의 기 )

○ 과학기술부령 제30호(방사선안 리 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

○ 과학기술부령 제31호(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0-8호(원자로시설의 치, 구조  설비에 한 기술기 )

고유 기술기

해당사항 없음

3 . 2 규 제지 침

3 . 2. 1 F S A R 사 항

원  X,Y호기 FSAR에는 인 요소와 련된 별도의 FSAR 항목이 없으므로, 계

측제어 련 FSAR 7장을 참고하여 주제어실 등의 설계  인 요소를 명시한 

내용  MMI 련사항을 용하 다.

3 . 2. 2 행 정 조 치

TMI 후속조치 사항으로 원  X,Y호기와 련된 과학기술부의 행정조치 이행사

항을 검토하여 요건으로 용하 다. 과학기술부의 이행조치에는 자체 인 세부 

인간공학 기술기 이 명시되지 않았다.

3 . 2. 3  규 제조 치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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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4 약 속 사 항

해당사항 없음

3 . 3  참 조  기술 기

TMI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요구된 제어실 상세 설계검토(Detailed Control 

Room Design Review) 기 인, I.D.1, GDC 19, Reg. Guide 1.97 등을 추가 반  

기술기 으로 용하 다. 한, TMI 후속조치의 이행과정에서 1991년에 수행된 

원  X,Y호기 주제어실 상세 설계 검토시 활용된 NUREG-0700(1981)을 기술기

으로 포함하 다. 

용된 세부 기술기 은 건설당시  건설이후 기존 원 의 MMI 검토를 한 

세부 기술기 인 NUREG-0700을 근간으로 하되, 평가 척도의 항목별로 최신기

술기 을 감안하여 별도 도출된 실무기 을 따랐다. 한, 추가 반  기술기 에 

따른 실무 검표의 항목별 기 으로는 최근의 국내 기술기 으로 인허가 기

인 경수로 안 심사지침서의 18  인간공학 기술기 과 최신 기술기 들을 참고

하 다.

안 변수지시계통의 기술기 으로는 련 경수로안 심사지침에 의거한 FSAR  

18.2 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측제어 련 사항인 FSAR 7장을 참조

하 다. 1993년 비상 응설비  안 변수지시계통 사업에 의해 설치된 OACS에

서 원  X,Y호기 안 변수지시계통 설계에서 용된 별도의 세부 인 인간공학

 기 이 없으므로, 자체 안 변수지시계통에 한 기술기 을 검표 항목에 

포함하 다. 국내외 신규원 의 안 변수지시계통 련 사례와 기 을 참조하여, 

자체 인 MMI 검토기 을 포함하는 실무기  확정시에 NUREG-0700은 물론 

ISO 등 최신 기술기 을 반 함으로써 OACS의 인 요소에 한 최신 기술기

을 보완하 다.

원격정지제어반과 장제어반 설계에 요구된 별도의 인간공학  기 은 없으나, 

주제어반과 동일하게 NUREG-0700을 추가반  기술기 으로 용하 다. 원격

정지제어반의 인간공학  용 기 이 주제어실과 동일한 수 으로 요구되어 있

으므로, 원격정지제어반 등 장 기기 MMI의 인간공학  평가에서 동일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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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기에 해서는 주제어실과 동일한 기 을 용하 다. 

3 . 3 . 1 미 연방 법

○ General Design Criteria 19, "Control Room"

○ TMI Action Items ; I.D.1 Detailed Control Room Design Review

○ TMI Action Items ; I.D.2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3 . 3 . 2 N R C  규 제지 침 서

○ Reg. Guide 1.97, Rev.2, Instrumentation of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 To Assess Plant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21]

3 . 3 . 3  N R C  기   B u l l e t i n

○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NUREG-0737[15]

○ NUREG-0737, Supplement 1,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16]

○ NUREG-0700, Guidelines for Control Room Design Review[12]

○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Appendix A to SRP Section 18.1[17]

○ NUREG-0660, NRC Action Plan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TMI-2 

Accident[10]

○ NUREG-0700 Rev.1, Human 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13]

○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14]

○ NUREG-0737 Suppl.1,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15]

○ NUREG-0835, Human Factors Acceptance Criteria for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1981[18]

3 . 3 . 4 기타  기술 기

○ IEEE-STD-845, Validation of man-machine syste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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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EC HF-010, Human Factor Design Guideline[5]

○ KAERI/CR-1492/96, 울진 3, 4호기 CFMS의 인간공학  검토[24]

○ KINS-G-001, 경수로 안 심사지침(Rev.1), 18  인간공학[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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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 가 결 과

원  X,Y호기 MMI의 인간공학  평가결과, 안 문제 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MMI 기기 자체의 기능  품질은 체로 양호하다. 인간공학  측면에서 

개선된 설계 황  이력에 한 상세 자료가 없어, 재의 MMI의 상태에 

한 황정보를 작성하 으며, 문제 이 없음을 확인하 다. 

주제어반, 안 변수지시계통(OACS), 보조정지제어반  장제어반에 한 가용

성, 합성, 유효성 평가(실험평가) 결과, 세부사항 수 에서 검토의견을 도출하

다. 한, 평가 결과를 보완하고 객 성을 확보하기 해 MMI 기기 특성에 

한 개별 인 문가 검토의견을 도출하 다. 

TMI 후속조치와 제어실 상세 설계검토 등 검사지   권고사항들의 조치결과 

검토  운  경험 인 측면의 황 평가결과, MMI의 특성이 안 에 직 인 

향을 끼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MI의 인간공학  측면에서 안

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MMI 기기  시설 등의 합성  개별 인 항목에서 일

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 다. 최종 인 가용성  합성 검토의견에 하여 

부분 자체 조치하고, 나머지는 개별 인 추가 개선의견으로 도출하 다. 

4. 1 주제어 실

4. 1. 1 가용 성 평가

주제어반은 경보창, 지시기, 제어기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약 2000

여개의 MMI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계통별 배치 도면과 기기 배치 황에 

한 사진 자료를 토 로 주제어실의 MMI 가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그림 3, 부록 

C, 부록 D). 주제어실의 MMI 기기에 한 가용성은 권고사항, 규제 요건의 요구 

항목 등과 주제어실 운 종사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평가하 다. 가용성 평가결

과, 일부 불일치 항목들은 명칭상의 차이, 문서와 실제 장설계상의 상이, 기타 

설치 장소의 차이 등이며 운 측면에서 락이 없음을 확인하 다. 일부 불일치 

항목들은 차서 작성시 MMI의 황목록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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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001 : ESF & CVCS SECTION(S-3J-ZJ-P001)

2. P002 : REACTOR CONTROL SECTION(S-3J-ZJ-P002)

3. P003 : TURBINE GENERATOR(N-3J-ZJ-P003)

5. P004 : 안 설비 제어반, CSF SECTION(S-3J-ZJ-P004)

6. P005 : 원자로 보조기기 제어반, REACTOR AUXILIARIES SECTION(S-3J-ZJ-P005)

7. P006 : 원자로 감시 제어반, REACTOR CONTROL PROCESS SECTION(S-3J-ZJ-P006)

8. P007 : 증기발생기 제어반 , STEM GENERATOR SECTION(S-3J-ZJ-P007)

9. P008 : 수  복수계통 제어반, FEED WATER CONDENSATE SECTION(S-3J-ZJ-P008)

10. P009 : 터빈 제어반, TURBINE GENERATOR(N-3J-ZJ-P009)

11. P011 : 발   송  제어반 I, AUX. ELEC. DISTR. SECTION I(S-3J-ZJ-011)

12. P012 : 발   송  제어반 II, AUX. ELEC. DISTR. SECTION II(S-3J-ZJ-012)

13. P013 : 환기계통 제어반, NORMAL, HVAC SECTION(N-3J-ZJ-P013)

14. P014 : 방화 설비  방사선 감시 제어반, FIRE PROT. & RAD MONIT. 

SECTION(S-3J-ZJ-P014)

15. P016 : 핵계장 감시장치 제어반, NIS(S-3J-ZJ-P016)

16. P015 : 보조설비 제어반, MISCELLANEOUS SECTION(S-3J-ZJ-P015)

I : 경보 역

II : 표시기, 지시기 역

III : 제어기 역

그림 3 주제어반 기기의 계통별 배치(도면)



- 22 -

4. 1. 2 합 성 평가

원  X,Y호기의 주제어반 합성 평가는 문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검표

(checklist) 형식으로 MMI 기기 속성들의 세부 요건을 확인하 다. MMI 합성 

평가를 한 검표의 세부 항목은 표 2와 같이 9개의 세부 분야로 되어 있다. 

평가 결과, 직 인 안 성 련 문제 은 없었으나 다수의 세부 인 검토의견

을 도출하 다(표 3). 한 평가 결과를 보완하고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MMI 기기 련 문가 검토의견을 련자들이 참여한 Panel에 의해 개별 으로 

합의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부록 E). 

주제어실의 개별 MMI 기기의 특성은 폭 인 성능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당

시의 특성과 개념을 그 로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운 종사자들에게 친숙도와 수

행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MMI 기기별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부 시설  환경

주제어실에 한 부 시설  환경 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비품, 소모품  

비상장비, 출입통제, 비치 자료, 운 지역  운 종사자 치 등에 한 부 시

설 평가와 환경 련 요소인 온도  습도, 환기, 조명, 소음, 사물함, 분 기  

안락감 등에 한 검토의견을 제시하 다. 평가결과, 일부 추가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의견이 도출되었다. 를 들어, 비부품  안 장비의 치문제, 온/습도 

조 기능 문제, 호출설비문제(화장실, 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의 추가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부록 F). 재 원  X,Y호기의 경우 지속 인 주제어실 

개선을 통하여 추가 개선 여지를 확인하 다. 

(2) 경보창

경보창은 계통 단 로 경보창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배치  배열이 집되어 구

분이 곤란한 계통에 해서는 3～4 단 로 분류를 제공하고 있어 그동안 지속

으로 개선된 한 설계이다. 기능 인 측면에서 정상 운 시 무경보화를 

한 논리보강도 이루어졌다. 한, 추가로 경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변화되어 있다. 다만, 다변화된 경보표시 기기들과 경보창간의 표시 방식의 일

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보창에 사용된 용어는 면 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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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MI 합성 평가 주요 검 항목 : 주제어실

주제어실 실사항목 범     

 1. 주제어실  
   부 시설 배치

- 주운  지역  운 치

- 제어반  부 시설

- 비치 자료

- 비품, 소모품  비상장비

- 출입 통제

 2. 환경 조건

- 온도  습도

- 환기

- 조명

- 소음

- 사물함

- 분 기  안락감

 3. 제어반 구조

- 운 종사자 콘솔

- 벤치보드

- 수직제어반

- 운 종사자 책상  의자

 4. 기기형식

경보기

- 계통 설계 개념

- 음향 경보기

- 시각 경보기

- 경보 작동 제어기

제어기 

- 제어기 일반 특성

- 제어기 보호 방식

- 제어기 동작 방향  구분 방식

- 푸쉬 버튼(일반형  표지 형)

- 회 형 제어기(J형, 열쇠 조작형, 조 제어기, 선택제어기)

- 기타 제어기(손바퀴형, 미끄럼형, 토 스 치, 로커스 치)

지시기 

- 지시기 일반 특성

- 지시계

- 표시등

- 계수기

기록계

- 기록계 일반 특성

- 다변수 기록계 동작 방식  구분 방식

- 기타

 5. 제어반  기기 배치

- 기기 배치 일반

- 기기 배치 내용 구분 방식

- 기기 배열 방식

- 기기간 이격  군집 배열 방식

- 련 제어기와 지시기의 배치

 6. 컴퓨터 계통

- 컴퓨터 계통 사용  리

- CRT 화면

- 린터

 7. 통신 계통

- 일반 화계통

- 사운드 워 화계통

- 방송계통

- 비상 통신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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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제어실 MMI 기기 유형별 검토의견

MMI 유형 검  토  내  용

부 시설  

환경

- 소모품  비부품의 치 부

- 보호 안 장비 리부

- 온/습도 조 기능 미흡

- 호출설비 미흡 : 휴게실, 식당, 화장실  탈의실

경보창

- 비어 있는 경보창은 경보정보를 추가 활용 필요

- 자 크기, 색상등의 consistency 유지

- 경보가 켜진 것과 꺼진 것의 밝기 차이가 없음

- 경보창의 용어  약어의 일 성 문제

- 이  경보창 문제(HIGH/LOW, TROU/DISA)

표시장치

- 의 표기방식  방법 오류  일 성 결여

- 단   scale 표시가 분명치 못한 경우

- 두개 이상 pointer사용시 크기와 색깔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 구분이 모호

- pointer 가 을 가림

- CRT 표시화면 밝기 개선

- 컴퓨터 CRT 기종 통일 요

- 표시 장치의 램  개선

- 다변수 기록계 채 별 색깔 정보 표시 필요

제어장치

- indicator가 숫자나 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함

- 일부 회 형(톱니형) 제어기 손잡이 크기 조정  동작 이 부착된 제어기로 

교체 필요

- position의 표시간격이 좁아서 pointer의 정확한 치를 악할 수 없음

- 다이얼 제어기의 회  방향에 한 지시 필요

- 같은 내용의 제어임에도 불구하고 position의 치가 일치하지 않는 스 치 

존재

- Push button 제어기 경우, 버튼 간격이 좁아 오동작 우려됨

- Push button 제어기의 lamp 밝기  색깔 통일 

- 방어 구조물에 의해 명 을 가림

- 제어기 feedback 제시와 표시 : spring return type

Label

- 명  표기의 일 성 결여

- 명 의 자색과 배경색의 조합 고려

- 자체 통일로 가독성 고려

- OPEN/CLOSE 형태로 이블 수정 필요(잘못된 , OPEN/STOP, 

CLOSE/CLOSED 혼용)

- 반 으로 이블 크기가 무 작거나 비가 좋지 않아 일반 인 시거리에

서 가독성이 떨어짐

기타
- 기기의 보호 덮개에 표시된 정보로 인해 오류 가능성(투명한 덮개로 

사용)

를 들어, 트 인은 TRN과 TRAIN으로, 경보창의 HI/LO와 HIGH-LOW, 증기발

생기의 경우  Steam GEN, STM GEN, STM Generator등의 용어  약어를 혼

용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분 자에 한 시각  특성  색상 구분에 의한 경보 

표시의 보강이 필요하다. 한, 동작방식이 불확실한 다  경보창(HIGH/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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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DISA)이 존재한다. 경보의 식별을 해 보조 으로 제공되는 청각  구

분 신호는 운 종사자들의 인식에 충분하지 않다. 개별 경보에 하여 해당 제어 

 표시기의 조합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리 인 치가 시각 인 부

담을 주는 항목이 있다.

(3) 제어기

건설당시 설치된 제어기의 당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제어기의 경우, 운 종사

자들이 친숙하기 때문에 문제 은 없다. 다만, 유형을 바꿀 필요가 있는 제어기

에 해서는 개별 제어기에 필요한 특성요건(characteristics requirement)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어기의 특성요건은 차서에서 요구되는 직무와 공정의 특성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한 별도의 인간공학  분석이 필요하다. 

제어기와 련된 해당 경보창  지시기들 간의 공간 인 결합(control and 

display integration)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제어기의 숫자나 을 가

리는 문제, 일부 제어기(회 형, 톱니형)의 손잡이 크기 조정문제, 같은 계열의 

제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제어기의 사용, 제어기 조작 후 상태표시에 

한 표시등의 통일문제, 보호덮개  방어구조물에 의한 명 을 가리는 문제 등의 

검토의견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안  련 제어기의 보호  구별된 리를 하

여, 재 채용 가능한 방법을 추가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어기의 선택 범 , 

선택 표시 방식, 키삽입 방식, 피드백(feedback) 등 특성항목에 인간공학  기  

마련이 필요하다. 

(4) 기록계

기록계의 합성에 한 문서상 요건이 없으므로, 운 경험 검토와 장실사에서

도 합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신기술의 반 과 면담검토

에서 추가 인 개선 가능성과 그 방향을 악할 수 있었다. 를 들면, 잉크  

표시 불량으로 해당값 확인문제, 다변수 기록계의 경우 변수 확인문제, 단 의 

통일문제, TREND 확인 기록계의 경우 펜의 치문제, 변수의 선택 스 치에 순

서문제 등의 특성이 재 운 종사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효용성도 상당히 해

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디지털 기기로 환된 기록계와 운 경험의 비교가 필요

하다. 기록계의 특성이 운 종사자 직무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상세성, 민감도, 정

확도 등을 제공하는지에 한 근본 인 MMI 기기 특성요건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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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시기

당  설계된 표시기를 최근의 성능개선 시에도 그 로 유지하고 있다. 표시기의 

, 단 , 문자 등의 기본 인 기능은 양호하다. 다만, 시각 으로 가독성이 떨

어지는 곡면형 표시기가 있다. 가동 인 상태에서 표시기의 설정치, 정확도  

민감도 등 일부 속성에 한 확인은 재로는 문제 이 없다. 표시기의 명 에 

한 표 화  공간  오해 가능성에 비한 보강처리가 필요하다. 를 들어, 

지시기의 간격 문제, 단  표시의 일 성 문제, 지시기의 배열순서와 계열순

서의 일치문제, 같은 기능의 선택스 치와 지시기가 무 멀리 떨어져있는 문제, 

지시기의 description오타 문제 등의 검토의견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표시기의 그

룹화  색상에 의한 표시기의 분간 방식을 보강할 수 있으며, 계측제어기기의 

성능 개선 시 처되는 표시기와 기존의 표시기들 간의 차이 에 한 진 인 

해소가 필요하다. 한 표시기의 형태와 변수의 거동 특성  표시값의 범 가 

하게 어울리는지에 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표시와 변수 제어가 복합된 

표시기의 경우에 한 물리  혹은 시각  보강이 필요하다. 원  X,Y호기의 경

우, 수직  수평지시계의 기기 역 간에 색상차이로 구분하여 운 역  경

보/주의 역을 색상으로 보강하여 운 의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었다. 

(6) 배치 배열  기타

MMI 기기 유형의 과다한 다변화는 운 종사자에게 부담요인이 되나, 원  X,Y

호기의 경우, 오랜 운 경험에 의하여 충분히 친숙도가 유지되고 있다. 일부 개

선 은 있으나 그동안 최 한의 변경을 통해 도달된 재의 배치를 유지하는 것

이 운 종사자의 인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변화된 MMI 기

기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부담요인이 있으므로 교체  보완의 기회에

는 폭 으로 개선할 필요성 여부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주제어반의 배치배열을 

제공하는 규격도 인체측정치의 측면에서 보완할 이 있으나, 체 제어반의 교

체를 통해 개선하는 것은 비 실 이다.

4. 1. 3  유 효 성 평가

한편, 시뮬 이터에서 비상 시나리오를 수행한 MMI 유효성 평가결과에서는 운

종사자들이 비상상태를 가장 먼  인지하는 수단은 경보창과 해당 계통의 

MMI 기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 상에도 큰 불편함 없이 충분한 MMI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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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 성에 향을 미칠만한 요소는 없었다. 다만, 

MMI와 련하여 질문하 던 내용 에 일부 운 종사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기들과 련하여 물리 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기기들의 

확인이나 조작을 한 잦은 이동에 의하여 체력 인 부담을 느낀다거나, 유사한 

기기들로 인한 탐색시간 부담 등의 의견이 있었다(표 4). 그리고 차서와 련

하여 일부 경보창이나 상태창의 이름이나 치 등이 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

용이 실제 MCB 상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 수행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차서의 개선을 통한 

해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4 MCR MMI 유효성 평가 결과

MMI 련 질문내용 운 종사자 답변내용

1. 진단/확인에 유용했던 기기

- 원자로 트립 1st 경보

- SG Pr 기기

- RCS 온도, 압력 기기

- 온도, 압력, 수  지시계  코더

- N-16 감시기 경보  지시값

- Rad Hi 경보, DRMS 지시값

2. MCR 기기 충분 여부 충분

3.  상 없는 기기 확인  조작
확인한  있음(조작은 안함) -> 개인  실수(운  숙

련도 차이)

4. 조작이 불편한 기기
RCS 역온도, 압력계를 보려면 약 5m 정도 이동

해야 함

5. 유사한 기기
SI reset P/B  타 버튼들이 유사하여 당황되는 순

간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음(JP001, JP004 패 )

4. 1. 4 환 경 요 소 평가

원  X,Y호기 주기 안 성평가의 인간공학평가 분야에서 평가 상이 되는 주제

어실 환경은 MMI와 직 으로 련하여 조작이나 확인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조도, 소음, 온도, 습도, 풍향  풍속의 5가지 항목으로 제한하

다(부록 G).

이와 같은 측정항목  재 원  X,Y호기 MCR과 ASP에 하여 측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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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음, 조도, 온도  습도를 그림 4  그림 5와 같은 측정지 에서 실측평가

를 수행하 다. 각 측정항목에 한 측정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 조도

MCR, ASP 도면 검토 후, NUREG-0700(Rev.0)에서 추천하는 각 패  앞, 제어

실 앙, 각 패  뒤에 하여 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anel, primary operating area

X호기의 경우, 기 치인 323Lux(1foot-candle=10.7Lux)보다 조도가 높게 나타났

으나, Y호기는 상부 패   일부가 기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직 패 측

인 패 (상)이 수평 패 인 패 (하)의 조도보다 낮아, 측정 각도가 조도에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I23 ～ I31은 X, Y호기 모두 타 측정 에 비해 조

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Y호기는 기 치보다 낮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다(부

록 H).

ASP의 경우, 콘솔이 높고 조명이 균일하지 못하여, I44의 조도가 기 치보다 낮

게 나타났다.

- Seated operating station

본 치에서는 조도가 807Lux보다 높게 나타나, 반 으로 충분한 조도를 유지

하고 있다고 단된다(부록 H). 그러나 X호기의 경우, 1,000Lux 이상의 조도로, 

실제 기 보다 상당히 높은 수 인데, 부심과 같은 불필요한 효과가 생길 수 

있으며, 한 해당 치에서는 VDT 작업과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하므로 환경조

명이 스크린에서 반사하여 스크린 상의 정보 가독성이 하될 수 있다.

- Maintenance wiring area

X, Y호기의 측정  부분이 기 치인 323Lux보다 낮은 조도를 보이고 있다. 특

히, I37, I38, I41은 조명이 기둥에 가려져 실제 그 기능을 제 로 발휘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부록 H).

ASP의 경우에는 직  조명의 향으로 기 치보다 높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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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MCR, ASP 도면 검토 후, 직독식 소음계를 이용하여 실측하 다. 소음의 경우, 

실제 작업자가 상주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MCR과 ASP는 신호음이 발생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소음이 거의 균일하고, 일

상 인 화가 가능할 정도로 작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되어 소음

을 측정하는 신 다수의 세부 측정 에 한 소음의 변화를 찰하 다.

측정 결과, N1 ～ N16의 경우 56dB(A) ～ 61dB(A)로 기 치인 65dB(A)보다 낮

았으나, N17 ～ N21은 64dB(A) ～ 68dB(A)로 기 치보다 높았다. 한 X호기 

ASP의 경우 측면에 부착된 환기팬의 향으로 기 치보다 높은 소음이 측정되

어 신호음 발생시 나타나는 소음인 72dB(A)을 인지하기에 한 배경소음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부록 H).

○온도  습도

MCR, ASP의 온도는 20℃ ～ 22℃, 습도는 50% ～ 60%로 NUREG-0700(Rev.0)

에서 제시하는 기 에 합한 환경이다(부록 H). 그러나 실제 측정한 시 이 낮 

시간이고, 기기의 오작동을 최소화하고자 제시한 기 이므로, 야간 근무자는 

압, 체 , 고 압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주, 야 운 종사자의 

작업복 두께를 달리하여 착용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2 O A C S

원  X,Y호기에서 TMI 후속조치인 비상 응설비  안 변수지시계통 요건에 

요구하는 정보를 OACS에 의하여 완 히 제공하는지 여부에 한 확인은 Reg. 

Guide 1.97 변수에 한 설비의 실사 확인을 포함하 다. 한 발 소의 담당자

들에 한 면담으로 추가정보들의 가용성을 확인하 다. OACS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 항목의 집계  안 변수지시계통 요건에 따른 안 기능(safety function)별 

제공 정보의 내역을 집계한 결과, 표 5, 표 6,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의 

가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안 변수지시계통으로서 OACS의 기본 기능을 기 으로 가용성 안을 평가한 

결과, 각 계통의 안 정보를 13개 계통별 정보 그룹으로 제공하며, 7가지 안 기

능의 에 한 논리 인 정보를 제공한다. 운 지원 련 항목  계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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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제외하고 13개의 안 련 계통에 하여 88종 변수에 229개의 안 정보 

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표 5 OACS가 제공하는 안 기능 정보 

Safety Function 정보 항목 수 락된 변수명

1. Sub-criticality 5종 22항 Boron Concentration

2. Core Cooling 9종 39항 -

3. RCS Integrity 12종 31항 -

4. RCS Inventory 7종 18항 -

5. Containment Integrity 6종 75항 -

6. Heat Sink 6종 25항 -

7. Radioactivity Control 17종 19항
Waste Bldg. HVAC Rad.

Gas Waste Exhaust Rad.

정보항목 집계
48종 변수 182항목

(*안 기능 간의 복 제외)

표 6 OACS 계통별 표시 정보

Safety Function 제공 정보 항목 수

1. Residual Heat Removal (RHR) Sys. 8종 19항

2. Safety Injection (SI) Sys. 9종 18항

3. Primary Cooling Sys. 24종 56항

4. Secondary Sys. 11종 38항

5. Containment Cooling Sys. 6종 19항

6. Incore T/C Temp. Map 3종 20항

7.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 5종 9항

8. Component Cooling Water (CCW) Sys. 7종 17항

9. Rad-waste Sys. 3종 3항

10. Ventilation Sys. 3종 9항

11. Power Supplies 6종 8항

12. Environment Radiation and Meteorology 4종 0항

13. Turbine Status 3종 23항

정보 항목 집계

88종 변수 229항목

(*계통간의 복  운 지원 련 

항목 제외)

표 7 OACS 처리  표시 정보

신호정보 개수

Digital Signal 1,094

Analog Signal 932

계 2,026

재 원  X,Y호기에서는 OACS는 안 상태 감시를 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다양한 운 종사자 지원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OACS에서 제공하지 않는 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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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수들은 다른 방법으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기존의 OACS  주제어반 

MMI에 추가된 각 정보 표시 장치들이 보강되었으므로 가용성 측면에서의 만족

은 물론 부가 인 효과가 있다(부록 I). 

OACS의 MMI 합성 평가 결과, 화면이나 주변기기에서 안 성과 련된 문제

는 없다. 평가 기 일 재 OACS는 비상운 시 주로 STA에 의해 체 안  상

태를 검하여, 을 받는 안  기능이 발생하는가를 감시하는데 합하다. 추

가 개선한다면 비상시 비상운 차서의 진단 차서와 기능회복 차서들과 연계

되어야 하는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 실제로 비상시에 의도된 안 변수지

시계통 기능을 만족하는데 주제어반 MMI 기기와의 일 성 등이 필요하므로 일

부 정보표시 화면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부록 I, 부록 J).

비상시에 주제어반에 제공되는 부분의 운 변수  기기상태에 한 정보가 

화면상으로 히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최신 기술의 측면에서는 

정보 순항(navigation) 방식 등 OACS의 화면 정보 표시는 추가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한 하드웨어를 최신 표시기기로 교체하거나 소내 산기 등과 통합함으

로써 MMI 기기의 사용성(usability)을 근본 으로 개선할 수 있다.

면담을 통한 운 경험 검토와 실험평가  주제어실의 OACS 기능을 종합 으로 

평가한 결과, 주제어실 MMI 기기와 OACS의 연계성에 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부록 I). 특히, 실제 업무 수행  비상운 시에 OACS를 보다 히 활

용하기 해 표시 정보의 구성 보완  비상운 차서와의 일 성 련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한 설치 장소의 개선과 최신 기술에 부합하기 한 추가 인 

개선이나 소내 산기와의 통합 등 새로운 MMI 기기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사항들은 기존의 요건에 불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운 종사자들이 

OACS를 보다 극 으로 활용하기 한 추가 인 개선사항이다. 그러나 운 종

사자의 친숙도가 높고 아직 인 요소 련 자체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격한 

화면 설계변경은 부 하며, 다른 화면표시 정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

해도 있다. 

4. 3  보 조 정 지 제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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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지제어반에 한 가용성 평가는 주제어반과 마찬가지로 배치 도면과 기기 

배치 황에 한 사진 자료를 토 로 MMI 가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부록 K). 

보조정지제어반 가용성 평가결과, 일부 불일치 항목들은 차서와 명패상의 명칭 

차이, 계기번호의 차이, 기타 설치 장소의 차이 등이며 운 측면에서 락이 없

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일부 불일치 항목들에 해서는 차서 작성시 MMI 

황목록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조정지제어반은 안 성 련 설비이므로 주제어반과 동일한 기 에 의거하여 

인간공학  합성을 평가하 다. 재, 원격정지제어반은 주제어반과 동일한 

MMI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MMI 기기의 유형별로 주제어반의 합성 평가 

결과와 내용상으로 유사한 개선 을 도출하 다(표 8). 다만, 배치 배열  환경 

측면에서는 주제어반과 상이하다. 원격정지제어반의 MMI 합성 평가에 한 

검토결과, 운 련자료 보  부 , 소모품/ 비품 문제, 보호장구 비치문제, 용

어/약어의 주제어 과의 통일 문제, 동일 계통의 기기는 주제어반과 통일 문제, 

같은 기능을 하는 제어기의 통일 요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부록 L).

표 8 ASP MMI 기기 유형별 검토의견

MMI 유형 검  토  내  용

부 시설  

환경

- 운 련자료 부 (자표구비, 보 함, 명 )

- 소모품  비품 구비 문제

- 소음, 조명문제

- 통신 기능 개선(소음문제)

- ASP의 운 종사자의 기본 보호 장구 구비

경보창
- tile의 표시내용 : 용어  자체, 크기의 일 성 보족(MCR과 통일 필요)

- 음향 경보기  작동제어기 필요

표시장치

- 그룹 설정, 경계 구분, 도식  표시 일부 필요(mimic 등)

- 험 역과 상용 역에 한 색상 표시 필요

- 원형지시계의 회  각도 통일

- 원형지시계의 과 참조표시의 깊이를 같도록 하여 오동작 방지

- 카운터형 지시계의 드럼 재 고정

- 램  교체 필요

- 동일 계열의 상태등 통일

제어장치

- 다이얼 제어기의 증감 표시 필요

- 버튼 그룹간의 구분 명시 필요

- 같은 기능이나 서로 다른 제어기 모양 통일 필요

- MCR과 용어의 통일 필요(RSP, ESP, ASP)

Label
- 명 의 가독성 향상

- 해당 명 과 디스 이나 콘트롤이 근 하게 배치 필요

기타 - 조작공간 부족 등 환경요소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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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험을 통한 유효성 평가에서 확인된 문제 은 기기의 가용성에 련된 

것이다. 즉, 원  X,Y호기의 ASP는 A와 B 두개의 트 인이 있는데, MMI 기기 

에는 어느 한쪽에만 존재하는 기기가 있다. 그리고 차서는 두개의 트 인에 

한 구분이 없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차서 로 운 을 하게 될 경우, 특정 

트 인에서는 차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MMI 기기들이 없는 경우가 있다(표 9). 

두 트 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 이 없지만, 주제어실이 

상주불가능 상태라고 한다면 발 소 다른 곳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수도 있

기 때문에, 반드시 두개의 트 인을 모두 사용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ASP 양쪽 트 인  어느 곳에서 운 을 하더라도 발 소 

정지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표 9 ASP MMI 유효성 실험결과

ASP 차 MMI 련 실험평가 내용

4.2 -배열 검, 작동 검, 단필요

5.2 -배열 검, 작동 검, 단필요, 추이의 변화를 같이 보고 생각의 변화가 필요

6.7.3
-LOCAL/MCR 선택스 치가 A에만 있음. 넘어가고 난 후에 어떤 상이

일어나는지에 한 설명이 없음. B엔 없음. 가용성문제

6.7.4
-Override reset이 A,B 두개가 reset되어야 하고, 모터, 터보 두개를 reset해야 

하는데 한 개가 있어서 조작 불가능.

6.7.6 - 환을 하는데 오토/메뉴얼이 없음. 오조작 우려

6.8.2 -터빈구동. Override제어불가.

6.10

-펌 가 3 가 있음.  91번 돌고, 92번 안돌고 있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 불

가.

-6.10.3에서 충 유량 지시계는 B TRN에만 있음.

-오리피스 차단 : 3가지가 용량이 서로 다름. 그 에서 하나만 가동. 

7.1.3 -B TRN없음

7.2.2-1 -Block밸 가 닫 있어 , 압력을 내릴 수 없어서 조작할 수 없음.

7.3
-임시설치 기기가 가능한가? 임시기기 문제.

-냉각운 의 수행하기 한 기기  평가.

4. 4 장 제어 반

원  X,Y호기의 검토 상이 된 장제어반은 총 53개가 선정되었다(표 1). 각 

장제어반  MMI에 하여 인간공학검토를 수행한 결과 안 성을 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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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장제어반 MMI 유형별 검토의견

MMI 유형 검토내용

부 시설 

 환경

- 평면 모니터의 특성상 측면에서의 찰시 보이지 않거나, 잘못 측

될 우려 있음.

- 주변 환경이 어두운 편.

- 조명으로 인해, 경보창의 창살 그림자가 생겨 읽기 불편함. 경보창 

아래 치한 Indicator 역시 그림자로 인해 읽기 불편함.

경보창

- 경보창의 빨간 lamp로 인해 검은색 씨를 읽기 불편함

- 경보창에서 흰바탕의 셀은 반투명해서 검은색 씨가 퍼져 보임. 빨

간색 바탕 셀은 흰색 씨를 읽기 불편함.

- 경보창 LAMP의 씨가 작고 치가 높아서 읽기 어려움.

표시장치

- 액정화면 : 조명으로 인한 부심 발생, 측면에서 측정 불가.

- indicator의 치가 높아서 정확한 수치를 읽기 불편함.

- 메뉴선택의 DISPLAY는 모니터 상에, 선택BUTTON은 아래에 있어서 

연계를 알아보기 힘듦.

- LAMP의 재질로 인해 조명에 의해 부심이 생길 경우, LAMP의 

ON상태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지시기 Tag가 없음

제어장치

- controller들의 크기가 작고, 조작 공간이 좁아 오작동 우려.

- controller( 부분 rotary형)의 선택 position이 없거나 작게 표시되어 

있고, 회  방향이 없음 →오작동 우려

- rotary controller의 선택에 한 lamp가 있을 경우, controller의 선택 

label과 각 lamp의 label이 서로 다르게 되어있음→인지  오류 우려

됨

배열상태

- 서로 가까운 배열 인해, 버튼의 오작동, 램 의 인지  실수 우려.

- 명 과 controller/lamp의 거리와 치로 인해, 연 되는 controller나 

lamp를 알아보기 힘듦→grouping 필요

Label

- label에 해당하는 controller나 lamp를 구분할 수 없음→grouping 필

요

- 제어반의 명패가 PNL "A" 와 ‘B"가 서로 바뀜

- 하나의 명 으로 indicator와 controller가 같이 표시되어 있음

- 명 치의 일 성 결여

- 한 기기에 명 , 이름 , 검사 , 이름 설명 , TAG등이 붙어있으며, 

TAG에 의해 명 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다.

기타

- toggle switch는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오작동의 우려가 있음.

- spring-return type control의 선택 position이 없음.

- High level/low level의 명  없음 부착필요 

- 펌 의 선택 스 치의 치 표  이 "OFF/AUTO/ON" 과 

“STOP/RUN/START" 를 혼용함

- 조작스 치의 방향과 표시등의 치가 반 인 경우가 있음



- 36 -

사항은 없었으나, MCR과는 다른 장 상황이라는 에서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추가 으로 개선이 가능한 문제 들이 도출되었다. 장제어반 

체 인 조명으로 인하여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제어

반에 따라 조명에 기인한 부심이나 그림자 등으로 인하여 모니터  제어반, 

표시장치를 읽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으며, 반 로 무 어두운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불편한 경우가 있었다. 경보창의 경우에는 씨가 무 작아 읽기에 불편

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으며, 경보창의 색채와 자의 색채의 비가 불확실

하여 읽기에 불편한 경우가 있었다. 표시장치의 경우에는 일부 제어반에 설치된 

액정화면은 조명으로 인한 부심 발생으로 인하여 측면에서의 가독성이 떨어지

고, 부 한 재질의 램 에 의하여 부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의 상태를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표시장치가 제어반의 쪽이나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어 읽기가 불편한 제어반들이 존재하 다. 제어장치들은 크

기가 작고 공간이 소하여 조작오류의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 으며, 선택 치

(position)나 회 방향이 불분명하여 조작 시 혼란을 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어

기들이 부분 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 외에도 제어반의 명패가 PNL 

"A"와 "B"가 서로 바 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요구

되며, 하나의 명 에 표시장치와 제어기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별도

의 분리가 요구된다(부록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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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 성  증진을 한 권 고 사 항

5 . 1 인간공학  기기 보 완

MMI 기기에 한 평가결과, 직  안 성과 련된 문제 은 없으나, 주제어반 

MMI 기기  OACS 화면, 보조정지제어반에 한 부분 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은 이미 검토 의견에 각각 개선 방안을 포함하 다. 

5 . 1. 1 주제어 실  인간공학 결 핍항 목  개 선

원  X,Y호기 주제어실은 건설 이후 꾸 히 MMI를 개선하여 온 것으로 단되

는 부분들이 다수 검토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해서는 발 소 체의 안

성 향상을 하여 이에 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MMI 가용성의 경우 명칭상의 차이, 차서와 같은 문서와 실제 장설계상

의 차이 등과 같은 일부 불일치 항목들에 한 개선이 요구된다.

○ 경보창에 사용된 용어는 면 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를 들어 증기발생기

를 표기할 때 Steam GEN, STM GEN, STM Generator 등과 같이 용어  

약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로 개선하기 한 단기

인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 제어기의 경우에는 제어기와 련된 해당 경보창  지시기들 간의 공간 인 

결합(control and display integration)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 동일한 

제어인데 서로 다른 제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서도 개선이 요구된

다. 이러한 항목들에 해서는 장기  개선계획을 세우고, 제어반의 배열에 

한 면 인 개선이나 교체가 있을 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 일부 지시기는 시각  특성을 하시키는 곡면형의 기기가 존재하는데, 제어

반 기기 교체와 같은 면 개선 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장기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한, 지시기의 간격 문제나 단  표시의 일 성 문제, 지시기

의 배열순서와 계열순서의 일치 문제 등에 해서도 장기  안목에서 이행계

획을 수립하여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 유효성 검토에서 도출된 유사한 기기들로 인한 탐색시간 부담은 운 원에 따

라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에 한 개선이 고려된다면 충분



- 38 -

한 검토와 평가가 요구된다.

○ 환경요소평가에서는 조명의 경우, 조도가 기 보다 낮거나 무 높은 부분들

이 있어 이에 한 개선이 요구된다. 조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과 더불어 

조명의 각도, 간 조명의 활용 등에 의한 개선이 할 것으로 단된다.

5 . 1. 2 산 표 시 장 치 의 통 합   화 면  설 계 개 선

운 종사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해 OACS의 통합  정보표시 화면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인간공학  측면에서만 OACS 화면의 설계 변경은 곤란하며, 

다른 운 지원기능 화면표시들의 통합을 통해 활용도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야 한다. 그러므로 산표시장치들의 통합화는 장기 으로 원 의 모든 산정보

기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OACS 화면 설계 개선 등 련된 인 요소의 체계

인 리체제를 통하여 진 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 1. 3  보 조 정 지 제어 반 의 M M I   환 경  개 선

보조정지제어반은 발 소의 안 정지 운 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부분의 

MMI 기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한 유효성 평가에서 확인된 바

와 같이 채  분리에 기인한 부분 인 가용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A, B 채  구

분에 따른 향 고려 등 일부 기기의 추가를 재검토해야 하며, 발 소 운  상태 

 안 성 련 변화에 한 한 단을 해 보조정지제어반에서 제공되는 

MMI 기기의 합성 개선이 일부 요구된다.

5 . 2 제도   차  개 선  :  인 요 소 리  체제 운   직 무 분 석

원  X,Y호기 MMI의 인 요소를 보다 체계 으로 리하기 해서 인 요소를 

다루는 업무체계(가칭, 인 요소 리체제: Human Factors Management Plan)가 

필요하다. MMI 기기 련 운 종사자들의 불편  제안사항을 개선하기 한 

차, 용어, 규격 등 MMI의 구매, 보수, 검, 리 등 운  시에 용 가능한 

인 요소 지침  기 , 확인  검사의 업무 지침 등이 필요하다. 한, 장기

으로 이를 하여 MMI 기기의 인 요소 련 요건을 도출할 수 있는 직무분석

(Task Analysis)이 필요하다. MMI뿐만 아니라 종합 인 에서 인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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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담당하기 해서는 인간공학 분야의 업무 인 문성을 갖춘 자체 문

가 양성을 통해 재 개별 인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업무부담을 해결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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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본 평가는 주기 안 성평가에 한 원자력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원

의 인 요소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 인간-기계연계 체제(MMI)를 평가하 다. 

본 평가 기 일 재 원  X,Y호기 주제어실을 비롯하여 장제어반에 이르기까

지 요한 MMI 기기에 하여 검토한 결과, MMI와 련된 심각한 문제 은 없

다. 

평가 결과 체 으로 기 요건을 만족하나 MMI 기기의 합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추가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추가 개선사항에 하여 인간공학  개선의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장기 개선 계획을 추진할 경우, 국내 원

은 보다 향상된 안 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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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제어실을 비롯하여 장제어반에 이르기까지 요한 MMI의 안 성 련한 심

각한 문제 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체 으로 기 요건을 만족하나 MMI 기기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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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경우, 국내 원 은 보다 향상된 안 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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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NUREG-0700 평가항목

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1.1.2

 Consistency

of manning

with equipment

layout

a. Coverage Control room manning and task assignments should

ensure complete and timely coverage of controls,

displays, and other equipment required during all

modes of operation

b. Utilization of

additional

personnel

Additional onsite or offsite personnel may augment

the normal crew complement under certain

conditions (e.g., refueling). If so, activities and task

assignments should be planned to ensure proper

coordination. (Note: special training for this situation

may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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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NUREG-0700 평가항목

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1.1.3 

Furniture and

equipment

layout

Placement and spacing of

equipment depends on control

room configuration, manning, and

other design features. Thus,

guidelines are stated in term of

minimum spacing considerations

for common equipment

arrangements and use situations.

Maintenance and testing of

equipment has not been

considered, and may require larger

clearances and the minimums

suggested.

a. Viewing Desks and consoles placed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should permit operators at those desks and

consoles full view of all control and display panels

(including annunciator panels)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see Exhibit 6.1.2).

b.

Communication

s

Desk and console placement should facilitate voice

communications from operators seated at those

work stations to any point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c. Operator

access

(1) Operators should be able to get to any work

station without having to overcome obstacles such

as tripping hazards, poorly positioned filling cabinets

or storage racks maintenance equipment, etc.

(2) Operators should be able to position themselves

conveniently for performing task actions at any

workstation.

d. Circulation

patterns

(1) The control room arrangement should facilitate

efficient unobstructed movement and

communication.

(2) The control room arrangement should minimize

interference between the members of the operational

crew.

A-2



부록 A  NUREG-0700 평가항목

6.1.1.3 

Furniture and

equipment

layout

(Continued)

e. Operator

maneuvering

space

Between the back (operator’s position) of

desk/consoles and any surface or fixed object

behind the operator, adequate space should be

allowed for the operator to get into and out of a

chair freely or to turn in the chair to view the

equipment behind.

(1) A minimum separation of 36 inches from the

back of any desk to any opposing surface is

suggested as the minimum (see Exhibit 6.1-3). A

greater separation is preferable.

(2) Lateral space for a seated operator should be no

less than 30 inches (see Exhibit 6.1-3). Greater

latitude is preferable.

f. Equipment-

to-opposing-

surface distance

Enough space should be allowed so that personnel

can perform all required tasks. The space should

accommodate kneeling and bending, simultaneous

work be more than one operator, and simultaneous

performance of operational and maintenance tasks

as may be required. Recommended minimum

separations are illustrated in Exhibit 6.1-4.

(1) A minimum separation of 50 inches is

recommended between a single row of

equipment/panel and a wall or other opposing

surface.

(2) A minimum separation of 50 inches is also

recommended between two rows of facing

equipment if both rows are worked by a single

operator.

(3) A minimum separation of 8 feet is recommended

between opposing rows of equipment where more

than one person must work simultaneously on

operational of maintenance tasks and kneeling,

bending, or use of test equipment may be

necessary.

g. Openings-Panels should be laid out and

maintained, and equipment enclosures designed, so

that there are no unguarded openings through which

unwanted objects can be introduced.

g. Openings Panels should be laid out and maintained, and

equipment enclosures designed, so that there are no

unguarded openings through which unwanted

objects can be introduced.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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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1.1.4

 Document

organization

and storage

A good system is needed for

organizing and storing document

so they can be accessed quickly

and easily. The types of

documents include, for example,

plant schematics, procedures,

checkoff sheets, emergency plans,

technical manuals, and st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ve orders.

No one system can be specified

for all control rooms. The system

must be tailored to the particular

work space. Issues that should be

addressed include:

a. Accessibility (1) All procedures and other documents that may be

needed for ready reference should be kept in the

control room.

(2) Reference documents should be stored where

they are easy to locate and extract for use. They

should not be locked up, stored in places too low or

too high for large and small personnel to access

easily, in cramped spaces, or where poor

illumination exists.

b. Location aids (1) Clearly visible title labels should be provided to

identify specific documents.

(2) Labels should distinguish documents as much as

possible.

(3) Putting many volumes in one location creates a

search problem, especially if titles are similar. One

means of reducing search time would be to put

operational documentation in one location and other

documentation in a secondary location.

c. Convenience

of use

(1) Documents should not be fixed in racks; it should

be possible to remove documents for use.

(2) Documents should be bound so that they can be

opened fully and will remain open at the desired

place without holding.

d. Protection Documents should be protected from wear so that

they do not become dog-eared, dirty, loose, torn,

and difficult to read.

e. Dedicated

sets of

procedures

Sets of procedures should be separately stored for

each unit in a multiunit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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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1.1.5 

spare parts,

operating

expendables,

and tools

Spare parts, such as indicator

lamps, and any tools that are

needed by operating personnel

should be stored in suitable,

designated space(s) within the

control room.

a. Supply There should be an adequate supply of expendables

and spar parts: fuses, bulbs, ink and inking pens,

recorder charts, printer paper, etc.

b. Accessibility Expendables and spare parts should be readily

accessible.

c. Tools All necessary or special replacement tools needed to

install expendables and spare parts should be

available.

d. Storage

space.

There should be adequate storage space for

expendables and spare parts

e. Coding When different types, sizes, or styles of expendables

and spare parts are required, they should be clearly

and distinctively marked to avoid misapplication.

f. Inventory Records should be kept as to the status of

expendables and spar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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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NUREG-0700 평가항목

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1.1.6

 Supervisor

access

a. Access The shift supervisor’s office should be located so as

to permit prompt physical including control room

under all conditions, including control room isolation.

The perferred location is within the control room

isolation boundary, with placement to permit good

visual and voice contact with the primary operational

area.

b.

Communication

s

When the shift supervisor’s office is not within the

control room boundary, dedicated communications

links between the primary operating area and the

shift supervisor’s office should be provided. (See

Guideline 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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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NUREG-0700 평가항목

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1.1.7

 Nonessential

personnel

access

Provision should be made to limit

the access and movement of

nonessential but authorized

personnel to prescribed areas

within the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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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1.2.1

 

Anthropometri

c basis for

equipment

dimensions

Generally it is recommended that

equipment dimensions

accommodate the 5th to 95th

percentile of the user population.

Five percent of the population

represented can be expected to

measure equal to or smaller than

the 5th percentile value, while 5

percent can be expected to

measure equal to or larger than the

95th percentile value. Thus the

range from the 5th to the 95th

percentile takes in 90 percent of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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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1.2.2

 Stand-up

console

dimensions

a. CONSOLE

HEIGHT T0 SEE

OVER

No anthropometric (human measurement) studies

have been made to establish pertinent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operators as a separate population.

The equipment dimensions recommended here have

been derived from studies of military personnel.

Exhibit 6.1-5 presents the anthropometric data used

to set limits form equipment dimensions in these

guidelines. Measurements for adult females define

the 5th percentile. Measurements for adult males

define the 95th percentile. (This procedure results in

more than 90 percent of the total measured

population being included in the range from the 5th

to the 95th percentile.)

b. CONTROL

HEIGHT

The range of suitable control height on stand-up

consoles is defined by the reach radius of the 5th

and 95th percentiles (as defined in Exhibit 6.1-5).

Measurements should be made using shoulder

height and functional reach with the Shoulder in line

with the lading edge of the benchboard, as shown in

Exhibit 6.1-6. The exhibit shows the results of two

console designs with differing benchboard slope and

depth. Controls may be placed somewhat higher on

consoles with shallower and/or more steeply angled

benchboards, which allow the shoulder reference

point to be closer to the back of the benchboard and

to the vertical panel.

(1) The highest control on a sand-up console should

be within the highest reach of the 5th percentile

female without stretching or using a stool, ladder,

etc.

(2) The lowest controls on a stand-up consold

should be within the lowest reach of the 95th

percentile male without bending or stooping.

c.

BENCHBOARD

SLOPE

The benchboard slope, in conjunction with is depth,

should result in all controls being within the reach

radius of the 5th percentile female, as illustrated in

Exhibit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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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Stand-up

console

dimensions

(continued)

d. CONTROL

DISTANCE FOR

FRONT EDGE

OF THE

CONSOLE

(1) Controls should be set back a minimum of 3

inches from the front edge to protect against

accidenta| activation.

(2) No control should be more than 25 inches from

the front edge of the console. This accommodates

the maximum reach of the 5th percentile female

adult as illustrated in Exhibit 6.1-6.

e. Display

positioning

The principal factors affecting the readability of

displays, including annunciator tiles, are: (1) display

height and orientation relative to the operator’s line

of sight when he/she is standing directly in front of

the display; (2) display distance and orientation

relative to the operator’s straight-ahead line of sight

when the operator must read the display from an

off-side position; and (3) the size of display

markings relative to the distance at which the display

must be read. Marking/character size is addressed in

Guideline Section 6.5.1, and is not considered here.

Except as specifically noted, measurement of angles

should be made with the eye point in line with the

leading edge of the benchboard. This is illustrated in

Exhibit 6.1-7.

(1) Display height and orientation

(a) All displays, including annunciator tiles, should

be mounted so that they are within the upper limit of

the visual field (75° above the horizontal line of sight)

of the 5th percentile female.

(b) In addition, all displays and annunciators should

be mounted so that the angle from the line of sight to

(2) Horizontal displacement- The oblique angl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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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Stand-up

console

dimensions

(continued)

f. Lateral spread

of controls and

displays

The operator should be able to perform task

sequences at a given work station with minimum

repositioning. The amount of operator movement

required depends on the arrangement of controls

and displays, not simply on the lateral dimensions of

the segments of the control board. The maximum

lateral spread of controls and displays at a single-

operator work station should not exceed 72 inches.

g. Foot room Enough foot room is needed to allow the operator to

get close to the board without leaning. A clearance

of 4 inches vertically and 4 inches horizontally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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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Sit-down

console

dimensions

a. Console

height to see

over

(1) If the seated operator must see over the console,

the console height should be no more than

approximately 27 inches above the seat to

accommodate the 5th percentile adult female.

Assuming seat height adjusted to 18 inches,

maximum console height should therefore be 45

inches above the floor.

(2) See-over console heights above 45 inches may

be acceptable, for example, where the seated

operator need only monitor (not read) status lights

and annunciators beyond the console, if they are at

a suitable distance and height.

b. Control

height

All controls on a sitdown console should be within

the reach radius of the 5th percentile female.

Measurements should be made using seated

shoulder height with the shoulder in line with the

leading edge of the benchboard. This is illustrated in

Exhibit 6.1-9.

c. Benchboard

slope

The benchboard slope, in conjunction with its depth,

should be such that all controls are within the

functional reach radius of the 5th percentile female

(as illustrated in Exhibit 6.1-9) and all displays and

markings can be read.

d. Control

distance from

the front edge

of the console

(1) Controls should be set back a minimum of 3

inches from the front edge to protect against

accidental activation.

(2) Other controls may be mounted as far back as

25 inches from the console edge. This distance

accommodates the extended functional reach of the

5th percentile as de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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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Sit-down

console

dimensions

(continued)

e. Display

positioning

The principal factors affecting the readability of

displays, including annunciator tiles, are: (1) display

height and orientation relative to the operator’s line

of sight when he/she is standing directly in front of

the display; (2) display distance and orientation

relative to the operator’s straight-ahead line of sight

when the operator must read the display from an

off-side position; and (3) the size of display

markings relative to the distance at which the display

must be read. Marking/character size is addressed in

Guideline Section 6.5.1, and is not considered here.

Except as specifically noted, measurements of

angles should be made with the eye point in line with

the leading edge of the benchboard. This is

illustrated in Exhibit 6.1-7.

(1) All displays, including annunciator tiles, should

be mounted so that they are within the upper limit of

the visual field-75° above the horizontal line of

sight-of the 5th percentile female (see Exhibit 6.1-

10).

(2) In addition, all displays should be mounted so

that the angle from the line of sight to the display

face plane is 45° of greater (see Exhibit 6.1-10). The

f. Lateral spread

of controls and

displays

The acceptable lateral spread of controls and

displays on sit-down consoles depends primarily on

the reach of the users, panel orientation, the

grouping of controls and displays, and the freedom

of the operator to adjust seat position (center

reference point) given task sequence requirements.

Exhibit 6.1-11 illustrates reach and viewing range

related to lateral and forward distance from a center

reference point.

(1) For control and monitoring actions that must

occur in sequence, all necessary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be within the maximum extended

reach and the viewing range of the seated operator

from a single reference point.

(2) For the situation described in item 1, above, and

sustained or precise control action, the operator

should be able to reach the controls without having

to bend/stretch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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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Sit-down

console

dimensions

(continued)

g. Leg and foot

room

Sufficient leg and foot room should be provided to

enable seated operators to avoid awkward and

uncomfortable positions. Exhibit 6.1-12 shows the

dimensions involved and gives minimums and

ranges necessary to accommodate the 5th to 95th

percentiles (as defined in Exhibit 6.1-5).

h. Writing space

on consoles

Writing space may be needed by operators working

at consoles.

(3) An area at least 16 inches deep and 24 inches

wide is recommended where these dimensions in the

total configuration would fit operator reach

capabilities. Less space may be adequate

considering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writing

requirements at control room consoles.

(4) If writing space is provided on the console itself,

it should not interfere with viewing and manipulation

of controls and display.

(5) If writing is necessary but space on the console

is not available, other arrangements such as a

nearby desk or table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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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Sit-stand

work stations

Sit-stand combinations are

recommended when operators

need mobility to monitor large

panel areas but also need the

stability of seated operation for

precise task sequences.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such task

sequences go on for fairly long

periods and require sustained

attention (e.g., reactor

startup/shutdown)

a. Control and

display

positioning

The height and lateral limits for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conform to the guidelines given for stand-up

consoles (Guideline 6.1.2.2)

b. Chair height The operator should be provided with a high chair so

that the seated eye height is approximately the same

as standing eye height.

c. Knee room Knee room and comfortable foot support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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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Vertical panels Vertical panels Exhibits 6.1-13 and

6.1-14 show common problems

resulting from poor placement of

controls and displays on vertical

panels. The following limits and

recommended.

a. Control

height

(1) Controls should be placed in an area between 34

inches and 70 inches above the floor.

(2) Controls requiring precise or frequent operation

and emergency controls should be placed in an area

between 34 inches and 53 inches above the floor.

b. Display

height

(1) Displays should be placed in an area between 41

inches and 70 inches above the floor.

(2) Displays that must be read frequently or precisely

should be placed in an area between 50 inches and

65 inches above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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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Desk

dimensions

a. Working

space

Desks should provide enough clear working space

for all materials required for task performance.

b. Chair

positions

The desk should allow for different chair positions as

required, with adequate knee space

c. Operator

comfort

The relationships of working surface height and area,

knee room, and chair height should allow operators

to work comfortably. Exhibit 6.1-17 illustrates an

uncomfortable situation created by desk height and

chair design.

d. DIMENSIONS The following desk dimensions are recommended

and shown in Exhibit 6.1-18:

(1) For seated work only, 26 to 31 inches above the

floor (29 inches is a standard height).

(2) For sit-stand desks 36 to 38 inches above the

floor.

(3) Work surface area depth,: 16 inches minimum.

(4) Work surface area width: 24 inches minimum if

tasks involve reading and writing only; 30 inches

minimum if other kinds of tasks are required.

(5) Knee room height: a distance of approximately

25 inches from the floor to the under-surface of the

desk top should provide adequate clearance for 5th

to 95th percentile male and female adults at sit-

down-only stations.

(6) Knee room depth: 18 inches minimum.

(7) Knee room width: 20 inches minimum (greater

width 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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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Chairs Chair comfort depends on the use

and the user, but the following

basic specifications are generally

preferred.

a. Mobility Chairs should pivot so that operators can readily

adjust position. Mobile bases (casters) are

recommended for chairs at sit-only stations.

b. Backrests Chairs should support at least the lower back

curvature (lumbrosacral region). The recommended

angle between the back and the seat is about 100°

for office tasks (such as keyboard tasks). A greater

angle is preferred for reading and resting.

c. Armrests Where personnel may remain seated for relatively

long periods, chairs with armrests are preferred.

Adjustable or retractable armrests may be necessary

to allow the elbows to rest in a natural position and

for compatibility with a particular desk/console.

d. Cushioning Seat and backrest should be cushioned with at least

1 inch of compressible material, enough so that

some resilience remains when the chair is occupied.

e. Seat area The thighs and the backs of the knees should not be

compressed so as to cause fatigue and circulation

problems. The seat should be at least 17 inches

wide. Seat depth should be 15-17 inches (see

Exhibit 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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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Chairs

(continued)

f. Seat

Adjustability

For chairs at sitdown stations, seat height should

generally be adjustable from 15 to 18 inches (Exhibit

6.1-19). For chairs at sit-stand stations, seat height

should be adjustable from 26 to 32 inches (Exhibit

6.1-20).

g. Footrests An adjustable footrest or heel catch should be

provided to support the feet at a level no more than

18 inches below the seat surface. If a footrest is part

of the chair, a circular design is recommended,

diameter 18 inches. The footrest might be provided

on the consol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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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UNIT-

INTEGRATION

AND

INTERFERENC

E

a. EQUIPMENT

ARRANGEMENT

Equipment should be arranged with movement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mind, so that unit

operations do not interfere with each other.

b. SENIOR

OPERATOR

STATION

Senior operators who supervise and assist

operations of more than one unit need to be

stationed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operators in each unit and have an unobstructed

visual path to the control boards of each unit.

c. SHARING OF

PERSONNEL

Where operator may assist those of another unit,

potential task loading should be evaluated to assure

that each unit can be covered adequately in all

situations.

d. SHARING OF

PROCEDURES

Each unit should have its own set of procedures and

other reference documents as required to make sure

that references are easily available to personnel in

each unit, and to avoid conflicting needs for the

same reference.

e. SHARED

EGUIPMENT

Control of some items of plant equipment may be

shared by the control rooms of multiple-unit nuclear

power plans. When this is the case, care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status and availability data for

this equipment are available in each control room,

and that equipment operation from the control room

for one unit will not affect other unit operations.

(1) Control of plant equipment from one control

room should not affect the ability of operators of

other control rooms to maintain control of their

respective units.

(2) The status of plant equipment under the control

of one control room should be displayed in all

control rooms capable of controlling that equipment.

(3) If control of plant equipment from one control

room renders that equipment unavailable to other

control rooms, availability status indications should

be displayed in all control rooms.

(4) A single, centrally located control panel/console

may be used for dual-unit control rooms within the

same isolation boundary when this design does not

conflict with the panel layout and control-display

integration guidelines of Sections 6.8 and 6.9.

(5) Administrative procedures should be in place w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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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Unit mirror

imaging

Some control rooms are designed

with the control boards of two units

laid out symmetrically, side-by-

side, so that one is a complete or

nearly complete reversal of the

other. Operators who work both

units have to deal with two

opposite patterns of controls and

displays, and must reorient their

expectations completely when they

switch from unit to unit. This

requirem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positive transfer of training and

is highly unfavorable for task

performance reliability. The

potential for confusion is greater

when the reversal is incomplete

(e.g., control boards mirror

imaged, but annunciator panels

arranged identically in both units).

If a mirror image design has been

used:

a. Dedicated

crews

Operational crews should be committed to one or

the other unit. They should not be allowed to

alternate between the two mirrored units. This

includes operators manning a single center desk

station.

b. Accentuate

differenc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mirrored units should be

heightened as much as possible so that there will be

no confusion about where one unit ends and the

other begins. This can be done by using a different

color scheme for the elements of each unit,

including carpeting, desks, and other work station

equipment, as well as the board surfa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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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OPERATOR

PROTECTIVE

EQUIPMENT

a. TYPES OF

EQUIPMEN

Protective equipment should include protective

clothing and breathing apparatus.

b.

ANTHROPOMET

RY

Protective clothing and breathing equipment should

be compatible with operator body size and tasks to

provide adequate tactile sensitivity and ability to see,

reach, move, communicate, and hear.

c. PERIODIC

CHECKS

Operator protective equipment should be periodicalIy

checked to determine if it is in good condition.

d. QUANTITY There should be protective equipment available in

sufficient quantities and sizes for the required

number of operators.

e. MARKING Protective clothing sizes should be clearly

identifiable.

f.

EXPENDABLES

There should be an adequate supply of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expendables, such as filters.

g.

ACCESSIBILITY

All protective equipment should be easily and readily

accessible.

h. TRAINING Operators should be well practiced in donning

protective equipment.

i. PROCEDURES  Instructions for donning, doffing, and controll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hould be provided.

A-22



부록 A  NUREG-0700 평가항목

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1.4.2

 Fire,

radiation, and

rescue

equipment

a. Periodic

checks

All equipment should be periodically checked to

determine if it is in good condition.

b. B.

Accessibility

All equipment should be easily and readily

accessible.

c. Training Operators should be trained in the use of all

emergency equipment.

d. Procedures There should be a written, administratively approved

procedure for each type of emergency or

combination of emergencies.

e. Automatic

warning system

There should be an automatic fire warning system

for control room f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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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Emergency

equipment

storage

a. Proper

storage

Provision should be made for the orderly storage, in

the control room, of emergency equipment that is

needed by control room personnel.

b. Access The storage location(s) may be away from the

primary operating area but should be accessible,

clearly marked, and known to al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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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Temperature

and humidity

a. Comfort zone The climate control system should be capable of

maintaining temperature and humidity within the

shaded area comfort zone shown in Exhibit 6.1-21.

b. Temperature

differential

Air temperature at floor level and at head level

should not differ by more than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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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Ventilation a. Air quantity The ventilation system should be capable of

introducing outdoor air into the control room at a

rate of at least 15 cubic feet per minute (cfm) per

occupant.

b. Air velocity Air velocities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should not

exceed 45 feet per minute (fpm) measured at

operator head level and should not produce a

noticeable dr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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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Illumination Adequate levels of illumination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visual

effectiveness is sufficient for task

performance. While the following

illumination levels should generally

be observed, specific task

situations may dictate other

illumination levels.

a. Levels The recommended illumination level, in footcandles,

are listed in Exhibit 6.1-22.

b. Uniformity The level of illumination should not vary greatly over

a given work station.

c. Supplemental

light

Supplemental lighting should be provided for

personnel performing specialized visual tasks in

areas where fixed illumination is not adequate.

d. Task area

luminance ratios

To determine task lighting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vels of lighting which

surround a task. Great disparities between task and

background lighting can lead to adaptation

problems. To ensure effective visual performance,

the task area luminance ratios in Exhibit 6.1-23

should not be exceeded.

e. Shadowing To reduce operator fatigue and eyestrain, shadows

should be avoided.

(1) Ambient illumination should be provided via

indirect or diffuse lighting.

(2) Labels, instructions, and other written information

should not be in shadowed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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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Illumination

(continued)

f. Glare Glare increases the probability that an individual will

misread a display or will fail to notice displayed

information. Glare can also produce discomfort.

Direct sources of glare include light emitted from

luminaries, indicators, and displays. Indirect sources

of glare include reflected light from all surfaces,

e.g., painted, metal, glass. Glare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readability of displays, labels, or

indicators.

g. Reflectance The amount of reflected light is affected by

illuminated surface colors. Reflectance should

conform to the recommendations shown in Exhibit

6.1-24. (See also Exhibit 6.1-25)

h. Color Surface colors should be recognizable under both

normal and emergency ligh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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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Emergency

lighting

a. Automatic

action

A control room emergency lighting system should be

automatically activated and immediately available

upon failure of the normal control room lighting

system. This system should be independent of any

other plant lighting system that is available in the

control room.

b. Operability Failure of the normal control room lighting system

should not degrade operability of the emergency

lighting system.

c. Lighting

levels

The control room emergency illumination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a minimum

illumination level of 10 footcandles at all work

stations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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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Auditory

environment

The acoustic design of the control

room should ensure that verbal

communications between

operators are not impaired;

auditory signals are readily

detected; and auditory distraction,

irritation, and fatigue of operators

are minimized.

a. Background

noise

Background noise should not impair verbal

communication between any two points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Verbal communications

between these points should be intelligible using

normal or slightly raised voice levels. See Exhibit

6.1-26.

b. Limit Background noise levels should not exceed 65dB(A).

c. Further

reductions

Further reductions in background noise may be

required where communications between the primary

operating area and other control room locations are

necessary and voice transmission systems are not

provided.

d. Noise

distractions

Noise distractions generated either inside or outside

the control room should be minimized.

e. Reverberation

time and sound

absorption

The acoustical treatment of the control room should

limit reverberation time to one second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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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Personal

storage

a. Storage

locations

There should be a suitable, out-of-the-way but

secure place in which control room personnel may

keep their coats and other personal belongings;

b. Storage

suitability

If lockers are provided, they should be large enough

to hold the items that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go in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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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Ambience and

comfort

An effort should be made to create

a pleasant and comfortable work

setting in view of the long hours

and confining aspects of the

control room operator's job.

a. Décor Features to be considered include:

(1) Color coordination

(2) Use of color and lighting to create a cheerful

atmosphere (without introducing glare and

brightness to a degree that causes eye fatigue or an

overly intense atmosphere).

(3) Visual relief from arrays of instrumentation.

(4) Comfortable seating.

(5) Carpeting to lessen the fatigue of standing and

walking.

b. Restroom

and eating

facilities

(1) A restroom and kitchen or eating area should be

provided within (preferably) or near the control room

isolation boundary.

(2) Since formal breaks are not scheduled in most

control rooms, it is important that personnel have

access to these facilities without delay. It is

preferable that they be used only by control room

personnel.

(3) Provision should be made for communication if

facilities are out of voice contact, so that an

operator taking a break can be contacted as

necessary by personnel in the control room. (see

Guideline 6.2.1.7).

c. Rest

area/loung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providing a rest

area (possibly in conjunction with the eating area)

conductive to relaxation and revitalization, especially

where shifts are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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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GENERAL

REQUIREMENT

S FOR VOICE

COMMUNICATI

ON SYSTEMS

Generally there are six varieties of

voice communication systems

found in control rooms:

Conventional-powered telephones,

sound-powered telephones,

walkie-talkie radio transceivers,

fixed-band UHF transceivers,

announcing systems, and point-

to-point intercom systems. Human

factors requirements specific to

each type of voice communication

system will be considered

individually in Guidelines 6.2.1.2

through 6.2.1.7 while 6.2.1.8 will

address voice communication by

the operator wearing an emergency

mask.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relevant to communication

systems in general.

a.

INSTRUCTIONS

Instructions should be provided for use of each

communication system, including suggested

alternatives if a system becomes inoperable.

b. PERIODIC

MAINTENANCE

TESTS

These should be performed on all communication

systems to ensure that the system is normally

operative and effective under changes in ambient

noise levels that may have occurred since the last

check.

c. EMERGENCY

MESSAGES

(1) OUTGOING -Priority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transmission of emergency

messages from the control room by any of the

communication systems.

(2) INCOMING-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for

handling communications during an emergency and

these procedures must be known by all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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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Conventional-

powered

telephone

systems

In control rooms, these systems

are generally handsets(mouthpiece

and earpiece in a common, hand-

held mount), the handset being

cradled either on a deskstand or

vertically mounted holder.

Connections are switched by a

dialing system. Within the broad

selection available in the market,

systems should be chosen that

fulfill the requirements below.

a. FREQUENCY

RESPONSE

The powered telephone system must provide good

frequency response in that portion of the auditory

spectrum most essential for intelligibility. Standard

telephone bandpass is acceptable (200-3300Hz).

b. HANDSETS Design should incorporate the following features:

(1) Size and shape should be incorporate with

operator’s hand size and mouth-ear distance

(standard telephone dimensions acceptable).

(2) Should maintain firm ear contact by receiver

while transmitter is positioned to receive voice wave

directly from mouth.

(3) Cords should be of nonkink or self-retracting

type.

(4) Cords should be of sufficient length to permit

reasonable operator mobility.

(5) Cords should be positioned so as to avoid

entangling critical controls or endangering passing

traffic.

(6) Vertically mounted handset cradles should be

designed and located to prevent the handset from

being knocked out of the cradle by passing traffic.

(7) Where multiple telephone instruments are located

close together (e.g., on a single desk) they should

be coded to indicate circuit or function.

(8) If a press-to-talk button is used, the button

should be convenient to both left and right hand

operation.

c. SWITCHING

MECHANISM

Usually the switching function is accomplished by

dial switching and the switching mechanism is

located in-plant.

(1) Switching should be designed and/or

programmed to minimize delay in making desired

connections under both normal and emergency

conditions.

(2) Switching should be programmed to give the

control room automatic priority of access to the

switch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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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Conventional-

powered

telephone

systems

(continued)

d. TELEPHONE

RINGING

Loudness of ringing should be adjustable at the

individual telephone instrument.

e.

ANNOUNCING

USE

When transmitters, within the powered telephone

system, are used as the microphone input to the

announcing system, the transmitter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rest of the announc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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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SOUND-

POWERED

TELEPHONE

SYSTEMS

In control room use, sound-

powered phone are generally of the

headset variety (either one or two

earphones and a boom

microphone in an assembly fitting

on the head). Sound-powered

phone are independent of external

power, a feature of value in

emergency use. Additionally the

headset configuration, used with

conveniently located plug-in jacks,

provides mobility for the user when

moving to remote locations (back

panels or outside the control

room).

a. Sound qualit Within engineering constraints imposed by sound-

powering, the system should provide:

(1) Good frequency response in the band from 200

to 3300 Hz (standard telephone quality).

(2) In-phase feedback to the user.

b. HEADSETS Headset should reflect the following deign

requirements:

(1) Earphone cushioning to provide comfort for

extended periods of wear. Earphones should cover

the outer ear but without causing uncomfortable

pressure.

(2) Supporting structure for earpieces should not

impose discomforts of weight, concentrated

pressures , or metal contact with the skin.

(3) The earpiece should be held firmly in place, yet

be easy to remove.

(4) Ideally, headsets should provide hands-free

operation. This may have to be compromised,

however, to accommodate a push-to-talk switch in

anticipation of possible use in areas of high ambient

noise.

(5) Binaural headsets should be available for use by

control room personnel when they are required to

leave the control room for plant areas with high

ambient noise levels and communicate with the

control room from these areas using sound-powered

communication equipment.

(6) A well-marked and accessible place should be

provided for headset sto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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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SOUND-

POWERED

TELEPHONE

SYSTEMS

(continued)

c. Ringing – Sound-powered phones require supplemental power,

which is often hand-generated, to energize a ringing

function. Often sound-powered phone circuits have

no provision for ringing.

(1) Need for ringing must be determined for the

individual plant depending on the sound-powered

phone procedures

(2) If ringing is not installed, then the user should be

provided capability for directly switching the sound-

powered transmitter to the paging system so that a

desired party can be called to the line.

d. Jack

provisions

(1) Plug-in jacks for the sound-powered system

should be provided within the control room.

(2) Jacks should be located close to the work

stations to prevent need for unduly long cords.

(3) Jacks should not accommodate plugs of the

conventionally powered phone system, in order to

avoid wrong instrument system connections.

e. Switching (1) The requirements for switching must be assessed for the

individual plant depending on procedures for use of sound-

powered phones.

(2) Patch panels, when used, should be conspicuously

marked and located in reasonably accessible places. These

requirements are particularly critical in back-panel areas.

(3) A complete set of cords should be provided at each

panel if cord-type patching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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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WALKIE-

TALKIE RADIO

TRANSCEIVER

S

Walkie-talkie are used in both

emergency and normal operations

for two-way communications

beyond the range of installed

telephone connections or as a

convenient alternative to the

sound-powered phone. However,

each licensee/applicant who

intends to use radio

communications should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radio

interference could adversely affect

control room operations.

a. SOUND

QUALITY

Within the engineering constraints imposed by radio

frequency spectrum availability and by design for

easy portability, walkie-talkies should realize the

same quality desired throughout all of the

communications systems, namely:

(1) Good frequency response, preferably to

telephone standards of 200 to 3300 Hz.

(2) Sufficient dynamic range and gain to handle

instantaneous pressures found in speech and

develop necessary signal level at the headphone or

loudspeaker.

b. AREA

COVERAGE

Sometimes a sound-powered phone system is

installed as a single “party line” without any

switching. When switching is used with sound-

powered phones, it is accomplished by manually

actuated selection switches or patch panels rather

than dial-switching as with powered phones.

(1) The requirements for switching must be assessed

for the individual plant depending on procedures for

use of sound-powered phones.

(2) Use of walkie-talkies should be prohibited in

areas close to low-level analog or digital equipment

unless EMI noise susceptibility tests have been

conducted that demonstrate that equipment is not

affected by the frequency band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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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FIXED-BASE

UHF

TRANCEIVERS

A fixed base UHF transceiver may

be used for normal and emergency

communications between the

control room and the following

locations similarly equipped with

fixed-ase transceivers: Dispatcher,

Security, and Utility Headquarters

(if within UHF range). Each

licensee/applicant who intends to

use radio communications should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radio

interference could affect control

room operations.

a. Signal quality Unlike walkie-talkies, fixed-base UHF transceivers

are not constrained by being designed for portability.

Therefore, they should readily achieve good voice

intelligibility, provided by adequate frequency

reponse at least within telephone standards of 200

to 3300 Hz. They should exhibit sufficient dynamic

range to handle instantaneous pressures found in

speech and develop sufficient gain to develop the

necessary signal level at the loudspeaker.

b. GAIN Gain should be adjustable, but the gain control

should be limited so that even at its lowest setting an

audible signal is stilled presented.

c.

PROCEDURES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spicuously posted) for used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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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ANNOUNCING

SYSTEMS

These systems are made up of

amplifiers, loud-speaker, and

microphone. The microphone input

is provided, in some installations,

by a dialable connection to a

transmitter of the powered

telephone system.

a.

INTELLIGIBILITY

AND

COVERAGE

These are the key factors in announcing system

effectiveness. The system must provide rapidly

intelligible messages to all areas where personnel

subject to page may be located.

(1) Intelligibility requires the integration of carefully

selected component (microphones, amplifiers, and

loudspeakers) into an overall system providing good

frequency response in the audio band which is

critical for intelligibility. At a minimum, telephone

quality b required (200 to 3300 Hz); higher

intelligibility is achieved by a band of 200 to 6100

Hz.

(2) Coverage depends on loudspeaker location.

Adequate coverage requires that speakers should be

placed so that they are available in all necessary

areas and that there are no “dead spots” within any

area.

b.

MICROPHONE-

CHARACTERIST

ICS

(1) Frequency response should be compatible with

that of the rest of the system.

(2) lf the powered telephone system is used to

provide microphone input to the announcing system,

the telephone system should contain transmitters of

quality compatible with that of the announcing

system.

(3) Microphones should have high sensitivity to

speech signals.

(4) Dynamic range should permit 50 variations in

signal input.

(5) Microphone input should be provided within the

control room

c.

LOUDSPEAKER

LOCATION

(1) Speakers should be provided in the control room

and other areas where control room personnel

operations might be (e.g., restroom, eating areas,

locker rooms, etc.).

(2) Speakers should be placed to yield an intelligible

level of signal throughout the area.

d. SPEECH

CLARITY

Since proper speech over an announcing system

differs from normal conversation, operators should

be familiarized with the proper way to speak on the

announc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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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ANNOUNCING

SYSTEMS

(continued)

e.

LOUDSPEAKER

VOLUME

(1) Speaker volume should be adjusted to ensure

that speaker communications will not prevent

detection of auditory alarms.

(2) Audio gain controls (if provided) should be

limited to preclude reducing volume below an audible

level.

f. PRIORITY Control room input to the plant announcing system

should have priority over any other input. The control

room input should be capable of interrupting an

announcement in progress, or of bypassing queued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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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Point-to-point

intercom

systems

Such systems should be provided

to interconnect the control room

with important plant areas such as

the Shift Supervisor's Office, Plant

Security Office, operator's lounge,

locker rooms, and possibly

restrooms.

a. Intelligibility  At a minimum, the intercom system should provide

transmission of the voice spectrum to telephone

standards (200 to 3300Hz).

b. Gain

adjustment

Gain should be adjustable at each intercom unit, but

adjustability should be limited to preclude reducing

volume below an audibl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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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Emergency

communicatio

ns

a. Backup

equipment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assure complete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s capabilities

during emergencies.

b. Equipment

usability

Communications equipment should be usable by

personnel wearing protective gear without

impediment to their tasks.

c. Voice

communications

with masks

(1) Emergency face masks should be equipped with

diaphragms that are specially designed to transmit

speech.

(2) The diaphragms should be able to separate voice

from exhaust valve action.

(3) If not equipped with diaphragms, masks should

be equipped with electronic speech systems which

pick up the voice with an internal microphone and

transmit it to a loudspeaker attached outside the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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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Use of

auditory

signals

Auditory signals are used to attract

operator attention and to present

information independent of

operator position or head

orientation. Auditory signals have

some drawbacks, since they may

interfere with speech

communication and are limited in

their capability to indicate what is

wrong and what to do.

a. Dedicated

use

Systems used to transmit non-verbal auditory

signals should be used only for that purpose.

b. Localization Auditory signals should provide localization cues that

direct operators to those control room work stations

where operator attention is required.

c. Selection (1) Auditory signals should be selected to avoid

confusion with ambient control room noises.

(2) Auditory signals should be selected to avoid

interference with other auditory sources, including

verb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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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Signal

meaning

a. The meaning

of each auditory

signal should be

clear and

unambiguous.

b. Similar

auditory signals

must not be

contradictory in

meaning with

one another.

c. Auditory

signals intended

to alert the

operator to a

malfunction or

failure must be

different from

routine signals

such as bells,

buzzers, and

normal

operating

no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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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Auditory

coding

techniques

Auditory signals may be coded.

For example, coding can be used

to prioritize signals or to direct

operator attention to areas outside

the primary operating area. If

auditory coding is employed, the

following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a. Distinctive

coding

Coding methods should be distinct and

unambiguous, and should not conflict with other

auditory signals.

b. Pulse coding Auditory signals may be pulse coded by repetition

rate, but the number of codes should be limited (2 or

3). Repetition rates should be sufficiently separated

to ensure operator discrimination.

c. Frequency

change coding

If modulation of the frequency(Hz) of a signal

denotes information, center frequencies should be

between 500 and 1000Hz.

d. Discrete

frequency

coding

 Discrete frequency codes may be used for audible

signal coding. Frequencies should be broad band (±

100Hz) and widely spaced within the 200-5000Hz

range. No more than 5 separate frequencies should

be used.

e. Coding by

intensity

Coding by intensity is not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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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Propagation

of signals

a. Direction of

sound

sound sources (speakers, buzzers, etc.) should

direct sound toward the center of the primary

operating area.

b. Audibility Auditory alert and warning signals should be audible

in all parts of the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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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Frequency a. Range Auditory signal frequencies should be between 200

and 5000Hz. The optimum frequency range is

between 500 and 3000 Hz.

b. Bandwidth Wide-band auditory signals of approximately 200Hz

should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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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Signal

intensity

The intensity of auditory signals

should be set to unmistakably alert

and get an operator's attention

a. General In general, a system capability to develop a signal-

to-noise ration of 20dB in at least one octave band

between 200 and 5000Hz should be adequate for all

control rooms and environments. The signal-to-

noise ratio capability should apply throughout the

primary operating area. However, a 20 dB differential

may not be necessary for all signals and all

environments. A normal value of 10 dB(A) above

average ambient noise is generally adequate. (See

Guideline 6.3.2.1)

b. Comfort Auditory signal intensity should not cause discomfort

of ‘ringing’ in the ears.

c. Maximum

intensity

Auditory signal intensities should not exceed

90dB(A), except for evacuation signals, which may

be up to 115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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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Reliability a. Failure of

alarm circuitry

Failure of auditory signal circuitry should not

adversely affect plant equipment.

b. False alarms Auditory alarm systems should be designed so that

false alarms are avoided.

c. System test Auditor signal system test capabilities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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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

 General

system design

Annunciator warning systems are

the primary control room interface

to immediately alert the operator to

out-of-tolerance changes in plant

condition. Annunciator warning

systems consist of three major

subsystems: (a) an auditory alert

subsystem, (b) a visual alarm

subsystem, and (c) an operator

response subsystem (see Exhibit

6.3-1). Together, these three

subsystems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a preferred operational

sequence for annunciator warnings

as indicated in exhibit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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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

 ALARM

PARAMETER

SELECTION

Plant parameters selected for

inclusion in the annunciator

warning system and the limit or

alarm set points for those

parameter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compliance with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to

allow the operator to monitor the

status of the plant and respond to

out-of-tolerance conditions

effectively. The following general

guidelines are suggested to

increase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annunciator

warning system.

a. Set points The limits or set points for initiating the annunciator

war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meet the

following goals:

(1) Alarms should not occur so frequently as to be

considered a nuisance by the operators

(2) However, set points should be established to give

operators adequate time to respond to the warning

condition before serious problem develops.

b. GENERAL

ALARMS

(1) Alarms that require the control room operator to

direct an auxiliary operator to a given plant location

for specific information should be avoided.

(2) If genera| alarms must be used, they should only

be used for conditions that allow adequate time for

auxiliary operator action and subsequent control

room.

c.

MULTICHANNEL

OR SHARED

ALARMS

(1) Annunciators with inputs from more than one

plant parameter set point should be avoided. Multi-

input alarms that summarize single-input

annunciators elsewhere in the control room are an

exception.

(2) Where multi-input annunciators must be used, an

alarm printout capability should be provided. The

specifics of the alarm should be printed on an alarm

typer with sufficient speed and buffer storage to

capture all alarm data.

(3) A reflash capability should be provided to allow

subsequent alarms to activate the auditory alert

mechanism and reflash the visual tile even though

the first alarm may not have been cleared.

d. Multi-unit

alarms

Multiple-unit nuclear power plants may contain plant

systems that are shared by two or more units. The

status of any such equipment should be provided in

all control rooms.

(1) Alarms for any shared plant systems should be

duplicated in all control rooms.

(2) When an item of shared equipment is being

operated from one control room, a status displayed

or signal should be provided in all other control

rooms which could potentially control thi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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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First out

annunciators

As an aid to diagnostic

procedures, provision should be

made for identifying the initiating

event (first out) associated with

automatic plant shutdown.

a. Reactor

system

(1) A separate first out panel should be provided for

the reactor system.

(2) The first out panel should consist of separate

annunciator tiles for each of the automatic reactor

trip functions.

(3) In the event of a reactor trip, the tile associated

with the event should illuminate, and no other.

b. Turbine-

generator

system

A separate first out panel, similar in function to the

reactor system panel, is recommended.

c. Position First out panels should be located directly above the

main control work station for the system.

d. Application First out annunciators should conform to the general

auditory, visual, and operator response guidelines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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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Prioritization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annunciators typically found in

control rooms and the likelihood

that numerous alarms may come

in concurrently, some logical

prioritization should be applied

such that operators can

differentiate the most important or

serious alarms from less important

ones.

a. Levels of

priority

(1) Prioritization should be accomplished using a

relatively small (2-4) number of priority levels.

(2) Prioritization should be based on a continuum of

importance, severity, or need for operator action in

one or more dimensions, e.g., likelihood of reactor

trip, release of radiation. Exhibit 6.3-3 provides an

example of prioritization based on three levels of

prioritization.

b. Priority

coding

(1) Some method for coding the visual signals for

the various priority levels should be employed.

Acceptable methods for priority coding include color,

position, shape, or symbolic coding.

(2) Auditory signal coding for priority level is also

appropriate. See Guideline 6.2.2.3 for

recommended cod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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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Cleared

alarms

Alarms that have cleared should

initiate an audible signal and

activate the alarmed and

acknowledged visual tile in some

way to provide positive

confirmation

a. Auditory

signal

Cleared alarms should have a dedicated, distinctive

audible signal which should be of finite duration.

b. Visual signal The individual tile should have one of the following:

(1) A special flash rate (twice or one-half the normal

flash rate is preferred, to allow discrimination), or

(2) Reduced brightness, or

(3) A special color, consistent with the overall control

room color coding scheme, produced by a

differently colored bulb behind the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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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SIGNAL

DETECTION

The first requirement for an

effective annunciator warning

system is rapid penetration of the

operators awareness under any

and all conditions. some “worst

case” conditions might be: (a)

during the fist graveyard shift after

four days off-duty, (b) the

sixteenth hour of work occasioned

by the sudden illness of the relief

operator, (c) a warning signal

appearing while the operator is very

busy attending to the three or more

immediately preceding problems,

or (d) a warning signal appearing

after a series of false or nuisance

alarms. Specific principles for the

auditory alert subsystems follow.

a. INTENSITY The signal should be such that operators can reliably

discern the signal above the ambient control room

noise. A nominal value of 10 dB(A) above average

ambient noise is generally adequate.

b. CONTROL Signal intensity, if adjustable should be controll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

c. LIMITS The signal should capture the operator’s attention

but should not cause irritation or a startled reaction.

d. DETECTION Each auditory signal should be adjusted to result in

approximately equal detection levels at normal

operator work stations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e. RESET The annunciator auditory alert mechanism should

automatically reset when it has been silenced.

f.

IDENTIFICATION

The operator should be able to identify the work

station or the system  where the auditory alert signal

originate. Separate auditory signals at each work

station with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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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Coding Auditory coding techniques can

improve operator response to

auditory alarms. This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when

auditory alarms are not

accompanied by a visual alarm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Auditory coding techniques are

presented in Guideline 6.2.2.3.

a. Localization (1) Auditory coding techniques should be used when

the operator work station associated with the alarm

is not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2) Coded signals from a single audio source should

not be used to identify individual work stations with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b. Prioritization Coding may be used to indicate alarm priority. (See

Guideline 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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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

 Visual

annunciator

panels

Annunciator panels are generally

organized as matrices of visual

alarm tiles. These matrices,

separated into groups by function,

are usually positioned along the

top of the control boards or

consoles (see Guidelines 6.1.2.2

and 6.1.2.3)

a. LOCATION Visual alarm panels should be located above the

related controls and displays which are required for

corrective or diagnostic action in response to the

alarm. (See Exhibit 6.3.4.)

b. LABELING (1) Each panel should be identified by a label above

the panel.

(2) Panel identification label height should be

consistent with a subtended visual angle of at least

15 minutes when viewed from a central position

with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c. LAMP

REPLACEMENT

(1) If a lamp replacement require legend tile

removal, there should be a way to ensure that the tile

is replaced in the corrected location.

(2) Lamp replacement should not subject the

operator to a shock hazard.

(3) Operator aids should be provided needed for

lamp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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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Visual alarm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Specific guidelines for visual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of

alarmed tiles follow:

a. Flashing  The specific tile(s) on an annunciator panel should

use flashing illumination to indicate an alarm

condition.

b. Flash rate Flash rates should be from three to five flashes per

second with approximately equal on and off times.

c. Flasher

failure

In case of flasher failure of an alarmed tile, the tile

light should illuminate and burn steadily.

d. Contrast

detectability

There should be high enough contrast between

alarming and steady-on tiles, and between

illuminated and non-illuminated tiles, so that

operators in a normally illuminated control room

have no problem discriminating alarming steady-on,

and steady-off visual tiles.

e. “Dark”

annunciator

panels

a “dark” annunciator panel concept should be used.

This means that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no annunciators would be illuminated; all of the

visual tiles of the annunciator panels would be

“dark”.

f. Extended

duration

illumination

If an annunciator tile must be “ON” for an extended

period during normal operations (e.g., during

equipment repair or replacement), it should be:

(1) Distinctively coded for positive recognition during

this period, and

(2) Controll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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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Arrangement

of visual alarm

tiles

a. Matrix

organization

Visual alarms should be organized as a matrix of

visual alarm tiles within each annunciator panel.

b. Functional

grouping

Visual alarm tiles should be grouped by function or

system within each annunciator panel. For example,

area radiation alarms should be grouped on one

panel, not spread throughout the control room.

c. C. Labeling

of axes

(1)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xes of annunciator

panels should be labeled with alphanumerics for

ready coordinate designation of a particular visual

tile.

(2) Coordinate designation is preferred on the left

and top sides of the annunciator panel.

(3) Letter height for coordinate design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a subtended visual angle of at

least 15 minutes as viewed from a central position

with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d. Pattern

recognition

When a panel contains a number of simultaneously

illuminated visual tiles, pattern recognition can help

in diagnosing and mitigating problems. Pattern

recognition can be facilitated in annunciator panels

by meeting the following criteria:

(1) The number of alarm tiles and the matrix density

should be kept low (a maximum of 50 tiles per

matrix is suggested).

(2) Tiles within an annunciator panel matrix should

be grouped by subsystem, function, or other logical

organization.

e. Out-of-

service alarms

Cues for prompt recognition of an out-of-service

annunciator should be designed into the system.

f. Blank tiles Blank or unused annunciator tiles should not be

illuminated (except during annunciato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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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Visual tile

legends

a. Unambiguous Annunciator visual tile legends should be specific

and unambiguous. Wording should be in concise,

short messages.

b. Singularity Alarms which refer the operator to another, more

detailed annunciator panel located outside the

primary operating area should be minimized.

c. Specificity Tile legends should address specific conditions; for

example, do not use one alarm for HIGH-LOW,

TEMPERATURE-PRESSURE.

d. Abbreviations Abbreviations and acronym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ose used elsewhere in the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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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

 VISUAL TILE

READABILITY

a. DISTANCE . The operator should be able to read all the

annunciator tiles from the position at the work station

where the annunciator acknowledge control is

located.

(1) Later height should subtend a minimum visual

angle of 15 minutes, or .004Xviering distance. The

preferred visual angle is 20 minutes, or .006Xviewing

distance.

(2) Later height should be identical for all tiles,

based on the maximum viewing distance. Separate

calculations should be made for stand-up and sit-

down work stations.

b. TYPE STYLE The size and style of lettering should met the

following:

(1) Type styles should be simple.

(2) Type styles should be consistent on all visual

tiles.

(3) Only upper-case type should be used on visual

tiles.

c. LEGEND

CONTRAST

Legends should provide high contrast with the tile

background.

(1) Legends should be engraved.

(2) Legends should be dark lettering on light

background.

d. Letter

dimensions and

spacing

(Recommended 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legend lettering and spacing are as follows:

(1) Stroke-width-to-character-height ratio should

between 1:6 and 1:8.

(2) Letter width-to-height ratio should be between

1:1 and 3;5.

(3) Numeral width-to-height ratio should be 3:5.

(4) Minimum space between characters should be

one stroke width.

(5) Minimum space between words should be the

width of one character.

(6) Minimum space between lines should be one-

half the characte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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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

 CONTROLS Controls for operator response to

the annunciator system include

silence, acknowledge, reset, and

test controls. (See Exhibit 635.)

a. SILENCE (1) Each set of operator response control should

include a silence control.

(2) It should be possible to silence an auditory alert

signal from any set of annunciator response controls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b.

ACKNOWLEDGE

(1) A control should be provided to terminate the

flashing of a visual tile and have it continue at steady

illumination until the alarm is cleared.

(2) Acknowledgement should be possible only at the

work station where the alarm originated.

c. RESET (1) If an automatic cleared alarm feature is not

provided, a control should be provided to reset the

system after an alarm has cleared.

(2) The reset control should silence an audible signal

indicating clearance an should extinguish tile

illumination.

(3) The reset control should be effective only at the

work station for the annunciator panel where the

alarm initiated.

d. TEST (1) A control to test the auditory signal are flashing

illumination of all tiles in a panel should be provided.

(2) Periodic testing of annunciators should be

required and controll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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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

 Control set

design

a. Positioning of

repetitive groups

Repetitive groups of annunciator controls should

have the same arrangement and relative location at

different work station. This is to facilitate “blind”

reaching.

b. Control

coding

Annunciator response controls should be coded for

easy recognition using techniques such as:

(1) color coding;

(2) color shading the group of annunciator controls;

(3) demarcating the group of annunciator controls;

or

(4) shape coding, particularly the silence control.

(See exhibit 6.3-5, example 2.)

c.

Nondefeatable

control

Annunciator control design should not allow the

operator to defeat the control. For example, some

pushbuttons used for annunciator silencing and

acknowledgement can be held down by inserting a

coin in the ring around the pushbutton. This

undesirable design feature should be eli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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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Annunciator

response

procedures

a. Availability Annunciator response procedures should be

available in the control room

b. Indexing Annunciator response procedures should be indexed

by panel identification and annunciator tile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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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GENERAL

PRINCIPLES

Controls should be selected to

ensure ease of operation and to

minimize operator errors.

a. Adequacy Each control should be adequate for the function it

performs.

(1) It should provide a sufficient range of control.

(2) It should be easily adjusted with the required level

of precision.

b. Economy Each control should be necessary, and the simplest

effective control for the task concerned.

(1) There should be a good reason to require a

control for the function concerned.

(2) Duplication of controls should not occur, except

for a specific reason.

(3) The precision and range of a control should not

greatly exceed the need.

(4) Selected controls should be economic of space.

c. Human

suitability

Controls selected should be suitable for operator use

in a control room environment, and should be suited

to the anthropometric and ergon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expected operator population.

(1) Each control should be recognizable in terms of

its function.

(2) Each control should be of the type normally

anticipated for the operation concerned. This means

conforming to operator expectations, matching to

other controls for the same function, and generally

conforming to conventional practice.

d. Compatibility

with emergency

gear

If used while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e.g.,

oxygen masks, protective gloves), controls should

be:

(1) Easy to identify.

(2) Easy to activate.

e. Durability Controls should be sufficiently rugged to withstand

normal and emergency use. Each control should

retain its appearance, “fee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during its service life.

(1) Broken, chipped, or crumbles control surfaces

should not ordinarily occur.

(2) Control knobs or handles should not rotate, slip,

or move loosely on their shafts.

(3) No internal wear or breakage should occur which

alters the “feel” or other sensory feedback of a

control. Controls should not develop internal

looseness, binding, or back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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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Prevention of

accidental

activation

Accidental activation of controls

should be minimiz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thods.

The method used should depend

(in part) on the need for rapid

operator access and the

seriousness of consequences

following an accidental activation.

a. Proper

location

Control should be located and oriented so that the

operator is not likely to strike or move them

accidentally in any sequence of control movements.

b. Fixed

protective

structures

(1) Controls may be recessed, shielded, or otherwise

surrounded by physical barriers. (See Exhibit 6.4-1_

(2) The control should be entirely contained within

the envelope described by the recess or barrier.

c. Movable cove

or guards

(1) Controls may be covered or guarded with

movable (e.g., hinged) barriers. (See Exhibit 6.4-2)

(2) Safety or lock wires should not be used

(3) When the guard is in the open position, it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operation of the guarded

control or other adjacent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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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Prevention of

accidental

activation

(continued)

d. Interlocking

controls

Controls may be provided with interlocks so that:

(1) Extra movement is required (e.g., a side

movement out of a detent position of a pull-to-

engage clutch).

(2) Prior operation of a related or locking control is

required.

e. Resistance to

movement

Controls should be provided with resistance (e.g.,

friction or spring-loading), so that distinct or

sustained effort is required for activation.

f. Sequential

activation

When a strict sequential activation is necessary,

controls should be provided with locks to prevent the

controls from passing through a position. Further

movement should require a new control action.

g. Choice of

action

Rotary action controls should be used in situations

where linear or pushbutton controls would be subject

to inadvertent activation, and fixed protective

structures are impractical or in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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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Direction of

movement

To minimize operator error, control

movement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population stereotypes

(for U.S. populatio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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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CODING OF

CONTROLS

Coding methods (e.g., size, color)

for a particular applic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the rel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or

each type of coding. Exhibit 6.4-3

is provided as a general guideline

for control coding evaluation.

a.

CONSISTENCY

The coding system should be uniform throughout the

control room.

b. Location

coding

Controls should be located so as to be easily related

to functions and functional grouping. Controls with

similar functions should be in the same location from

panel to panel. (See Guideline 6.8.2.3.)

c. SIZE CODING (1) No more than three different sizes of controls

should be used for discrimination by absolute size.

(2) Controls used for performing the same function

on different item of equipment should be the same

size.

(3) When knob diameter is used as a coding

parameter, differences between diameters should be

at least 0.5 inch.

(4) When knob thickness is a coding parameter,

differences between thicknesses should be at least

0.4 inch.

d. Shape coding When possible, controls should be differentiated by

shape. In particular, controls which may be

manipulated in a “blind” fashion should be shape

coded. For example, where an operator must

simultaneously observe a display and move a control

which is outside his field of view, the controls should

be shape-coded and separated by distance. Control

shapes should be:

(1) Visually identifiable.

(2) Tactually iden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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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CODING OF

CONTROLS

(continued)

e. Rotating

knob shape

options

Rotating knob controls for different types of control

action should be distinguishable by sight and touch

and not easily confused with each other. Exhibits

6.4-4 through 6.4-6 give examples of 15 suitable

knob designs developed for three major classes of

knobs, each class intended for a different purpose:

multiple rotation, fractional rotation, and detent

positioning.

f. Color coding (1) Color coding should follow the recommendations

of Guideline 6.5.1.6.

(2) When color coding is used to relate a control to

its corresponding display, the same color should be

used for both the control and the display.

(3) The color of the control should contrast with the

panel background. (See Guideline 6.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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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Pushbutton

design

principles

a. Position Pushbuttons in a row or matrix should be positioned

in a logical order, or in an order related to the

procedural sequence.

b. Indication of

activation

To ensure that the operator knows that a pushbutton

has been pressed far enough for activation, a

positive indication should be provided in the form of

a snap feel, an audible click, or an integral light.

c. Pushbutton

surface

For best operation, the surface of a pushbutton

should offer slip resistance, or be con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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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Round

pushbuttons

For best operation, pushbutton

parameters should be as follows .

(See Exhibit 6.4-7)

a. Diameter(D),

for fingertip

operation

(inches)

(1) Unguarded and nonrecessed pushbuttons

minimum 0.385

(2) Guarded or recessed pushbuttons minimum 0.75

b. Diameter (D),

for thumb or

heel of hand

operation

(inches)

Minimum 0.75

c. Displacement

(A), for thumb

or finger

operation

(inches)

Minimum 0.125

d. Resistance

(r), for fingertip

operation

(ounces)

Minimum 10

Maximum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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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LEGEND

PUSHBUTTON

S

Legend pushbuttons are

rectangular self-illuminated

pushbuttons which display a written

legend, usually as one or more

small illuminated tiles. Legend

pushbutton serve both as a control

(switch) and as a display (legend

light). Depending on system

design, a legend may be lighted

either when the operator activates

the pushbutton, or when a change

occurs in system condition.

Legend pushbuttons may have

more than one display area.

a.

DISCRIMINABILI

TY

Legend pushbuttons should be readily

distinguishable from legend lights. This may be

achieved by distinctive shape, labeling, location, or

other techniques. (See also Guideline 6.5.3.3.)

b. Legend (1) The legend should be readable under ambient

light conditions, with or without internal illumination.

(2) The illuminated condition should be clearly

recognizable under the highest predicted ambient

light condition and should be at least 10% brighter

that the surrounding panel.

(3) Legend lettering and contrast should conform to

recommendations for legend lights (Guideline

6.5.3.3).

(4) The legend message should be specific,

unambiguous, and concise.

(5) The legend message should contain no more

than three lines of lettering.

c. Provision for

lamp failure

(1) A lamp test or dual lamp/dual filament capability

should be provided.

(2) Lamps within the pushbutton should be

replaceable from the front of the panel.

(3) Legend pushbuttons should not short out during

lamp replacement or be susceptible to inadvertent

activation during the process of lamp removal or

replacement.

(4) Legend cover should be key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interchanging the covers.

d. Barriers (1) Barriers should be used when legend

pushbuttons are contiguous.

(2) Barriers should have rounded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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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LEGEND

PUSHBUTTON

S(Continued)

e. Legend

pushbutton

dimensions

For maximum effectiveness of legend pushbutton

controls, the following dimensions should be used

(see Exhibit 6.4.8):

(1) Size (S) (inches)

Minimum 0.75

Maximum 1.5

(2) Displacement (A) (inches)

Minimum 0 (touch plate)

Minimum 0.125 (all others)

Maximum 0.250

(3) Barrier width (Bw) (inches)

Minimum 0.125

(4) Barrier depth (Bd) (inches)

Minimum 0.183

Maximum 0.250

(5) Resistance (ounces)

Minimum 10(except touch plate)

Maximum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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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Rotary control

design

principles

a. Direction of

activation

Rotary control settings should increase in value with

a clockwise rotation.

b. Rotary

control shape

coding

If rotary controls used for widely different functions

are placed on the same panel, shape coding should

be employed.

c. Coding

specifications

Shape-coded rotary controls should be:

(1) Visually identifiable.

(2) Tactually iden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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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J-handles a. High-torque

designs

J-handles should conform to dimensions as follows

(see exhibit 6.4-9):

(1) Length (L) (inches)

Minimum 3.75

Optimum 4.0

(2) Clearance (c) (inches)

Minimum 1.0

Optimum 2.0

b. Low-torque

designs

 For certain purposes, smaller scale J-handles may

be used. In such cases the handle proportion usually

has a flattened or flared tip for finger placement,

and the clearance between handle and panel surface

can b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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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Key-operated

controls

a. Use Key-operated controls should be used when system

requirements dictate that the function being

controller should be secured against activation by

unauthorized personnel. If key-operated controls

cannot be justified in terms of security, they are

probably not necessary and should not be used.

Key-operated switches should not be used solely as

a means of shape coding.

b. Teeth: single

row

Keys with a single row of teeth should be inserted

into the lock with the teeth pointing up or forward.

c. Teeth: double

row

 If keys have teeth on both edges, they should fit the

lock with either side up or forward

d. On-off

orientation

Locks should be oriented so that the switch is OFF

(or SAFE) when the key is in the vertical position.

e. Key removal Operators should not normally be able to remove the

key from the lock unless the switch is turned to the

OFF or SAFE position.

f. Labeling Control positions should be labeled.

g. Key-operated

control

dimensions

The following dimensions should be used for key-

operated controls (see Exhibit 6.4-10).

(1) Displacement (A) (degrees)

Minimum 80°

Maximum 90°

(2) Height (H) (inches)

Minimum 0.5

Maximum 3.0

(3) Resistance (inch/pounds)

Minimum 1.0

Maximum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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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continuous

adjustment

rotary controls

To ensure precise control along a

continuous variable, continuous

adjustment rotary controls are

appropriate

a. Knobs Knobs for continuous adjustment controls should be

round in shape, with knurled or serrated edges.

b. Position

indication

When an indication of position is desirable, the

pointer configurations shown in Exhibit 6.4-11 may

be used. Where more accuracy is required, a line

should be engraved (and filled with contrasting

pigment) both on top and down the side of the

pointer, as shown on the know at the bottom of the

exhibit.

c. Dimensions (1) Fingertip grasp knob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dimensions:

(a) Height (inches)

Minimum 0.5

Maximum 1.0

(b) Diameter (inches)

Minimum 0.375

Maximum 4.0

(3) Thumb and forefinger encircled knob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dimensions:

Diameter (inches)

Minimum 1.0

Maximum 3.0

d. Torque Knob torque should be within the range of 4.5 to 6.0

inch/ou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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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continuous

adjustment

rotary controls

(Continued)

e. Continuous

adjustment

rotary controls

with knob skirts

If knob skirts are used, such controls should

conform to approximately the following dimensions.

See Exhibit 6.4-12.

(1) Skirt diameter (Ds): 2.0 inches.

(2) Skirt height (Hs): 0.25 inches

(3) (3) Finger stop diameter (Df): 1.25 inches

(4) Finger stop height (Hf) plus rotary knob height

(Hk): total 0.75 inches.

(5) Knob diameter (Dk): 0.75 i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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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ROTARY

SELECTOR

CONTROLS

a. SELECTION Rotary selector controls should be used when three

or more detented positions are required, and may be

used for two-detented position operation.

b. Positioning (1) To ensure proper positioning of a discrete rotary

control detents should be provided at each control

position.

(2) It should not be possible to position a control

between detented positions.

(3) A maximum of 24 positions should be used on a

rotary selector control.

(4)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placing a rotary

selector control in an unused position, stops should

be provided at the limits of the control range.

c. Readability To maximize readability, rotary control should have a

moving pointer and fixed position settings.

d. Position

indication

(1) Position indication should be provided. Desirable

alternatives are:

(a) Illuminated indicator lights,

(b) A line engraved both on the top of the knob and

down the side, or

(c) A pointer shape

(2) It should not be possible to confuse the position

of the knob in reference to position markers on the

panel. To minimize the problem of parallax, pointers

on knobs should be mounted close to the settings to

which th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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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ROTARY

SELECTOR

CONTROLS

(Continued)

e. Dimensions Recommended dimensions for rotary selector

switches are as follows (see Exhibit 6.4-13):

(1) Length (L) (inches0

Minimum 1.0

(2) Width (W) (inches)

Maximum 1.0

(3) Diameter (D) (inches)

Minimum 1.0

(4) Depth (H) (inches)

Minimum 0.625

(5) Resistance (inch/pounds)

Minimum 1.0

Maximum 6.0

f. Momentary-

contact rotary

selector controls

Knobs for spring-loaded momentary contact rotary

selector controls should be large enough to be easily

held against the spring torque, without fatigue, for as

long a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contro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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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

 Thumbwheels a. Visibility  to minimize error, thumbwheel readouts should be

visible from the thumbwheel operating position.

b. Coding  If the thumbwheel is used as an input device, the

OFF, zero, or normal position should be coded to

facilitate visual recognition of status.

c. Continuous

adjustment

thumbwheel

The dimensions of thumbwheel controls which permit

continuous adjustment (not stepped or detented)

should be as follows:

(1) At least 1 inch of the wheel should be exposed to

permit easy manipulation.

(2) Resistance should be between 3 and 6 ounces.

(3) If the thumbwheel has an OFF position, a detent

should be provided for feedback at that point.

d. Discrete

setting

(stepped)

thumbwheel

(1) Thumbwheel controls which have discrete setting

s should be detented between positions. The control

should snap into each position, and resist

intermediate or uncertain settings.

(2) Discrete thumbwheel control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see exhibit 6.4-14).

(a) Diameter (D) (inches)

Minimum 1.5

Maximum 2.5

(b) Trough distance (L) (inches)

Minimum 0.45

Maximum 0.75

(c) Width (W) (inches)

Minimum 0.1

(d) Depth (H) (inches)

Minimum 0.125

Maximum 0.5

(e) Resistance (ounces)

Minimum 6

Maximu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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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

 Slide switches a. Surface  The surface of slide switches should be serrated or

knurled.

b. Dimensions Slide switches should conform to approximately the

following dimensions. See Exhibit 6.4-15.

(4) Thickness (T): 0.25 inch.

(5) Length (L) : 1.0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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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Toggle

switches

a. Positioning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advertent activation

or setting between control positions, toggle switches

should have an elastic resistance that increases as

the control is moved and drops as the switch snaps

into position.

b. Feedback Toggle switches should emit an audible click, or

provide some other source of feedback on

activation.

c. Dimensions To ensure the most effective use, toggle switche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dimensions. See

Exhibit 6.4-16.

(1) Arm length (L), for use by one finger

(inches)Width (W) (inches)

Minimum 0.5

Maximum 2.0

(2) Tip diameter (D) (inches)

Minimum 0.125

Maximum 1.0

(3) Resistance (small switch) (ounces)

Minimum 10

Maximum 16

(4) Resistance (large switch) (ounces)

Minimum 10

Maximum 40

(5) Displacement (A), two position (degrees)

Minimum 30

Maximum 120

(6) Displacement (A), three position (degrees

between settings)

Minimum 18

Maximum 60

Optimu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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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

 Rocker

switches

For maximum ease of operation,

rocker switche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criteria:

a. Orientation Rocker switches should ordinarily be oriented

vertically.

(1) Activation of the upper part should control the ON

or INCREASE function.

(2) Horizontal orientation should be used only when

the location of the controlled function or equipment

requires it.

b. Indication of

Activation

(1) Activation should be indicated by a snap feel, an

audible click, or an integral light.

(2) In the ON position, the top of the switch should

be flush with the panel surface.

c. Resistance (1) Control resistance should gradually increase,

then drop to zero when the control snaps into

position.

(2) This resistance should preclude the switch being

placed between positions.

d. Inadvertent

activation

If it controls a critical function, the switch should be

protected by channel guards or other means to

prevent inadvertent activation.

e. Rocker switch

dimensions

For maximum effectiveness, rocker switche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dimensions (see Exhibit

6.4-17):

(1) Width (W) (inches)

Minimum 0.75

Maximum 1.5

(2) Resistance (ounces)

Minimum 10

Maximum 40

(3) Displacement, two-position switches (A)

(degrees)

Minimum 30

Maximum 120

(4) Displacement, three-position switches (A)

(degrees)

Minimum 18

Maximum 60

Optimu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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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Information to

be displayed

a. Task analysis Analysis of operator tasks in relation to system

engineering and system functional objectives is

recommended as the surest means of establishing

operator information requirements.

b.

Completeness

of information

Visual displays provided in the control room should

give operators all the information about system

status and parameter values that is needed to meet

task requirements in normal, abnormal, and

emergency situations.

c. Unnecessary

information

Efficient performance requires not only display of all

needed information but also avoiding the display of

extraneous information in the prime operating area.

d. Redundancy Redundancy in the presentation of information items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needed for backup

or to avoid excessive operator movement.

e. Demand

information

versus status

information

Demand information shows that equipment has been

commanded (by control setting or otherwise) to a

particular state or level. It shows only what is

demanded-not what is actually being realized.

Status information shows the state or level actually in

effect.

(1) To prevent operator confusion, it is essential that

displays be identified as to whether they reflect

demand or actual status.

(2) Visual display of actual system/equipment status

should be displayed for all important parameters.

f. Display failure When panel instruments, such as meters, fail or

become inoperative, the failure should be apparent

to the operator (e.g., through off-scale i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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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Usability of

displayed

values

Scales should be graduated and

numbered so that reading s are

related in a direct and practical

way to the operator's tasks.

a. Scale

selection

Scale unit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degree of

precision and accuracy needed by the operator.

b. Elimination of

operator

conversion

All displays should indicate values in a form

immediately usable by the operator without requiring

mental conversion.

c. Percentage

indication

Percentage indication may be used when the

parameter is meaningfully reflected by percentage

d. Scale range Scales should be selected to:

(1) Span the expected range of operational

parameters, or

(2) Employ appropriate scale ranging techniques, or

(3) Be supported by auxiliary wide-range

instruments.

e. Scale size Scale ranges may be expanded (or contracted) by

multiplying or dividing indicated scale values by

powers of ten. All such scales should be clearly

marked as to whether the indicated values should be

multiplied or divided, and the factor involved (e.g.,

10, 100, 1000).

f. Sensitivity Display dynamic sensitivity should be selected to

minimize the display of normal random variations in

equip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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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

 Readability a. Character

height

Character height should subtend a minimum visual

angle of 15 minutes, or 0.004 X viewing distance.

The preferred visual angle is 20 minutes, or 0.006 X

viewing distance.

b. Type style Exhibits 6.5-1 and 6.5-2 present two recommended

sets of characters. The recommendation is based on

satisfactory testing and use by the military services.

In general, character size and style should meet the

following:

(1) Type styles should be simple.

(2) Type styles should be consistent.

(3) Only upper-case letters should be used.

c. Contrast Highest contrast is provided by black and white.

(1) Visual displays should normally contain black

markings on a white background.

(2) The use of color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recommendations of Guideline 6.5.1.6. Color

combinations should be selected to provide good

contrast.

d. CHARACTER

DIMENSIONSAN

D SPACING

Recommended 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visual

display characters and spacing are as follows:

(1) Stroke-width-to-character-height ratios should

be between 1:6 and 1:8.

(2) Letter width-to-height ratios should be between

1:1 and 3:5

(3) Numeral width-to-height ratios should be 3:5.

(4) Minimum space between characters should be

one stroke width.

(5) Minimum space between words should be the

width of one character.

(6) Minimum space between lines should be one-

half the character height.

e. Characters

for CRT

presentation

Recommended character styles for CRT use are

presented in Section 6.7, Guideline 6.7.2.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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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PRINTING 0N

THE DISPLAY

FACE

Besides scale marking and scale

numbering, brief printed material is

often included on the display face.

The valid purposes justifying such

printing are: identification of the

parameter displayed, indication of

the units shown, and indication of

transformations required in reading

(such as multiply x 100).

a. PROVISION

OF NEEDED

MESSAGE

lf any of the above information categories are

required to use the display, the required message

must be provided close enough to the scale so that

the scale and the message are clearly associated in

the viewer’s mind. The message may be

communicated:

(1) by printing on the display face.

(2) By an appropriate label adjacent to the display.

b. Avoidance of

extraneous

items

Categories of information not needed in using the

display should be avoided (e.g., patent notices,

manufacturer’s trademark or address).

c. BREVITY To avoid distraction and interference with the needed

essential markings, messages should be written as

briefly as clarity permits.

d.

ABBREVIATION

S

Only standard and commonly accepted

abbreviations should be used.

e.

CONSISTENCY

WITH

PROCEDURES

The printed message should use the same terms as

the procedures in display identification, parameter

identification, and units displayed.

f. INDICATION

OF

TRANSFORMATI

ONS NEEDED

Where NECESSARY to multiply or divide the

displayed readings by powers of 10 to determine

quantitative value, the operation required and result

derived must be clearly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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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Scale marking Normally, a scale contains major,

intermediate, and minor

graduations differing in length as

shown in Exhibit 6.5-3.

a. Use of

graduations

Scales for quantitative reading should be provided

with graduations consistent with the progression of

their numerals

(1) No more than 9 graduations should separate

numerals.

(2) Major and minor graduations should be used if

there are up to four graduations between numerals.

(3) Major, intermediate, and minor graduations

should be used if there are five or more graduations

between numerals.

b. Graduation

height

Graduation heights as a function of viewing distance

should be as indicated in Exhibit 6.5-4.

c. Values

indicated by unit

graduations

Successive values indicated by unit graduations

should be one of those shown in Exhibit 6.5-5 or

those values multiplied by some power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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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Scale marking

(Continued)

d. Scale

compatibility

When two or more displays of the same parameter

(e.g., pressure, temperature) must be compared,

scales should be compatible in numerical

progression and scale organization. (See Exhibit

6.5-6.)

e. Linear vs.

logarithmic

scales

Logarithmic scales should be avoided unless needed

to display a large range of values.

f. Multiscale

indicators

Multiscale indicators (i.e., single pointer, multiple

scales) should be avoided unless they can be

justified as of operational benefit, and precautions

are taken to avoid operator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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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Color coding The use of color as a cording

medium in control rooms offers a

valuable means of providing

unambiguous, easily discriminable

information to the operator.

Among other applications, color

coding can aid in the perception of

warning signals, the identification

of functional relationships, and the

association of displays with related

controls. When used in a cording

system, color should always be

redundant with some other cu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a

particular color should also be

indicated on some other form,

e.g., location, orientation, alpha-

numerics, scale indications. Color

can be effectively applied in both

illuminated displays (e.g., mimics

on panel surfaces and color pads)

and in transilluminated displays

(e.g., signal lights and CRTs).

Color can be particularly useful as

a means for organizing information

and is especially effective as a

means for coding low probability or

very important events.

The benefits of color coding can

be realized only if color is not used

indiscriminately. Excessive use

may, in fact, provide interference to

All coding schemes must be must b

a.

REDUNDANCY

in al applications of color coding, color should

provide redundant information, that is, the pertinent

information should be available from some other cue

in addition to color.

b. NUMBER OF

COLORS

(1) The number of colors used for coding should be

kept to the minimum needed for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2) The number of colors used for coding should not

excee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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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coding

(Continued)

c. MEANING OF

COLORS

(1) The meaning attached to a particular color

should be narrowly defined.

(2) Red, green, and amber (yellow) should be

reserved for the following uses:

Red: unsafe, danger, immediate operator action

required, or an indication that a critical parameter is

out of tolerance.

Green: safe, no operator action required, or an

indication that a parameter is within tolerance.

Amber (yellow): hazard (potentially unsafe), caution,

attention required, or an indication that a marginal

value or parameter exists.

d.

CONSISTENCY

OF MEANING

(1) The meaning assigned to particular colors should

be consistent across all applications within the

control room.

(2) The meaning of a particular color should remain

the same whether applied to panel surfaces or

projected in signal lights or on CRTs.

(3) The meaning of a particular color should remain

the same both within and among the various

systems to which it is applied.

e. PRINCIPLES

OF COLOR

SELECTION

(1) The primary principle which should be applied in

selecting colors for coding purposes which do not

have the immediate safety implications of red,

green, and amber is to ensure that each color is

recognized as different from any other. Exhibit 6.5-7

lists 22 colors of maximum contrast. Each

successive color has been selected so that it will

contrast maximally with the color just preceding it

and satisfactorily with earlier colors in the list. The

first 9 colors have been selected so as to yield

satisfactory contrast for red-green-deficient as well

as color-normal observers. The remaining 13colors

are useful only for color-normal observers.

(2) Color selected for coding should contrast well

with the background on which they appear.

(3) Ambient lighting in the area in which color coding

is used will influence the apparent color of the coded

element (especially for surface colors). Each color

selected for coding should be evaluated under all

illumination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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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Directionality

of movement

and numbering

with fixed-

scale moving-

pointer meters

a. Circular

scales

Scale values should increase with clockwise

movement of the pointer as in Exhibit 6.5-8.

b. Vertical

straight scales

Scale values should increase with upward movement

of the pointer as in Exhibit 6.5-9.

c. Horizontal

straight scales

Scale values should increase with pointer movement

to the right as in Exhibit 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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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Pointers a. Pointer tip

form

(1) Pointer tips should be simple. Examples of

preferred and non-preferred types are given in

Exhibit 6.5-11.

(2) Pointer tips should be selected to minimize

concealment of scale graduation marks or numerals.

(See Exhibit 6.5-8).

b. Pointer

positioning

relative to scale

(1) Pointer tip should extend to within about 1/16

inch of (but not overlap) the smallest graduation

marks on the scale. (see Exhibits 6.5-8, -9, -10.)

(2) Pointers should be mounted to avoid parallax

errors.

c. Pointer

visibility

Pointer/background contrast and pointer size should

be adequate to permit rapid recognition of pointe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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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3

 Zone marking Zone marking should be used to

show the operational implications

of various readings such as

"Operating Range", "Upper Limits",

"Lower Limits", or "Danger Range".

Exhibit 6.5-12 shows an example

of good zone markings.

a. Zone

markings should

be conspicuous

and distinctively

different for

different zones.

b. Zone marking

should not

interfere with

reading of

quantitative

markings.

c. If color is

used for coding,

color should be

related to

meaning as

given in

Guideline

6 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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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Orientation of

markings on

fixed-scale

meters

To facilitate reading of meters and

prevent misreading, the orientation

of scale marking should be

consistent. The factors which are

significant here are the orientation

of numerals and of scale end-

points on dials.

a. Numeral

orientation

Individual numerals on any type of fixed scale should

be vertical (see Exhibit 6.5-13). This holds true for

circular as well as linear scales.

b. Zero-point

orientation

(1) Where pointer movement is more than 360(, the

zero point should be located at the 12 o'clock

position.

(2) Where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are displayed

around a zero or null position, the zero or null point

should be located at the 12 o'clock position.

c. End-point

indication on

partial-

revolution scales

(1) Where the scale covers less than a full rotation of

the pointer, scale end-points should be indicated by

a break in scale (see Exhibit 6.5-13).

(2) The bread should be at least one numbered

interval in length.

(3) The bread should be oriented at the 6 o'clock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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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Moving-scale

meters

Moving-scale fixed-pointer meters

are infrequently seen in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s. They

should be avoided in favor of the

more effective fixed-scale moving-

point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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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light

indicators

By definition, light indicators show

the existence of some state by the

glowing of a light. They are

transilluminated displays, although

this term is too broad to identify

them uniquely since it also covers

certain back-lighted meters. These

guidelines consider light indicators

under their two subsets of non-

legend light indicators (Guideline

6.5.3.2) and illuminated legend

indicators (Guideline 6.5.3.3).

Annunciators are a special class of

light indicators, treated in the

guidelines of Section 6.3.

Since the presence of a light is the

primary means by which light

indicators communicate a

message, it becomes essential

that the light signal be physically

reliable, that it be sensed

unambiguously by the operator,

and that it not be misinterpreted by

him.                 These

requirements hold for both classes

of light indicators.

a. Precautions

to assure

availability

(1) Dual-bulb or dual-filament light assemblies

should be used

(2) Bulb-test capability should be provided.

(3) Design should encourage immediate replacement

of burned-out bulbs by providing for rapid and

convenient bulb replacement with power on and

without hazard to personnel or equipment.

b. Precautions

to assure

unambiguous

sensing by

operators

Lights should not appear to be glowing when in fact

they are off, or vice versa. To that end, ambient light

sources should be selected, located, or controlled to

avoid reflections or refractions. (See Guideline

6.1.5.3)

c. Precautions

to avoid

misinterpretation

(1) System/equipment status should be inferred by

illuminated indicators, and never by the absence of

illumination.

(2) Provisions (design or procedural) should be

made to prevent interchanging indicator lenses.

d. Use as

alerting

indicators

Alerting the operators to unfavorable status should

be a function of the annunciator system and not

assigned to ligh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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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Design and

use of non-

legend light

indicators

Non-legend light indicators are

represented by conventional pilot

lights, bulls-eyes, and jewel lights.

Color may be provided by a tinted

cover glass or by a layer of colored

material inside the cover.

a. Identification

of meaning

(1) Where meaning is not apparent, labeling must be

provided close to the light indicator showing the

message intended by its glowing.

(2) The color of the light indicator when

transilluminated should conform to the general code

established for the control room. (See Guideline

6.5.1.6).

(3) The color of the light should be clearly

identifiable.

b. Light intensity  The illuminated indicator should be at least 10%

greater in light intensity than the surrounding panel

(as measured by a spot pho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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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Design and

use of legend

light

indicators.

A legend light indicator, or legend

light, is a transilluminated display

containing an inscription which is

highlighted when the light comes

on. In the control room, legend

light indicators are normally used

to show status, the legend being

worded t tell the status in effect

when the light is glowing. Legend

light indicators may be individually

placed or grouped together in

status-indicating matrices. As

examples of individual placement,

they may be positioned adjacent to

controls with legends indicating the

status of the control (e.g., ON or

OFF), or within mimics to show the

status of subsystems or flow lines.

Annunciator-tile assemblies are

illuminated legend indicators in a

general sense, but are not treated

in this guideline since they

represent a specialized application.

They are treated in Section 6.3 as

components of the annunciator

system. Legend pushbuttons can

similarly be considered legend light

indicators, but they are at the

same time controls, and are

treated specifically in Section 6.4,

Controls.

a. Visibility

factors

(1) Light intensity of the illuminated indicators should

be at least 10% greater than the surrounding panel

(as measured by a spot photometer).

(2) Legends should be legible under ambient

illumination with indictor lights off.

(3) Legend lettering should contrast well with

background under both ambient and transilluminated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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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Design and

use of legend

light

indicators.

(Continued)

b. Legend

design

(1) General legend design should be consistent

throughout the control room.

(2) Lettering should be simple, and should follow

Guideline 6.5.1.3 for style and size.

(3) Symbolic legends should be clear and

unambiguous to their meaning.

(4) Text should be short, concise, and

unambiguous.

(5) Legend messages should contain no more than

three lines of text.

(6) Nomenclature and abbreviations should be

standard, and consistent with usage throughout the

control room and in the procedures.

(7) Legends should be worded to tell the status

indicated by glowing of the light.

c.

Distinguishability

from legend

pushbuttons

Illuminated legend indicators should be readily

distinguishable from legend pushbuttons by form,

size, or other factors.

d. Color coding The color of the legend background under

transillumination should conform to the general color

code established for the control room. (See

Guideline 6.5.1.6.)

A-103



부록 A  NUREG-0700 평가항목

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5.4.1

 General

characteristics

of graphic

recorders

The graphic recorders used in

control rooms are of two types:

continuous and discrete.

Continuous recorders provide pen-

and-ink lines on the moving paper,

one pen being dedicated full time

to each channel which inputs to the

recorder. Discrete recorders time-

phase recording of a number of

input channels, plotting them in

sequence. Using a number-

stamping device, they plot on the

moving paper the instantaneous

parameter value and the number of

the channel which it represents.

Regardless of the type of recorder,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pply:

a. Quality of

expendable

materials

Pens, inks, and paper should be of a quality to

provide clear, distinct, and reliable marking. For

example, ink should not clog pens or smudge on the

paper.

b. Scale

compatibility

Scales printed on the recording paper should be the

same s the scales shown on the recorder.

c. Scale design Recorder scales should be numbered and marked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scale

graduation (Guideline 6.5.1.5), with number style

and dimensions according to Guidelines 6.5.1.3 and

6.5.1.4.

d. Paper takeup

and cutoff

A takeup spool should be provided to receive

completed recordings. On most instruments this is

provided as an inherent part of the design. Also,

means should be provided for tearing off completed

records for storage.

e. Availability of

expendables

Paper, ink, and other operator-maintained

expendables should be provided and accessible in

the control room.

f. Ease of

Routine

replenishment

Recorder design should permit quick and easy

replenishment of paper and ink.

g. Use As a general rule, recorders should be used to

record trend information and material which may be

needed for later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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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General

characteristics

of graphic

recorders

(Continued)

h. Placement of

recorders

 As devices which must be verified and attended by

the operator, graphic recorders should in principle be

located with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rather than

on back panels.

i. Paper-speed

adjustability

Not only should high paper aped option be provided

to run out records for detachment, but a selection of

lower speeds should be available to permit

adjustment of the time scale so that rate-of-change

information can be indicated.

j. Annotation It should be convenient to annotate recordings with

date and time markings, with paper speed if varied

from normal, with parameter identification, or with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k. Visibility Recorder design should ensure that all data will be

visible through the window of the recorder and not

require open-door operation to expos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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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Specific

recorder types

The following guidelines are

specific to continuous recorders

and discrete recorders. These

recorder characteristics are in

addition to those of Guideline

6.5.4.1.

a. Continuous

recorders

(1) Labeling – Labels should identify the parameters

recorded. With multiple-pen recorders, parameters

should be listed in the order of the associated scales

on the recorder.

(2) Ink colors – Each pen should use a different

colored ink to permit channel identification from line

color. Colors selected should be distinctly different

and should afford good contrast with the paper.

b. Discrete

recorders

(1) Channel overload – The recorder should not be

loaded beyond its designed channel capacity

because this adds complexity to the analysis and

prolongs sampling cycle time.

(2) Channel identification on instrument – Discrete

recorders should be equipped to display in an easily

viewed manner the channel being plotted. Viewing

from odd and inconvenient angles should not be

imposed.

(3) Channel identification on recording – Number-

printing mechanism should be designed and

maintained to provide clear, sharp, and small

numbering to avoid crowding of data and

consequent analysis problems.

(4) Channel selection capability – Provision should

be made to select any single channel for immediate

display without awaiting completion of a sampli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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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Drum-type

counters

Counter-type presentation of

information is useful when there is

a need for quick, precise reading

of quantitative value and trend

information is not needed.

a. Numerical

presentation

factors

(1) Orientation - Multi-digit numbers formed by

several counter drums should be read horizontally

from left to right (see Exhibit 6.5-14).

(2) Width-height ratio - To compensate for the

distortion imposed by the curved surface of the

drum, counter numerals should reflect a width-height

ratio of 1:1, not 3:5 as recommended for numerals

of other displays.

(3) Grouping of numerals - If more than four digits

are required, they should be grouped and the

grouping separated as appropriate by commas, by a

decimal point, or by additional space (see Exhibit

6.5-15).

(4) Contrast - The color of the numerals and of the

background should be chosen to yield high contrast.

Black numerals on white drum surface is

recommended.

(5) Drum finish - The surface of the drums and

surrounding areas should have a matte finish to

minimize glare.

b. Mounting (1) Drum-type counters are clearly readable only

within a viewing angle that is more restrictive than for

most displays. Accordingly, they should be mounted

perpendicular to the operator's line of sight.

(2) Counters should be mounted as close as

possible to the panel surface to minimize shadows

and maximize viewing angle.

(3) The window should be sized to allow no more

than one digit per drum to appear in the window at

any one time.

c. Drum

movement

(1) Numbers should change by snap action rather

than through continuous movement.

(2) The counter drums should move upward with

increasing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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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Electronic

counters

Electronic counters using “ Nixie”

tubes, light emitting diodes (LEDs),

or other electroluminescent devices

may be preferred over mechanical

counters in many control room

applications.

a. Numerical

presentation

factors

A. Orientation – Multi-digit counters should be

oriented to read horizontally from left to right.

B. Character style – Simple character fonts should

be used. Styles using variable stroke widths, slanted

characters, etc. should be avoided.

C. Numeral height – Numerals should be of such a

height as to subtend a visual angle of 15 minutes

from the farthest anticipated viewing distance.

D. Width-to-height ratio – Width-to-weight ratio of

numerals should be approximately 3:5.

E. Spacing – Horizontal spacing between numerals

should be between one-quarter and one-half the

numeral width.

b. Rate of

change

Numerals should not follow each other faster than

two per second when the operator is expected to

read the numerals consecutively.

c. Contrast Character-to-background contrast ratio should be

between 15:1 minimum and 20:1 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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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Need for

labeling

Controls, displays, and other

equipment items that must be

located, identified, or manipulated

should be appropriately and clearly

labeled to permit rapid and

accurate huma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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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Hierarchical

scheme

To reduce confusion, operator

search time, and redundancy, a

hierarchical labeling scheme

should be used. (See Exhibit 6.6-

1).

a. Ranking (1) Major labels should be used to identify major

systems or operator work stations.

(2) Subordinate labels should be used to identify

subsystems or functional groups.

(3) Component labels should be used to identify

each discrete panel or console element.

(4) Labels should not repeat information contained in

higher-level labels.

b. Letter

gradations

Labels should be graduated in letter size such that:

(1) System/work station labels are about 25% larger

than

(2) Subsystem/functional group labels which are

about 25% larger than

(3) Component labels which are about 25% larger

than

(4) Control position ident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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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Placement a. Normal

placement

Labels should be placed above the panel element(s)

they describe.

b. Panel

labeling

The placement of labels on control panels should

conform to the guidance shown in Exhibit 6.6-1.

c. Visibility

enhancement

Labels for elements located above eye level should

be positioned to ensure label visibility.

d. Proximity Labels should be placed close to the panel element.

See Exhibit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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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ment

(Continued)

e. Labels on

controls

Labels should not appear on the control itself when

an adjustment or manipulation is required that

causes the operator’s hand to obscure the label for

an extended time period.

f. Adjacent

labels

Adjacent labels should be separated by sufficient

space so that they are not read as one continuous

label. See Exhibits 6.6-3 and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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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Mounting a. Integrity Labels should be mounted in such a way as to

preclude accidental removal.

b. Surface Labels should be mounted on a fla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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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

 Spatial

orientation

Improperly oriented labels can lead

to confusion and cause delays in

location and identification of

important controls and/or displays.

a. Horizontal

orientation

(1) Labels should be oriented horizontally so that

they may be read quickly and easily from left to

right.

(2) Although not normally recommended, vertical

orientation may be used only where space is limited.

b. Curved

patterns

Curved patterns of labeling should be avoided. See

Exhibit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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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

 Visibility a. Other

information

sources

Labels should not cover any other information

source. They should not detract from or obscure

figures or scales which must be read by the

operator.

b. Concealment Labels should not be covered or obscured by other

units in the equipment assembly.

c. Controls Labels should be visible to the operator during

control actuation.

d. Clea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hould be in place for the

periodic cleaning of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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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

 Kinds of

information

a. Primary

function

Labels should describe the function of equipment

items.

b. Secondary

function

If needed for clarity, engineering characteristics or

nomenclature may also b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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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Word

selection

a. Intended

action

The words employed in the label should express

exactly what action is intended.

b. Clarity Instructions should be clear.

c. Direct Instructions should be direct.

d. Meaning Words should be used that have a commonly

accepted meaning for all intended users.

e. Technical

terms

Unusual technical terms should be avoided.

f. Spelling Words should be correctly sp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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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Consistency a.

Administrative

control

A list of standard names, acronyms, abbreviations,

and part/system numbers should be in place and

administratively controlled.

b. Internal

consistency

 Labels should be consistent within and across

pieces of equipment in their use of words,

acronyms, abbreviations, and part/system numbers.

See Exhibit 6.6-6.

c. Consistency

with procedures

There should be no mismatch between nomenclature

used in procedures and that printed on the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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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Symbols a. Meaning Abstract symbols should be used only if they have a

commonly accepted meaning for all intended users

(e.g., %).

b.

Distinguishability

Symbols should be unique and distinguishable from

each other.

c. Standard A commonly accepted standard configuration should

be used

d. Consistency Symbols should be consistently used within and

across panels.

e. Roman

numerals

use of Roman numerals should be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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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

 Functional

groups

a. Functional

relationship

Labels should be used to identify functionally

grouped controls or displays.

b. Location Labels should be located above the functional

groups they iden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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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 
 Control

position

labeling

a. Position All discrete functional control positions should be

identified.

b. Direction Direction of motion (increase, decrease) should be

identified for continuous motion rotary controls.

c. Visibility Control position information should be visible to the

operator during operation of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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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

 Access

opening,

danger,

warning, and

safety

instruction

labeling

a. Access

opening labels

Each access opening used by control room

operators should be labeled to identify the function

of items accessible through it.

b. Danger,

warning, and

safety

instruction

labels

All danger, warning, and safety instruction label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safe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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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

 Readability The speed and accuracy of human

performance in identifying

controls/displays is influenced by

the style and size of characters

used for label lettering.

a. Character

height

(1) Character height should subtend a visual angle of

15 minutes as a minimum, or 0.004  * viewing

distance. A visual angle of 20 minutes, or 0.006 *

viewing distance, is preferred.

(2) Letter height should be identical for all labels

within the same hierarchical level, based on the

maximum viewing distance.

b. Contrast (1) To ensure adequate contrast and prevent loss of

readability because of dirt, dark characters should

be provided on a light background.

(2) If colored print is used for coding purposes, it

should conform to the established color coding

scheme for the control room. (See Guideline

6.5.1.6.) Colors should be chosen for maximum

contrast against the label background. Exhibit 6.6-9

sates various color combinations in terms of relative

le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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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Style Recommended character styles are

shown in Exhibits 6.5-1 and 6.5-

2.

a. Character

selection

(1) Labels should be prepared in capital letters.

(2) The design of letters and numerals should be

simple and without flourishes or serifs.

b. Character

width

(1) Letter with-to-height ratio should be between 1:1

and 3:5.

(2) Numeral with-to-height ratio should be 3:5

except for the numeral “4” which should be one

stroke width wider and the numeral “1” which should

be one stroke in width.

c. Stroke width Stroke width-to-character height ratio should be

between 1:6 and 1:8.

d. Spacing (1) The minimum space between characters should

be one stroke width.

(2) The minimum space between words should be

one character width.

(3) The minimum space between lines should be

one-half of the characte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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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

 Use When necessary to identyfy out of

service dquipment; accommodate

unique, one-time plant activities;

or to improve operator

umderstanding and efficiency,

temporaru labels may be used until

permanent labels are available or

until the tempirary label is no

longer necessary.

a. Necessity Temporary labels should be used only when

necessary.

b. Human

factors

practices

Temporary labels should conform to food human

engineering principles.

c. Visibility Temporary labels should not obscure prior

permanent labels unless the old label is to be

replaced.

d. Identification Tag-out labels should clearly identify out-of-service

components and equipment.

e. Mounting Tag-outs should be securely affixed.

f. Obscuration Tag-outs should not obscure the label associated

with the non-operable device.

g. Activation Tag-outs should be designed to physically prevent

actuation of a control.

h. Adjacent

devices

Tag-outs should not obscure any adjacent devices

or their associated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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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

 Control b.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use of temporary labels should be

administratively controlled.

c. Review

procedures

A review procedure should be in place that will result

in a determination of :

(1) When temporary labels are needed;

(2) How they will be used;

(3) Their content (given human engineering

requirements);

(4) Their installation;’

(5) The impact of their use on other system

equipment (e.g., annunciators, mimics);

(6) Documentation requirements;

(7) Re-training requirements;

(8) Their periodic review; and their removal

c. symbols (1) Graphic symbols should be readily understood

and commonly used.

(2) Symbols should be used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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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

 Need for

Location aids

Operator performance can be

enhanced through the use of

location aids such as demarcation,

color, and mi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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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

 Demarcation a. Use Lines of demarcation can be used to:

(1) Enclose functionally related displays.

(2) Enclose functionally related controls.

(3) Group related controls and displays.

b. Contrast Lines of demarcation should be visually distinctive

from the panel background.

c. Permanence Lines of demarcation should be permanently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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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

 Color Color should be dedicate to

specific functions or conditions

throughout the control room in

order for the code to elicit the

expected operator response. The

color coding scheme should be

used consistently throughout the

control room. Refer to Guideline

6.5.1.6. for specific

recommendations on the use o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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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

 Use of mimics Mimics integrate system

components into functionally

oriented diagrams that reflect

component relationships. Properly

designed mimics should decrease

the operator’s decisionmaking

load.

a. Color (1) Flow paths should be color coded. Colors should

be selected in conformance with Guideline 6.5.1.6.

(2) The mimic colors should be discriminably

different from each other.

(3) There should be adequate contrast between the

mimic colors and the panel.

(4) Mimic lines depicting flow of the same contents

(e.g., steam, water, electricity)

(5) No more than 4 mimic lines of the same color

should run in parallel if the operator must quickly

identify any one of the lines.

b. Mimic lines (1) Differential line widths may be used to code flow

paths (e.g., significance, volume, level).

(2) Overlapping of mimic lines should be avoided.

(3) Flow directions should be clearly indicated by

distinctive arrowheads.

(4) All mimic origin points should be labeled or begin

at labeled components.

(5) All mimic destination or terminal points should be

labeled or end at labeled components.

(6) Component representations on mimic lines

should b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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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Software

security

Access to the process computer

software and data base from the

control room should be closely

controlled. Computer systems are

taking on increasing importance

not only for automated plant

operation, but for monitoring and

presenting plant status and alarm

information to operators, and

implementing many of their plant

control responses.

Faulty and erroneous information in

the data base, whether by

omission or commission, can have

severe consequences for both

safety and availability.

a. Authorization The system should include positive protection

provisions to ensure that only properly authorized

personnel can make changes (by entry, deletion, or

alteration).

b. Secure

storage

At least one copy of the current operating software

should be stored in a secure remote location.

c. Editing When characters, words, or phrases are to be

inserted, such items should first be collected and

displayed on a buffer area of the screen, and then

collectively inserted by one operator command.

d.

Acknowledgeme

nt

Before any operator requests are processed that

would result in permanent changes to existing data,

the computer system should require operator

acknowle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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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Operator/com

puter dialogue

Users of computer systems

interact most success fully with the

system through the use of

"dialogue" which both the person

and the computer can understand.

This dialogue is usually called

"command language". Selection of

a command language can depend

on many factors including the type

of computer system, the expertise

of the user, the frequency of

interaction, the type of interaction,

etc. The following guidelines

should be considered.

a. Language

characteristics

(1) Dialogue should be based on the operator's point

of view, not the programmer's.

(2) Dialogue should be logical.

(3) Dialogue should be used in a consistent manner.

(4) Dialogue should reflect the vocabulary and syntax

of the expected user population.

(5) Input words (e.g., keywords) should approximate

real words.

(6) Dialogue should require an explicit command in

order to terminate an interaction.

b. Entry length Individual input words which must be typed should

not exceed 7 characters.

c. Abbreviations (1) Abbreviations should be used whenever possible

to minimize operator input requirements.

(2) If the operator is using a synonym or abbreviation

for a system command name, the computer system

should use the same synonym or abbreviation when

referring to that command in messages, prompts,

etc. to the operator.

(3) The use of abbreviations or contractions for

output text should be avoided.

d. Error

avoidance

Operator inputs, responses, or actions which could

significantly degrade computer system or plant

performance should not be dependent on a single

key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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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Prompting

and structuring

The ability of operators to interact

successfully with the computer

system can be aided significantly

by attention to structuring of input

and output information and by

providing prompts to orient and

guide the user.

a. Operator

requests

The computer system should contain prompting and

structuring features by which an operator can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b. Correction of

data

The computer system should contain prompting and

structuring features by which an operator can request

corrected information when an error is detected.

c. Mode/file

display

The computer system should display the mode

designation and the file(s) being processed.

d. Specific error

correction

The computer system should permit correction of

individual errors without requiring re-entry of correctly

entered data.

e. Entry file The computer system should permit contain an

sequential file of operator entries, available upon

operator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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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Data entry-

Keyboards

Any computer system which is

interactive must include a means

for users to make inputs to the

system, whether for indicating

responses to displayed choices,

adding information to the data

base, or requesting additional

information. In power plant

process computer systems, the

most common method for

operator input is a keyboard, either

used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data entry devices.

Since the keyboard is the channel

through which the operator

communicates to the computer, it

should be configured to support

the operator without imposing upon

the task to be performed.

a. Alpha-

numeric

keyboard

arrangement

Keyboards that combine alphabetic and numeric

functions in a single keyboard should conform to the

standard “QWERTY” arrangement. See Exhibit 6.7-

1.

b. Numeric

keyboard

arrangement

The configuration of keyboard used to enter solely

numeric data should be a 3X3+1 matrix, either

“telephone” style or “calculator” style. See exhibit

6.7-2.

c. Use of

multiple

keyboards

If there is more than one computer system keyboard

in a control room the alpha-numeric and/or

numeric-only key configuration should be the same

in al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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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entry-

Keyboards

(Continued)

d. Key

measurement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keyboards, key

dimensions and separation should be as illustrated

(see exhibit 6.7.3).

e. Key

displacement

and resistance

To provide positive key movement feedback to the

operator, and to reduce inadvertent activation of

keys,

(3) Key displacement should be as shown in Exhibit

6.7-4,

(4) Key Resistance should be as shown in Exhibit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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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Data entry-

Keyboards

(Continued)

f. Positive

indication

To provide positive key actuation feedback to the

operator, a definite indication should be provided

(e.g., snap, feel, audible click, release of

resistance).

g. Keyboard

slope

Keyboards should have a slope between 15° and 25°

from the horizontal (see Exhibit 6.7-5).

h. Visual

feedback

Data being entered via keyboards should be

displayed as it is keyed.

i. Relevant keys The presence of nonrelevant keys, such as might be

used by programmer personnel, adds to keyboard

complexity and induces operator errors. Control

room keyboards should contain only  those keys

which are used by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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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Computer

function

controls

Most computer systems utilize,

either in addition to or instead of

alpha-numeric keyboards, a

variety of controls which are

dedicated to certain computer

functions, operator responses or

choices, CRT parameters, etc.

Function controls may encompass

a wide variety of control types,

from selector switches to

dedicated “typewriter” keys. When

computer function controls are

utilized, the following guide-lines

should be observed.

a. Control

design

When dedicated controls are used for selection of

computer or display functions or modes, the design

of the controls should conform to the appropriate

guidelines specified in Section 6.4, Controls.

b. Labeling and

nomenclature

Terms, nomenclature, and abbreviations used on

function controls should be the same as or

consistent with the terms, nomenclature, and

abbreviations of the computer function which is

selected or displayed

c. Master

control

When CRTs are subject to operation by centrally

located master controls, a positive indication should

be provided:

(1) At the master-control location to identify those

displays under local or master control.

(2) At the individual CRT to indicate whether the

display is under master or local control.

d. Function

controls

(1) When dedicated controls are used to

initiate/activate functions, the keys should be

grouped together.

(2) Function controls should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other types of keys on the computer console.

(3) When dedicated controls are used to

initiate/activate functions, the keys should be

grouped together.

(4) Function controls should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other types of keys on the computer console.

(5) Each function control should be clearly labeled to

indicate its function to the operator.

(6) If multiple computer consoles exist in the control

room, the design and layout of the function controls

should be consistent for all consoles.

(7) When function keys are included with an alpha-

numeric keyboard, the function keys should be

physically separate. (Avoid multiple-mode keyboards

which utilize the same keys for both alpha-numerics

and functions by using “shift” keys or mode

selection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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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Other control

devices

Many other types of control, input,

and response devices and

techniques are available to permit

interaction between an operator

and a computer system. These

include light pens, selector pens,

RAND tablets, digitizers, and even

voice-interactive systems.

a. Location The control devices should be operable from the

location where the operator is most likely to need to

interact with the computer (e.g., keyboard, computer

console, display screen).

b. Speed The control device should provide rapid positioning

of cursors or selection of choices.

c. Accuracy Device or method accuracy sh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functions to be served.

d. Displacement Control design should allow the operator freedom of

movement to perform ot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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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Computer

response time

to operator

queries

Timely response to operator inputs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reduction of operator errors, as

well as for achievement of operator

acceptance of the computer

system. Undue delays in

responding to operator inputs may

lead the operator to assume that

the input was not accepted, or that

the input was made incorrectly, or

that something is wrong with the

computer. Responses to an input

or request within 1 to 3 seconds

will generally maintain the operator’

s attention and thus reduce

operator error.

The nature of the query, the

complexity of the programmed

response logic, and the speed of

the computer are determinants of

response time.

a. Maximum

response times

The computer system should provide the correct

response to each type of query within the

recommended response times listed in Exhibit 6.7-

6.

b. Response

delay messages

When response time for any query exceeds 3

seconds, a delay message should be presented to

maintain the operator’s attention and to confirm

normal computer operation. (See also Guideline

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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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Access aids As a rule, control room operators

lack the in-depth computer training

and experience of computer

system engineers and

programmers. While some

operators become very proficient

users of the computer system,

their expertise is usually focused on

the portions of the system with

which they interface most

frequently over and extended

period. In addition, their attention

is more likely to be directed toward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ing

of plant systems than to that of the

computer. This guideline

addresses provisions for bridging

the gaps in the control room

operator's knowledge and

experience regarding the effective

use of the computer.

a. Computer

system

procedures

(1) A complete set of computer system operating

procedures and contingency procedures should be

available in the control room.

(2)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ntrol room operator.

(3) Procedures should be in hard-copy form as a

minimum.

(4) Operating procedures should describe:

(a) The overall computer system.

(b) The computer system components with which the

operator can interface.

(c) The specific procedures necessary to accomplish

all of the operator computer interface functions.

(5) Contingency procedures should describe:

(a) Indications available to the operator which

identify failure or malfunctioning of the computer

systems.

(b) Necessary actions to be performed by the

operator if the computer fails or malfunctions.

b. Data point

indices

(1) The specific codes, or addresses, by which data

displays can be called up by an operator should be

cross-indexed by:

(a) Alpha-numeric or numeric code

(b) Program name

(c) System/subsystem identification

(d) Functional group identification.

(2) Cross-indices should be available in the control

room in hard-copy form as a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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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CRT display

characteristics

In the majority of process

computer systems, one or more

CRT displays (video displays)

comprise the principal interface

between computer output and

control room operators. (The other

interface is the printed record; see

Section 6.7.3.) It is, therefore,

importan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play device promote

transfer of computer output to the

operator. The quality of the

displayed image must be

consistent with operator needs.

a. Readability Alpha-numeric and graphic characters should be

easily readable by the operator under all control

room lighting conditions.

b. Reflected

glare

CRT screens should be installed to minimize or

eliminate reflected glare at normal operator viewing

angles.

c. Screen

luminance

(1) Ambient illumination should contribute no more

than 25% to screen luminance through diffuse

reflection and phosphor excitation.

(2) When ambient illumination in the vicinity of the

CRT id in the medium to high range(see Guideline

6.1.5.3), the CRT should use dark characters and

symbols on a light background.

(3) When the CRT uses dark characters on a light

background, the screen background luminance

should be 23 foot-Lamberts(ft-L) minimum and 46

ft-L preferred.

(4) When the CRT uses light characters on a dark

background, the character luminance should be 23

ft-L minimum and 46 ft-L preferred.

d. Luminance

contrast

(1) Contrast between light characters and a dark

screen background should be 15:1 minimum and

20:1 preferred.

(2) Contrast between dark characters and a light

screen background should be 1:15 minimum and

1:20 preferred.

e. Geometric

distortion

The cumulative effects of all geometric distortion

should not displace any point within the viewable

area of the screen from its correct position by more

than 5% of pictur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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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T display

characteristics

(Continued)

f. Resolution Discrimination of fine detail i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scan lines or addressable points

(“resolution elements”) per unit length.

(1) CRTs for displaying simple alpha-numeric text

should have a minimum of 20 resolution elements

per inch.

(2) CRTs for displaying complex symbols and

graphic detail should have a minimum of 100

resolution elements per inch.

(3) Complex symbols which must be distinguished

from other complex shapes should have a minimum

of 10 resolution elements for the longest dimension

of the symbol.

(4) Alpha-numeric characters should have a

minimum of 10 resolution elements per character

height.

g. Regeneration

rate

The regeneration rate for a particular CRT display

should be above the critical frequency at fusion so

that the occurrence of disturbing flicker is not

perceptible.

h. CRT display

controls

(1) Parameters such as luminance (brightness),

contrast, and color should be adjustable by the

control room operator.

(2) Adjustment controls should conform to the

appropriate guidelines in Section 6.4, Controls, and

Section 6.9, Control-Displa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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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Symbols and

characters

The dimensional factors of data

displayed on a CRT take on greater

significance because of the

movement of operators from one

benchboard position to another in

a control room. Distance from the

operator to the screen is,

therefore, variable, and must be

taken into account during control

room layout (in general) and CRT

design (in particular). As an

operator’s distance from the CRT

increases, the perceived

dimensions of CRT characters,

symbols, spacing, etc. decreases

proportionately because of a

reduction of the “visual angle” (see

Exhibit 6.7-7). This is the vertical

angle subtended at the eye by a

viewed object, symbol, or

character, usually expressed in

minutes of arc. For visual angles

less than 600 minutes, this

relationship is shown by:

 α =  (57.3)(60)L

         D

Where “L” is measured

perpendicular to the line of sight.

Under optimum conditions

(illumination, contrast, etc.) the

human eye can identify characters

of the alphabet at visual angles of

5 minutes of arc (defining 20:20

vision). Since presentations on

CRT displays in an operational envir

a. Symbol size When a displayed symbol of complex shape is too

be distinguished from another symbol shape that is

also complex, the visual angle of the symbol should

subtend not less than 20 minutes of arc at the

required viewing distance.

b. Alpha-

numeric

character size

(1) The height of alpha-numeric characters should

have a visual angle of not less than 12 minutes of

arc at the required viewing distance.

(2) Alpha-numeric characters should be uppercase

letters.

c. Character

width-to-height

ratio

The width-to-character-height ratio for alpha-

numerics should be between 3:5 an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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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s and

characters

(Continued)

d. Stroke-

width-to-

character-

height ratio

Stroke-width-to-character-height ratio should be

between 1:5 and 1:10.

e. Graphics A graphic line will appear continuous if the

separation between addressable points, or resolution

elements, is less than one minute of arc. To provide

the illusion of continuity, graphic lines should contain

a minimum of 50 resolution elements per inch.

f. Character and

symbol

separation

(1) Horizontal separation between characters or

symbols should be between 10% and 65% of

character or symbol height.

(2) Separation should be not less than 25% of

character or symbol height when any of the following

degraded conditions exists:

(a) When character or symbol width is less than 85%

of height;

(b) When character or symbol luminance is less than

12 ft-L;

(c) When luminance contrast is less than 88%;

(d) When CRT screen location is greater than 35° to

the left or right of the operator’s straight-ahead line

of sight;

(e) When the visual angle subtended by symbol

height is less than 15 minutes of arc;

(f) When the visual angle subtended by character

height is less than 12 minutes of arc.

g. Character

style (Font)

(1) Simple character fonts should be used, with no

serifs, variable stroke widths, slanting, etc.

(2) When dot-matrix characters are used, 7X9 dot-

matrix should be used in preference to 5X7 dot-

matrix.

(3) Character styles such as Lincoln/Mitre or Leroy

should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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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Operator-

display

relationship

The use of CRT displays in power

plant control rooms generally falls

in three categories: (a) the CRT is

mounted in a desk-type console at

which the operator is seated; (b)

the CRT is mounted in a vertical

panel above a benchboard, with

the operator having some lateral

freedom of movement at the work

station; (c) the CRT is mounted on

a stand, or perhaps on a desktop,

with some capability for rotating or

moving it to suit the needs of a

variety of users. The guidance in

this subsection deals with those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regardless of type of installation,

as well as the parameters which

are dependent on the type of

installation and the nature of the

physical relationship between CRT

and operator.

a. Viewing

distance

Viewing distance should be greater than 18 i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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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relationship

(Continued)

b. Viewing angle The minimum angle between the operator’s actual

line-of-sight(LOS) as measured from the operator’s

normal work station, and the [lane of the display

screen should be 45° or greater in either the

horizontal or vertical direction. See Exhibits 6.7-8

and 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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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relationship

(Continued)

c. Screen

location seated

operators

(1) CRT displays which require frequent or

continuous monitoring, or which may display

important (e.g., alarm) information, should be

located within the following limits as measured from

the normal operator work station (see Exhibit 6.7-9):

(a) Horizontal limits- Not more than 35° to the left or

right of the operator’s straight-ahead LOS.

(b) Vertical limits- Not more than 20° above and 40°

below the operator’s horizontal LOS.

(2) CRT displays which do not require frequent or

continuous monitoring, and which will not display

important (e.g., alarm) information, should be

located within the following limits (as measured from

normal operator head and eye rotator-see

Exhibit6.7-10):

(a) Horizontal limits- Not more than 95° to the left or

right of the operator’s straight-ahead LOS.

(b) Vertical limits- Not more than 70° above and 90°

below the operator’s horizontal LOS.

d. Screen

location,

standing

operators

(1) CRT displays which require frequent or

continuous monitoring, or which may display

important (e.g., alarm0 information, should be

located within the following limits as measured from

the normal operator work station:

(a) Horizontal limits- Not more than 35° to the left or

right of the operator’s straight-ahead LOS.

(b) Vertical limits- Not more than 35° above and 25°

below the operator’s horizontal LOS.

(2) CRT displays which do not require frequent or

continuous monitoring, and which will not display

important (e.g., alarm) information, should be

located within the following limits (as measured from

normal operator work stations which permit full

operator head and eye rotation):

(a) Horizontal limits- Not more than 95° to the left or

right of the operator’s straight-ahead LOS.

(b) Vertical limits- Not more than 85° above and 90°

below the operator’s horizontal LOS.

e. Mounting in

consoles

When CRTs are permanently mounted in consoles,

the console configuration, dimensions, and type of

use (such as seated, sit-stand, or standing) affects

the CRT/operator interface. Consoles in which CRTs

are installed should conform to the guidelines of

Section 6.1.2.

f. Visibility of

data

All data and messages on the CRT screen should be

within the unobstructed view of an operator at the

normal work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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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Data

presentation

format

The format used in presenting data

to operators is an important factor

in preventing reading and selection

errors, and reducing search time.

a. Usability of

data

(1) Data should be presented to the operator in a

readily usable format.

(2) There should be no requirement for transposing,

computing, interpolating, or mentally translating

displayed data into other units or numerical bases.

b. Illustrations Illustrations should be used whenever possible to

supplement or explain text.

c. Character

grouping

(1) When 5 or more digits and/or non-text alpha-

numerics are displayed, and no natural (i.e.,

population stereotyped) organization exists,

characters should be grouped in blocks of 3 to 4

characters each.

(2) Groups should be separated by a minimum of 1

blank character space.

d. Maintenance

of ordering

Elements in a data field should be displayed in

logical order 9e.g., chronological).

e. Presentations

of identical data

(1) The manner of presentation of identical data

should be based on the uses to which the data will

be put by the operator.

(2) Within the limits of (1) above, identical data in

different presentations should be displayed in a

consistent, standardized manner.

f. Menu

designators

(1) Numbers should be used as designators when

listing selectable items.

(2) Numerical designators should start with the

number “1” (not zero).

(3) If the use of numbers as designators would

create confusion because of other numbers which

make up the item to be designated, alphabetic

characters should be used.

(4) When used, alphabetic designators should start

with the letter “A”.

g. Lists (1) Lists should be vertically aligned and left-

justified.

(2) Indentation should be used for sub-

class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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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format

(Continued)

h. Tables and

graphs

Quantitative data which must be scanned and

compared should be presented in either tabular or

graphic form.

i. Hyphenation The use of hyphenation should be minimized.

j. Alignment (1) When presented in tabular form, alpha-numeric

data should be left-justified.

(2) When presented in tabular form, numeric data

should be right-justified with decimal points aligned.

k. Periods Periods should be placed after item selection

designators and at the end of a sentence.

l. Standardized

fields

(1) Telephone Number: (914)555-1212

(2) Time: HH:MM:SS, HH:MM, MM:SS(.S)

(3) Date: MM:DD:YY, MM/DD/YY.

m. Data group

labeling

(1) Each individual data group or message should

have a descriptive title.

(2) Labels should reflect som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content of the data group or message.

n. Label

placement

Labels should be located in a consistent manner

either above or to the left of the data group or

message they describe.

o. Label

orientation

Labels should be oriented horizontally.

p. Label

highlighting

(1) Labels should be highlighted or otherwise

accentuated to facilitate operator scanning and

recognition.

(2) The technique used to highlight labels should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that used to highlight

emergency or critical message.

q. Option labels When technique used to highlight labels should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that used to highlight

emergency or critical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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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Screen layout

and structuring

Screen layouts and structuring of

data presented on CRTs should

minimize operator scanning and

reading requirements, and

minimize the probability of operator

error.

a. Organization

of data

(1) Displayed data should be organized in a logical,

consistent manner.

(2) Displayed data should reflect some obvious and

inherent quality of the data groups (e.g.,

hierarchical, sequential, or mimic relationships).

b. Location of

data groups

Physical location of specific data groups (e.g.,

alarms, menus) on the screen should be consistent.

c. Demarcation

of data

subgroups

Organization and separation of information

subgroups should be made apparent to the operator

through the use of blank spaces, lines, or some

other form of visible demarcation.

d. Use

frequency

ranking

Lists of options should be organized according to

the operator through the use of blank spaces, lines,

or some other form of visible demarcation.

e. Alpha

numeric ranking

Non-option lists of equal-probability options should

be presented in alphabetical or numerical order.

f. Separation of

paragraphs

Paragraphs in continuous text should be separated

by at least one blank line.

g. Selection

designators

Selection designators in menus should be separated

from text descriptors by at least one blank space.

h. Page

designation

When data are contained on multiple pages, each

page should display both page number and total

number of pages.

i. Continuous

numbering

Items contained in a numbered list and described on

“continue” pages should be numbered relative to the

first number on the first page of the list.

j. Placement of

instructions

When directions to the operator accompany a list of

options, such directions should precede presentation

of th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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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ructuring

(Continued)

k. Urgent

messages

(1) Urgent messages requiring immediate operator

response should be highlighted to attract the

operator’s attention.

(2) Urgent messages should always be displayed in

the same location.

l. Use of cursor In systems in which selection is made by use of a

cursor, formats should be organized to minimize

positioning movements of the cursor.

m. Screen

loading

The amount of information-bearing activated screen

area should nor exceed 25% of the total screen

area. This does not include demarcation lines used

to separate groups of data.

n. Trent plot

scales

CRT displayed trend plot scal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intended functional use of the data. (For

example, the monitoring of neutron flux at reactor

trip may have a variable scale of 0% to 100% of the

design value and a time scale resolution of seconds.

However, post-trip monitoring may have a variable

scale of 0% to 10% with a time scale resolution of

minutes. Finally, operational log data of neutron flux

may have a time scale resolution of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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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Messages Messages are of 3 types:

· Prompts. Used to provide

directions to the operator for

initiating and/or completing an

action involving the computer

system.

· Error messages. Used to inform

the operator of invalid or incorrect

inputs to the system.

· Feedback. Used to indicate to the

operator the status of the

computer system and/or the

controlled/monitored system,

following an operator input or

action.

a. Messages,

general

(1) Messages should be concise.

(2) Messages should provide the operator with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complete a specific action

or decision sequence.

b. Message

content

Information contained in messages should be

necessary, complete, and readily usable.

c. Use of

prompts

Prompts should be displayed whenever the operator

may need direction or guidance to initiate or

complete an action or sequence of actions.

d. Content of

prompts

Prompts should contain clear and specific cues and

instructions which are relevant to the action to be

taken.

e. Prompt

information

sequence

Directions should be placed in the sequence to be

used by the operator.

f. Use of error

messages

Whenever an operator error or invalid input is

detected, an error message should be displayed.

g. Error

correction

guidance

Error message should contain instructions to the

operator regarding required corrective action.

h. Error

correction ease

Capability should be provided for operator correction

of individual errors without affecting adjacent valid

entries.

i. System status

feedback

messages

Feedback messages should be provided to the

operator to indicate changes in the status of system

fun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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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Messages

(Continued)

j. Selection

feedback

When a displayed message or datum in selected as

an option or input to the system, the subject item

should be highlighted, or otherwise positively

identified, to indicate acknowledgement by the

system.

k. Delay

feedback

When system functioning requires the operator to

stand by, such as when the computer is searching

for requested data, periodic feedback should be

provided the operator to indicate normal system

operation and the reason for the delay.

l. Activity

completion

feedback

When a process or sequence is completed by the

system, positive indication should be presented to

the operator concerning the outcome of the process

and requirements for subsequent operato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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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Graphic

coding and

highlighting

The state of the technology

associated with CRT displays is

constantly changing, with new

graphics and highlighting methods

based on both software and

hardware capabilities frequently

being introduced. Process

computer CRT displays which

utilize these techniques can provide

valuable enhancement of displayed

information, and support improved

observer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displayed data.

Misguided or unnecessary use of

such techniques can distract the

observer, create confusion, and

induce errors. The principles that

follow are purposely general in

order to provide flexibility to control

room designers and promote

creative application of useful

aspects of this technology.

a. Use of

highlighting

Highlighting should be used to attract the operator’s

attention to any displayed data item or message

which is important to decisionmaking or action

requirements.

b. Consistent

approach

(1) Highlighting methods which have information

value beyond their attention-getting quality should

have the same meaning in all applications.

(2) Highlighting methods associated with emergency

condition should not also be used in association with

normal conditions.

c. Contrast

enhancement

When contrast enhancement (i.e., increased

illumination intensity level) id used for highlighting,

not more than two (preferable) or three (maximum)

brightness levels should be used in a single

presentation.

d. Flicker or

blinking

Blinking of a symbol or message9e.g., ON-OFF or

alternating high-low brightness) for purposes of

highlighting should be reserved for emergency

conditions or similar situations requiring immediate

operat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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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Graphic

coding and

highlighting

(Continued)

e. Blink rates (1) When blinking is used for highlighting, a

maximum of 2 blink rates should be used.

(2) When a single blink rate is used, the rate should

approximate 2-3 “blinks” per second with a

minimum of 50 msec “on” tine between blinks.

(3) When 2 blink rates are used, the fast blink should

approximate 4 per second and the slow blink should

approximate 1 per second.

(4) When 2 blink rates are used, the “on-off: ratio

should approximate 50%.

(5) When 2 blink rates are used, the higher rate

should apply to the most critical information.

f. Inverse video

f. Inverse video

Image reversal 9e.g., dark characters on a light

background) should be used primarily for highlighting

in dense data fields, such as a word or phrase in a

paragraph of text, or a set of characters in a table of

data.

g. Use of

graphic coding

Graphic coding methods 9e.g., symbols, boxes,

underlines, colors) should be to present standard

qualitative information to the operator or to draw the

operator’s attention to a particular portion of the

display

h. Graphic code

consistency

Graphic codes, used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should have the same meaning in all applications.

i. Geometric

shape coding

When geometric shape (symbol) coding is used, the

basic symbols should vary widely in shape.

j. Number of

symbols

(1) The number of basic symbols used for coding

should be kept small.

(2) The upper limit under optimum display conditions

should be 20.

(3) The upper limit under adverse display conditions

should be 6.

(4) When needed, other highlighting and graphic

techniques 9color, filled versus unfilled, and other

“modifiers”) should be used to display different

states or qualities of a basic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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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Graphic

coding and

highlighting

(Continued)

k. Use of color The many hues (colors) and graphic techniques

9color, filled versus unfilled, and other “modifiers”)

should be used to display different states or qualities

of a basic symbol.

(1) Color used on the CRT to convey information

should be consistent in use and meaning with all

other color codes in the control room.

(2) Once colors are assigned a specific use or

meaning, no other should be used for the same

purpose.

l. Color

meanings

When color is used, the meaning of the color should,

where applicable, equate with the commonly

understood meaning of those colors. The following

specific meanings for selected colors should apply

when these colors are used in CRT displays:

(1) Red – Unsafe condition, danger, immediate

operator action required, or critical parameter value

out of tolerance.

(2) Green – Safe condition, no operator action

required, or parameter value is within tolerance.

(3) Yellow/Amber – Hazard, potentially unsafe,

caution, attention required, marginal parameter value

exists.

m. Red-green

combinations

(1) Whenever possible, red and green colors should

not be used in combination.

(2) Use of red symbols/characters on a green

background should especially be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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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Multiple page

considerations

When it is necessary for a

presentation to encompass more

than a single page, or when

scrolling, panning, and zooming of

a single page is anticipated, the

following principles apply.

a. Operator

memory

(1) Page design and content planning should

minimize requirements for operator memory.

(2) All data relevant to a specific operator entry

should be displayed on a single page.

b. Audit trail When pages are organized in a hierarchical fashion,

containing a number of different paths through the

series, a visual audit trail of the choices should be

available upon operator request.

c. Location

references

(1) When the operator is required to scroll or pan on

a large logical frame, location references should be

provided in the viewable portion of the frame. (For

example, when scrolling a list, only part of which is

visible at any one time, the present and maximum

location should be shown.)

(2) Sectional coordinates should be used when large

schematics must be panned or magnified.

d. Operator

control

The operator should have some capability for

controlling the amount, format, and complexity of

information (e.g., core dumps, program outputs,

error messages) being displayed by the system.

e. Location

Consistency

If the message is a variable option list, common

elements should maintain their physical relationship

to other recurring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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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Printer

characteristics

In most process computer

systems, printers comprise a

principal interface between the

computer and the operator.

Printers are used to provide an

historical record of all parameters

monitored by the computer, as well

as a real-time “display,” whether

or not the data are presented on

CRTs. As such, the printers and

the data displayed on them must

receive the same level of

consideration as all other

operator-computer interfaces.

a. Printer

applications

(1) Printers should be part of the process computer

system and be located in the primary operating area.

(2) Control room printers should provide the

capability to record alarm data, trend data, and

plant status data.

b. Display

copies

(1) The system should, if possible, be designed to

provide hard copy of any page appearing on the

CRT at the request of the operator.

(2) If the copy will be printed remote to the operator,

a print confirmation or denial message should be

displayed.

(3) Printed operation should not alter screen content.

c. Form of

printed

information

Printed information should be presented in a directly

usable form with minimal requirements for decoding,

transposing, and interpolating.

d. Printer speed Printed used for recording trend data, computer

alarms, and critical status information should have a

high-speed printing capability of at least 30 lines a

minute to permit printer output to keep up with

computer output.

e. Printer

operation

Paper, ribbons, and ink (if used)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1) Hard-finish matte paper should be used to avoid

smudged copy and glare.

(2) There should be a positive indication of the

remaining supply of recording materials.

(3) Instructions for reloading paper, ribbon, ink, etc.

should appear on an instruction plate attached to the

printer.

(4) When the printer is down during reloading, data

and information which would normally be printed

must not be lost.

(5) A takeup device for printed materials should be

provided which requires little or no operator attention

and which has a capacity at least equal to the fee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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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Printer

characteristics

(Continued)

f. Print copy

accessibility

The following features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operator accessibility of printed material:

(1) Provisions should be made so that the operator

can always read the most recently printed line.

(2) Printed material should have an adequate

contrast ratio to ensure easy operator reading.

(3) It should be possible to annotate the print copy

while it is still in the machine.

(4) The recorded matter should not e obscured,

masked, of otherwise hidden in a manner which

prevents direct reading of th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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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Alarm

messages

Alarm messages are quantitative

descriptions of those out of

tolerance conditions which have

been displayed to the operator in

abbreviated form by way of

illuminated annunciator tiles.

a. Alarm

records

(1) A Printer should be provided for recording alarm

messages.

(2) All annunciator alarms should be recorded.

b. Alarm

sequence

Alarm messages should be recorded in the sequence

of their occurrence.

c. Operator

requested

printout

Provisions should be included to provide, upon

operator request, printouts by alarm group (e.g.,

system, subsystem, component).

d. Alarm

identification

Alarm messages should be readily distinguishable

from other messages.

e. Alarm

discrimination

Alarm messages should provide rapid identification

of the nature of the alarm.

f. Consistent

terminology

Wording in alarm messages should:

(1) Clearly relate to the specific annunciator tile that

is illuminated.

(2) Contain at least that information (i.e., wording)

presented in the illuminated annunciator tile.

(3) Provide additional specif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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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Graph and

table

requirements

When printers are used to

record/present tabular data, or

graphic information, factors similar

to those applicable to CRT displays

should apply.

a. Shape of

function

If the general shape of the function is important in

making decisions, a graph should be used.

b. Interpolation If interpolation is necessary, line graphs are

preferable to bar graphs and tables.

c. Grids (1) Graphs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numbered

grids are bolder than unnumbered grids.

(2) If 10-grid intervals are used, the fifth

intermediate grid should be less bolder than the

unnumbered grids.

d. Tables (1) Tables should be simple, concise, and readable.

(2) When table column are ling, numbers should be

separated into groups by providing a space between

groups of five.

(3) When columns are not separated by vertical

lines, the columns should be separated by at least 2

character wid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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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Assigning

panel contents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be

placed within the control room at

locations which promote efficient

procedures, safe operation, and

maximum operator awareness of

the current system condition. There

are three general methods for

achieving this condition. They are:

(a) grouping by task sequence, (b)

grouping by system function, and

(c) grouping by importance and

frequency of use.

a. Grouping by

task sequence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be assigned to work

stations so as to minimize operator movement. To

the extent practical, this assignment should consider

both normal and emergency procedures. It should

be practical to perform all frequently occurring

routine tasks, and time-sensitive emergency tasks,

with a minimum of human movement from to panel.

b. Grouping by

system function

Within the constraints of grouping by task sequence,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be assigned to panels

on functional groups related to system structure,

This grouping should promote easy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s and system, and

should assist graphic or pictorial display of system

relationships.

c. Grouping by

importance and

frequency of

use

 Within the constraints of grouping by task sequence

and by system function,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be assigned to panels depending on their

importance and frequency of use. Controls or

displays which are neither important to plant safety

nor frequently used should be installed in secondary

panel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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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Effective

panel layout

The location of controls and

displays within a single panel

should make the most effective

use of the viewing and manual

manipulative areas. The allocation

of panel positions should first

ensure the integrity of arrangement

or grouping by system function and

task sequence. Within those

constraint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following factors:

(a) the frequency with which

controls and displays are used; (b)

the significance of controls and

displays in terms of their possible

use during an emergency; (c) the

importance of controls and

displays to overall system

performance; and (d) special

requirements in using a control

device or display instrument, such

as the need for accuracy, speed,

application of force, or a particular

type of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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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Enhancing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Several enhancement techniques

are available for setting apart

groups of controls and displays.

Three preferred techniques for

enhancement are spacing,

demarcation, and color shading.

Other acceptable techniques for

setting apart groups of controls

include the use of insert panels

and added panel relief.

a. Spacing Spacing consists of physically separating groups of

components on a panel with enough space between

groups so that the boundaries of each group are

obvious. Spacing between groups should be at least

the width of a typical control or display in the group

(see Exhibit 6.8-1)

b. Demarcation Demarcation consists of circumscribing functional or

selected groups of controls and displays with a

contrasting line. The application of demarcation

techniques should conform to Guideline 6.6.8.2 (see

also Exhibit 6.8-1).

c. Color shading Color shading may be used to enhance recognition

of controls, displays, or functional groups. When

color shading is used, colors should provide

adequate contrast, and should be consistent with

other color coding in the control room.

d. Emergency

Controls

Distinctive enhancement techniques should be used

for emergency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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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Sequence,

frequency of

use, and

functional

considerations

The layout of panels is a

compromise among a number op

considerations, In some instances,

various human factors principles

will conflict, not only with each

other but also with other design

requirements. Because it is difficult

to rate the conflicting

considerations for importance,

final decisions must be based on

careful evaluation and sound

judgment. This subsection deals

with the analysis of the factors of

task sequence of use, and

function.

a. Sequence. Controls and displays which are used together during

a normal task sequence should be grouped together.

(1) Displays which are observed in a specified

sequence, as during hot-leg temperature check for

all reactor coolant loops, should be grouped

together. It is desirable that they be positioned so

that they are normally used in a left-to-right, top-

to-bottom, or other natural sequence.

(2) Controls which are operated in sequence, as on

energizing a system or aligning a series of valves for

a particular function, should be grouped together. It

is desirable that they be positioned so that they are

normally used in a left-to-right, top-to-bottom, or

other natural sequence.

(3) When there is a set of related controls and

displays, the layout of displays should be

symmetrical with the controls they represent.

b. Frequency of

use

Frequently used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be

arranged to reduce search time and minimize the

potential for error during use.

(1) They should be near the center of the preferred

visual and manual areas.

(2) They should be positioned so as to be easily

identified.

c. Functional

considerations

Functionally related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be

grouped together when they are:

(1) Used together to perform tasks related to a

specific function (e.g., operation of th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2) Identical in purpose (e.g., reactor coolant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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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Logical

arrangement

and layout

The arrangement of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be logical, but

should not compromise sequence

of operations or functional

integrity. Logical arrangements are

generally based on operator

expectations. In general, operator

expectations will be met when

components have a left-to-right or

top-to-bottom arrangement and

are identified in alphabetic or

numeric sequence. For example,

four related displays in a row

should be designated A, B, C, D,

or 1, 2, 3, 4; correspondingly, any

controls related to these displays

should also be designated A, B, C,

D, and 1, 2, 3, 4. Well-designed

system mimics will help to direct

and satisfy operator expectations.

a. Order and

labeling

Components should be arranged left-to-right and/or

top-to-bottom, and be identified in alphabetic or

numeric sequence.

b. Other

expectations

Where other operator expectations can be identified,

components should be arranged to match these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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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Layout

consistency

The location and arrangement of

recurring functional groups and of

individual components of those

groups should be similar from

panel to panel or within a panel.

a. Repeated

functions

The layout of identical control or display set should

be consistent at all locations.

b. Mirror-

Imaging

Layouts of repeated functions should not be mirror-

i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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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Standardizatio

n

When a precedent has been

established in the arrangement and

location of controls and displays,

that standard practice should be

followed unless other crucial

considerations necessitate a

change.

a. Panel to

panel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should be maintained where similar

functions or panels are located at several work

stations or units and must be used by the same

personnel.

b. Simulator-

to-control room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should be maintained where

simulators or procedure trainers are used that

simulate the actual operation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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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Separation of

controls

Recommended minimum control

separation distances are shown in

Exhibits 6.8-2 and 6.8-3. In most

cases, control room operations will

require greater separati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are:

a. Access Control access should not be impeded by any

position of an adjacent control.

b. Inadvertent

actuation

Control actuation should not result in inadvertent

actuation of an adjacent control.

c. Simultaneous

actuation

Simultaneous actuation of adjacent controls (where

required) should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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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Strings or

clusters of

similar

components

On occasion it may be necessary

to have a large group of similar

components arranged together in

strings, matrices, or other clusters.

Those human factors principles

presented in Section 6.8.2, Layout

Arrangement Factors, should not

be compromised where large

clusters of components are

concerned. However,

considerations such as search

time, discriminability of

components, and avoidance of

selection errors will often make a

string or matrix the preferred

arrangement. The following criteria

should apply:

a. Orientation Horizontal rows of displays should be used rather

than vertical columns (see Exhibit 6.8-4).

b. String length Strings of small displays should not exceed about 20

inches on the control board.

c. Number of

components

(1) No more than 5 similar components should be

laid out in an unbroken row or column.

(2) If more than 5 similar components must be laid

out together, the string or cluster should be broken

up by techniques such as physical spacing or

demarcation (see Exhibit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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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s or

clusters of

similar

components

(Continued)

d. Large

matrices

(1) Large matrices of similar components should

have the coordinate axes labeled for identification of

any single component within the grid. The left and

top sides of the matrix should be used for labeling

(see Exhibit 6.8-6).

(2) Large matrices should be subdivided by

appropriate demar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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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

 Mirror-

imaging

Mirror-imaging is an arrangement

in which two functional groups are

laid out symmetrically so that one

is a complete, or almost complete,

reversal of the other. Mirror-

imaging should not be used, and

any recurring functional groups

should be re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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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Single control

and display

pairs

Controls and displays which are

normally used together should be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each

other, but positioned and

separated sufficiently so that the

display is not obstructed during

operation.

a. Proximity A visual display that will be monitored during control

manipulation should be located sufficiently close that

an operator can read it clearly and without parallax

from a normal operating posture.

b. Obscuration Controls and displays are not obscured during

control operation (see Exhibit 6.9-1).

c. Association Related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be easily

identified as being associated. This association can

be established (or enhanced) by (1) location, (2)

labeling, (3) coding, (4) demarcation, and (5)

consistency with operator expectations. The

following relationships should be immediately

apparent to the operator:

(1) Association of displays with controls.

(2) The direction of movement of control and

display.

(3) The rate and limits of movement of the control

an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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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Multiple

controls or

displays

The control and monitoring of

nuclear power plant systems will

occasionally require either multiple

controls or multiple displays.

Control display relationships in

multiple arrays should be apparent

to the operator and consistent with

human expectations.

a. Multiple

controls single

display

When several interacting controls are associated with

a single display, the array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Controls should be mounted below the display.

(2) Controls should be centered on the display.

(3) Controls should be grouped in a line or matrix.

(4) If not feasible to mount controls directly below

the display, controls should be mounted to the right

of the display.

(5) Where there is a normal order of use in lift-to-

right, top-to-bottom, or other natural sequence.

(6) Where the above techniques cannot apply, or

where for other reasons the relationships are not

readily apparent, layout enhancement techniques

should be employed-spacing, demarcation, color

shading, insert panels, panel relief, and the use of

mimics. See Guideline 6.8.1.3.

b. Single control

multiple displays

When more than one display is affected by a single

control, the array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Displays should be located above the control.

(2) The control should be places as near as possible

to the display, and preferably underneath the center

of the display array.

(3) Displays should be arranged horizontally or in a

matrix.

(4) If it is not feasible to mount displays above the

control, they should be mounted to the left of the

control.

(5) Where there is a normal order of use, displays

should read form left-to-right, top=to-bottom, or in

other natural sequence.

(6) Where the above techniques cannot apply, or

where for other reasons the control-display

relationship is not clearly apparent, layout

enhancement techniques should be employed. See

Guideline 6.8.1.3.

(7) Displays should not be obscured during control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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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e

controls or

displays

(Continued)

c. Display

selectors

Where displays are selected for viewing using a

rotary selector switch, the following should apply:

(1) The control should move clockwise from OFF (if

appropriate) through settings 1,2,3 … n.

(2) The control position sequence should conform to

the display sequence.

(3) Control position indications should correspond

with display labels.

(4) Displays should read off-scale, not zero, when

not selected, especially if zero is a possible

parameter displayed (see Exhibit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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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9.2.1

 Location and

arrangement

of control-

display groups

a. Functional

integrity

Multiple controls or displays related to the same

function (e.g., power, status, test) should be

grouped together.

b. Sequence of

use

Sequence of use should be as follows:

(1) Left to right

(2) Top to bottom.

(3) The above combined (normal read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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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9.2.2

 Single panel

arrangements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control-display relationship, in

order of preference, are (a) display

above each control, (b) displays

and controls in matched rows, and

(c) multi-row displays with a single

row of controls. Practice should be

consistent, so that operator

expectations are not confused.

a. Display

above each

control

The preferred configuration is as shown by Exhibit

6.9-3, with the display above each control. If this

configuration is used, the following should apply:

(1) Each display should be located directly above its

associated control.

(2) The display/control pairs should be arranged in

rows.

b. Controls and

displays in rows

As an alternative, displays may be arrayed in rows

as the upper portion of a panel, matched to controls

arrayed in similar rows below, as shown in Exhibit

6.9-4.

(1) Each control should occupy the same relative

position as the display to which it is associated.

(2) Controls and displayed should have

corresponding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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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Single panel

arrangements

(Continued)

c. Multi-row

displays with

single row

controls

A less desired arrangement is that of Exhibit 6.9-5,

in which two or more rows of displays are arrayed

above a single row of controls.

(1) Displays should be ordered left to right and top

to bottom (in normal reading order), and matched to

controls ordered left to right.

(2)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have corresponding

labels.

d. Consistent

practice

Arrangements of functionally similar controls and

displays should conform to the same convention

throughout the control room.

e.

Control/display

packages

When controls and related displays are assembled

using modular packaged units, the design of the

packages will limit the location and arrangement

which can be achieved. In this case, modules should

be selected and arranged to achieve maximum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describ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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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9.2.3

 Controls and

displays in

separate

planes

a. Separated

controls and

displays

Where displays are on separated panels, they should

preferably be on the adjacent upper panel from their

associated controls. See Exhibit 6.9-6.

b. Facing

panels

In no case should related controls and displays be

located on separate panels that face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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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9.3.1

 General

movement

relationships

The response of a display to

control movements should be

consistent, predictable, and

compatible with the operator’s

expectations. The following

principles apply to general

movement relationships.

a. Rotary

controls

Rotary controls should turn clockwise to cause an

increase in parameter value. The associated display

movements should be as follows:

(1) Linear scales, up or to the right.

(2) Digital displays, increasing in value.

(3) Strings of indicator lights, bottom-to-top or left-

to-right.

(4) Circular meter pointers, clockwise.

b. Linear

controls

Linear controls should move up or to the right to

cause an increase in parameter value. The

associated display relationships should be:

(1) Linear scales, up or to the right.

(2) Digital displays, increasing in value.

(3) String of indicator lights, bottom-to-top or left-

to-right.

c. Display

response time

LAG

In some cases there will be a time lag between the

actuation of a control and the resulting change in

system condition, that condition should be reflected

by displays in real time.

(1) There should be no time lag between system

condition change and display indication.

(2) When there is a time lag between control

actuation and ultimate system state, there should be

an immediate feedback indication of the process

and direction of paramete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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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General Req. Detail item Detail Req. 비고(그림) N/A Yes No Ref./Comment

6.9.3.2

 Control

Display ratio

Control-display ratio should not be

a consideration in evaluating

control-display relationships.

Control-display ration will be

determined by the separate

requirements for precision of

controls and displays.

a. Controlsa.

Controls

Controls should provide a capability to affect the

parameter controlled easily, with the required level of

precision. They should be effective in sufficient time

under expected dynamic conditions, and within the

limits of manual dexterity, coordination, and reaction

time.Displays – Displays should provide a capability

to distinguish significant levels of the system

parameter controlled.

b. Excess

precision

Both displays and controls should have a precision

which does not greatly exceed that required.

c. Feedback Feedback from the display should be apparent for

any deliberate movement of 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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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인간공학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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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세부 업무 내용 장소

1일차

13:00~13:30 출입 및 업무설명 회의실
13:30~14:30 시나리오 1 시뮬레이터
14:30~15:30 (방문팀내 업무조정, 설문조사) 회의실
15:30~16:30 시나리오 1 시뮬레이터

16:30~ (자체 자료 확인) -

2일차

09:30~10:30 시나리오 2 시뮬레이터
10:30~11:00 (방문팀내 업무조정, 설문조사) 회의실
11:00~12:00 시나리오 2 시뮬레이터
13:00~14:00 시나리오 3 시뮬레이터
14:00~15:00 (방문팀내 업무 조정, 설문조사) 회의실
15:00~16:00 시나리오 3 시뮬레이터
16:00~17:00 (자체 자료 확인) 회의실

3일차

09:30~10:30 시나리오 4 시뮬레이터
10:30~11:00 (방문팀내 업무조정, 설문조사) 회의실
11:00~12:00 시나리오 4 시뮬레이터
13:00~14:00 시나리오 5 시뮬레이터
14:00~15:00 (방문팀내 업무 조정, 설문조사) 회의실
15:00~16:00 시나리오 5 시뮬레이터
16:00~17:00 (자체 자료 확인) 회의실

1. 실험 계획 (원전 X,Y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 인적요소 평가)

- 예비실험 : 2004. 9 (기수행)

- 본 실험 : 인간공학적 유효성 평가 실험 1~2 차 

o 실험 목적 : 원전 X,Y호기 절차서 및 MMI 유효성 실험

o 실험자 :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자문 전문가 6명

o 실험 장소 : 고리 원자력 연수원 모의제어반 2호기

o 일정 : 2004. 10. ~ 2004. 12 (2회 반복 예정)

o 주 협조 요청 사항

- 실험평가를 위한 일상조(3명: SRO, TO, RO): 기술공무부 

- 원전 X,Y호기 고리 연수원 시뮬레이터 사용 협조: 연수원

o 일정 및 세부 요청 내역

(* 다음 상세 일정은 현장의 사정 및 평가팀의 조정에 의해 변경 가능)

o 참여자 명단 : 별도 송부

- 추가 보완 실험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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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X,Y호기 MMI/절차서 유효성 평가 실험 계획서

2.1 원전 X,Y호기 절차서/MMI의 특징 및 중점 관찰 사항(현안)

 EOP 절차서 구성형식

- 문구해석에 시간 지연

- 절차서 형식

 MCB(MMI 유효성평가)

- 크기 및 배치의 적절성

- 계기검색(MMI 배치)

- 많은 상태표시등

- 제어기 조작(hand sw)

 SPDS

 RSP 불확실

2.2 실험 목적 및 개요

발전소의 MMI 및 절차서는 비상시에 사고를 진단하고 복구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MMI/절차서 유효성은 MMI 기기 및 시설이 실

제 의도된 작업을 적절히 지원하여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가를 의미한다. MMI의 

유효성 검증은 현재 주어진 MMI 기기에 의하여 운전종사자들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

도록 함으로써, 문제점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적인 과정이다. 

MMI의 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실제 작업에서의 반응을 관측하는 실험적인 방식을 채

택한다. 절차서의 실험적 평가는 실험을 위한 간략한 운전 작업 시나리오를 구성한

다. 비상운전시 운전종사자의 오류 혹은 부담 유인으로서 안전성 저해 가능성이 있

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 분석을 수행한다.

2.3 실험 세부 일정 계획

- 일정: 2004. 10. ~ 2004. 10 (3일간)

- 참여인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6명이 관측 및 평가자료 수집을 위한 실험자로 참가할 계획

이며, 피실험자는 원전 X,Y호기의 3명 2개조의 일상조가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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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     용 시나리오 진행 해당 절차서

시 1
원자로 정지 / 

SI

비상-0

보조-0.1

회복-H.1

시 2 LOCA

비상-0

비상-1

보조-1.2

시 3 SGTR
비상-0

비상-3

시 4
주제어실 상

주불능

AOP(주제어실 상주 불

가능)

시 5
발전소 기동

운전
GOP

2.4 실험계획 내용

- 실험기구

현재 실험에 필요한 도구들은 비디오 카메라(2대), 디지털 카메라, EOP 원본

(실험평가용), 실험평가지 등이다. 그리고 실험은 고리 훈련센터의 시뮬레이터

를 사용하여 수행할 계획이고, 시뮬레이터 내부의 비디오 카메라 및 데이터 log 

시스템을 가능하면 사용할 계획이다.

- 시나리오(수행예정)  (추후 세부 내용 협의)

- 실험진행방법

실험진행의 순서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PB에서는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을 설명하고, S1에서 Sn까지는 event를 삽입하고 실험자가 의도한 내용의 시

나리오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지를 평가하고, 이 때 관측자들은 절차서 수

행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중간의 B1에서는 질문서를 이용하여 

S1에서 피실험자들이 진단을 하는 경우, MMI나 절차서가 상황진단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에 기초한 진단인지, 징후에 기초

한 진단인지를 평가한다. B2에서 Bn은 절차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내용 

중 이상운전상황이 발생하거나 복구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험

자가 임의로 실험을 중단시키고 운전내용에 대한 토의 및 확인이 이루어질 계획

이다. DB에서는 실험에 참가한 운전원들과의 interview를 통하여 수행한 시나리

오의 확인과정을 거치고, 전반적인 debriefing 및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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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S1 B1 S2 B2 Sn Bn DB…PB S1 B1 S2 B2 Sn Bn DB…

그림   실험진행순서

2.5 평가척도

관측자가 운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측척도를 정의하

여 평가한다. 평가내용은 절차서 및 MMI의 오류가능성과 작업부하를 파악하기 위

하여 크게 정보획득수준, 직무경로, 집중도, MMI 확인의 시행착오수준 등의 평가척

도를 적용한다.

① 정보획득 요구 (IGA : Information Gathering Action required) 수준

IGA(Information Gathering Action)는 직무수행을 완료하기 위한 운전원의 모든 정

보획득 관련 행위(이동, 시도, 조치 및 의사소통 포함)이며, 아래와 같은 세부내용

을 포함한다.

- 최종 행동을 수행하기 이전의 시각적 이동 : 찾거나 확인

- 운전원간의 의사소통 : 조치내용, 의견 및 피드백(feed back)을 교환하는 정도

- 절차서의 완수를 위한 개인의 조치 행동의 정도

- 횟수와 유형으로 평가

② 직무경로 부담 (TT : Task Trajectory) 수준

직무경로(Task Trajectory)는 직무수행을 위한 운전원의 수행방식이 나타내는 특성, 

수행과정의 복합성 또는 이동 및 조치에 대한 시간적 혹은 공간적인 경로의 길이를 

말한다.

- 직무경로의 유형: 단순일방/단순분산/확인적/순환적 → 일회적/다회적

- 직무경로의 부담크기: (물리적/시간적)경로가 길고 신중한 정도를 상중하로 평가

③ 요구 집중도 (TCR : Task Concentration Requirements) 수준

직무 요구 집중도(Task Concentration Requirements)는 운전원 개인 혹은 팀이 특

정한 직무(단계)의 수행에 요구되는 집중도로서 참고의견이나, 전혀 다른 가능성 등

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하여 역으로 판단한다.

④ 시행착오 (TM : Trial for MMI) 수준

시행착오 수준(Level of Trial Required)은 절차서의 수행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으

로, 관련 계기들을 제어반 상에서의 위치를 파악 및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행착오

의 수준을 나타낸다. 시행착오의 유형 및 시행착오의 정도로서 상중하를 평가한다.

⑤ 단계 수행 유형 (SPT : Step Performance Type)

단계 수행 유형은 SRO가 직무 수행을 요구했을 때, RO와 EO의 수행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평가는 Proactive와 Responsive로 하고, Proactive는 SR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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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대해, 자신이 미리 예측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고, Responsive는 SRO의 

지시가 떨어지고 난 후에, 수행하는 외형적으로 수동적일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 

단, Responsive한 수행 유형보다 Proactive한 수행 유형이 우월한 것은 아니다.

3. 평가양식(예)

[ 실험 관측 평가표 ]

평가척도
IGA

정보획득요구도

TT

직무경로부담도

TCR

요구집중도

TM

시행착오도

SPT

수행반응유형

평가첟도

간략설명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획득관련 

행위

직무수행을 

위한 이동 및 

조치 행위

수행에 

요구되는 

집중도.

직무수행시 

시행착오 수준

직무 수행시 

수행자간의 

상호작용 방식.

평가방법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P. R.

Step No.



원  X,Y호기 주기 안 성평가(PSR): 인간공학 평가

한수원/한국원자력연구소

4. 설문서 양식(예)

MMI 및 절차서 평가를 위한 질문서

실험번호 : _______________

날짜 : __________  시간 : ____________   평가자 :( RO, TO, SRO )   이름 : 

________________

1. 진단
1) 무슨 사고였습니까?

2) 사고의 핵심 판단 변수 및 해당 계기는?

2. MMI
1) 진단하고 확인하는데 유용했던 MMI는 무었입니까?

2) 시나리오를 수행하는데 경보창, MCB 등 MCR의 계기들이 충분하였습니까?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3) 시나리오 수행 중 전혀 상관이 없는 계기를 확인하거나 조작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어반이나 계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실수라고 생각하

십니까?

4) 조작이 불편한 기기가 있었습니까? 

   불편이 있었다면, 어떤 기기이며, 불편하였던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인지 적어 주십시오.

5) 유사한 기기가 있어 혼동된 적이 있습니까? 

   혼동이 있었다면, 어떤 기기이며 어떤 점이 유사하여 혼동되었는지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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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서
1) 절차수행 중 순서를 잘못 수행한 절차가 있었다면 어느 단계인지 적어 주십시오.

   그 이유가 절차서의 문제(구조 부적절, 기술내용 부적절, 기술방식 부적절)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2)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작업을 했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작업을 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절차서의 문제(구조 부적절, 기술내용 부적절, 기술방식 부적절)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3) 수행 중 절차를 중복 수행한 적이 있었다면 어느 단계에서입니까?

   그 이유가 절차서의 문제(구조 부적절, 기술내용 부적절, 기술방식 부적절)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4) 절차서 수행 중 진단을 수정한 적이있습니까? 있다면 이유는?

5) 절차서 상의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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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절차서 활용도측정을 위한 질문서 (Break 시)

실험번호 : ______________

날짜 : _________ 시간 : ____________ 평가자:( RO, TO, SRO )  이름 : 

________________

1) 운전상에서 발견한 이상한 징후는 무엇입니까?

2) 1)에 답변하신 것을 이상 징후라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이상을 확신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활용한 MMI (경보창,  MCB상의 계기 등)는 무

엇입니까?

4) 이상을 확신하기 위하여 운전 절차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절차서                                                 자신의 경험적 판단

5) 이상을 확신하게 한 결정적인 절차서의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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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시나리오 수행이 신속하였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예

7) 경험이나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의 활용도가 높았던 절차단계 및 task 단계는?

8) Task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집중도가 높았던 절차단계 및 task 단계는?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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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같음

약간중요
어느정도중

요
상당히 중요

절대적으로

중요

0 1 2 3 4 5 6 7 8

평가기준 평점극치 평가기준의 정의

정신적 

요구
낮음/높음

정신적, 지각적 활동이 얼마나 요구되는가 (사고, 결정, 

계산, 기억, 조사, 탐사 등)? 

신체적 

요구
낮음/높음

신체적 활동이 얼마나 요구되는가 

(밀기, 당기기, 돌리기, 제어하기, 활성화 등)?

시간적 

요구
낮음/높음

과제들 또는 과제요소들이 일어나는 비율 또는 속도에 기

인한 시간적 압력을 얼마나 느끼는가?

수행도 좋음/나쁨

설정된 과제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얼마나 성공적이

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당신의 

수행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노력 낮음/높음
당신의 수행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

가(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좌절수준 낮음/높음
과제수행 동안 당신은 얼마나 불안정감, 낙담, 초조감, 긴

장감을 느꼈는가? 

원전 X,Y호기 MMI에서의 비상운전절차 수행에 대한 작업부하 평가

SRO, RO, TO   성명:              연령:     세      입사연월일:    .   .     

1) 평가기준의 중요도 평가

다음 각 항목은 원  X,Y호기의 제어반(MMI)에서의 작업(EOP)에 한 작업부하 평가를 한 

기 들입니다. 다음 행렬의 빈칸에 다음의 평가척도에 따라 당신이 생각하시는 당한 값을 표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척도> 

1. 두 평가 척도 비교

2) 평가기준에 대한 작업부하 평가



부록 C  MCR MMI배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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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MCR MMI배치 황



C-2

MCR 경(원  X호기)



C-3

운 원 콘솔 : 공학  안 설비, 화학  체 제어계통 제어반 운 원 콘솔 : 원자로 제어계통 제어반

ESF & CVCS SECTION S-3J-ZJ-P001 REACTOR CONTROL SECTION S-3J-ZJ-P002



C-4

운 원 콘솔 : 터빈  발 기 제어반 벤치보드 : 안 설비 제어반

TURBINE GENERATOR SECTION N-3J-ZJ-P003 CSF SECTION S-3J-ZJ-P004



C-5

벤치보드 : 원자로 보조기기 제어반 벤치보드 : 원자로 감시 제어반

REACTOR AUXILIARY SECTION S-3J-ZJ-P005 REACTOR CONTROL PROCESS SECTION S-3J-ZJ-P006



C-6

벤치보드 : 증기발생기 제어반 벤치보드 : 수  복수계통 제어반

STEAM GENERATOR SECTION S-3J-ZJ-P007 FEED WATER & CONDENSATE SECTION N-3J-ZJ-P008



C-7

벤치보드 : 터빈 제어반 벤치보드 : 발   송  제어반 ⅠⅡ

TURBINE SECTION N-3J-ZJ-P009 AUX. ELEC. DISTR. SECTION Ⅰ,Ⅱ  N-3J-ZJ-P011, P012



C-8

수직제어반 : 환기계통 제어반 수직제어반 : 방화설비  방사선 감시 제어반

NORMAL HVAC SECTION N-3J-ZJ-P013 FIRE PROT. & RAD MONIT. SECTION S-3J-ZJ-P014



C-9

수직제어반 : 핵계장 감시장치 제어반 수직제어반 : 보조설비 제어반

NIS S-3J-ZJ-P016 MISCELLANEOUS SECTION S-3J-ZJ-P015



부록 D  MCR 가용성 평가결과



부록 D  MCR 가용성 평가결과

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부수-2.1 1.0 주증기관 배수 격리밸브 AB-HS-107 STM GENERATOR 1 STM LINE DRN VVA-7J-AB-HS-107A 1. Tag Description이 서로 다름

비상-3 1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STM GEN 1 STEAM LINE DRN ISO VV B-7J-AB-HS-107B 2.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보조-3.1 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3. "배수밸브"와  "배수격리밸브" 혼용

보조-3.2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부수-1.1 31.1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부수-3.3 2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부수-3.3 32.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회복C.20 9.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회복H.10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회복H.20 8.0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보조-3.2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보조-3.3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보조-3.3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부수-1.1 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부수-1.1 30.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부수-1.1 3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부수-1.1 3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부수-3.1 11.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부수-3.2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회복C.20 13.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07

비상-0 13.3 주증기관 배수밸브 AB-HS-107

부수-0 10.6 주증기관 배수밸브 AB-HS-107

회복C.10 17.0 주증기관 배수밸브 AB-HS-107

비상-3 3.6 S/G의 증기관 배수 격리밸브 AB-HS-107

비상-2 4.0 S/G의 증기관 배수밸브 AB-HS-107

회복S.10 12.0 S/G의 증기관 배수밸브 AB-HS-107

회복H.30 7.0 MSIV 및 우회밸브 AB-HS-108 STM GENERATOR 1 MN STEAM ISO V A-7J-AB-HS-108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2 1.1 주증기 격리밸브 AB-HS-108 STM GENERATOR 1 MN STEAM ISO V B-7J-AB-HS-108B

회복S.10 2.1 MSIV AB-HS-108 SG 1 MAIN STEAM ISO VALVE EXCER A-7J-AB-HS-108C

회복S.10 10.0 MSIV AB-HS-108 SG 1 MAIN STEAM ISO VALVE EXCER B-7J-AB-HS-108D

부수-2.1 1.0 MSIV 및 MSIV 우회밸브 AB-HS-108

비상-0 13.2 MSIV 우회밸브 AB-HS-108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108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108

회복Z.10 5.0 MSIV와 우회밸브 AB-HS-108

부수-0 10.1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108

회복P.10 2.5 MSIV 및 우회밸브 AB-HS-108

회복P.20 1.5 MSIV 및 우회밸브 AB-HS-108

비상-3 3.7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108

회복H.30 7.0 MSIV 및 우회밸브 AB-HS-109 STM GEN 1 MAIN STM ISO BYP VV A-7J-AB-HS-109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2 1.2 주증기 격리밸브 우회밸브 AB-HS-109 STM GEN 1 MAIN STM ISO BYP VV B-7J-AB-HS-109B

부수-2.1 1.0 MSIV 및 MSIV 우회밸브 AB-HS-109

비상-0 13.2 MSIV 우회밸브 AB-HS-109

회복H.40 2.0 MSIV 우회밸브 AB-HS-109

회복S.10 2.1 MSIV 우회밸브 AB-HS-109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109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109

회복S.10 10.0 MSIV 우회밸브 AB-HS-109

회복Z.10 5.0 MSIV와 우회밸브 AB-HS-109

부수-0 10.1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109

회복P.10 2.5 MSIV 및 우회밸브 AB-HS-109

회복P.20 1.5 MSIV 및 우회밸브 AB-HS-109

보조-3.3 10.1 MSIV 우회밸브 AB-HS-109

비상-3 3.7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109

회복H.20 4.0 MSIV 우회밸브 AB-HS-109A

회복H.20 8.0 MSIV 우회밸브 AB-HS-109A

회복H.20 4.0 MSIV 우회밸브 AB-HS-109B

회복H.20 8.0 MSIV 우회밸브 AB-HS-109B

비상-3 1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SG 1 MSL DRN TRAP BYP VV N-7J-AB-HS-115 1. Tag Description과 절차서 기기명이 다름

보조-3.1 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보조-3.2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부수-1.1 31.1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부수-3.3 2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부수-3.3 32.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회복C.20 9.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회복H.10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회복H.20 8.0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보조-3.2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보조-3.3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보조-3.3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부수-1.1 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부수-1.1 30.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부수-1.1 3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부수-1.1 3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부수-3.1 11.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부수-3.2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회복C.20 13.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115

회복C.10 17.0 주증기관 배수밸브 HS-115 1. Tag 번호 AB-HS-115

비상-3 3.2 PORV 차단밸브 AB-HS-151 SG 1 POWER-OPRD RELIEF BLOCK VA-7J-AB-HS-151

부수-2.1 1.0 주증기관 배수 격리밸브 AB-HS-207 STM GENERATOR 2 STM LINE DRN VVA-7J-AB-HS-207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3 1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STM GEN 2 STEAM LINE DRN ISO VV B-7J-AB-HS-207B 2. Tag Description 이 서로 다름

LIST-P LIST-I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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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보조-3.1 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3. "배수밸브"와  "배수격리밸브" 혼용

보조-3.2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부수-1.1 31.1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부수-3.3 2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부수-3.3 32.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회복C.20 9.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회복H.10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회복H.20 8.0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보조-3.2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보조-3.3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보조-3.3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부수-1.1 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부수-1.1 30.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부수-1.1 3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부수-1.1 3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부수-3.1 11.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부수-3.2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회복C.20 13.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07

비상-0 13.3 주증기관 배수밸브 AB-HS-207

부수-0 10.6 주증기관 배수밸브 AB-HS-207

회복C.10 17.0 주증기관 배수밸브 AB-HS-207

비상-3 3.6 S/G의 증기관 배수 격리밸브 AB-HS-207

비상-2 4.0 S/G의 증기관 배수밸브 AB-HS-207

회복S.10 12.0 S/G의 증기관 배수밸브 AB-HS-207

회복H.30 7.0 MSIV 및 우회밸브 AB-HS-208 STM GENERATOR 2 MN STEAM ISO V A-7J-AB-HS-208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2 1.1 주증기 격리밸브 AB-HS-208 STM GENERATOR 2 MN STEAM ISO V B-7J-AB-HS-208B

회복S.10 2.1 MSIV AB-HS-208 SG 2 MAIN STEAM ISO VALVE EXCER A-7J-AB-HS-208C

회복S.10 10.0 MSIV AB-HS-208 SG 2 MAIN STEAM ISO VALVE EXCER B-7J-AB-HS-208D

부수-2.1 1.0 MSIV 및 MSIV 우회밸브 AB-HS-208

비상-0 13.2 MSIV 우회밸브 AB-HS-208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208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208

회복Z.10 5.0 MSIV와 우회밸브 AB-HS-208

부수-0 10.1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208

회복P.10 2.5 MSIV 및 우회밸브 AB-HS-208

회복P.20 1.5 MSIV 및 우회밸브 AB-HS-208

비상-3 3.7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208

회복H.30 7.0 과충수 S/G의 MSIV 및 우회밸브 AB-HS-209 STM GEN 2 MAIN STM ISO BYP VV A-7J-AB-HS-209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2 1.2 주증기 격리밸브 우회밸브 AB-HS-209 STM GEN 2 MAIN STM ISO BYP VV B-7J-AB-HS-209B

부수-2.1 1.0 MSIV 및 MSIV 우회밸브 AB-HS-209

비상-0 13.2 MSIV 우회밸브 AB-HS-209

회복H.40 2.0 MSIV 우회밸브 AB-HS-209

회복S.10 2.1 MSIV 우회밸브 AB-HS-209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209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209

회복S.10 10.0 MSIV 우회밸브 AB-HS-209

회복Z.10 5.0 MSIV와 우회밸브 AB-HS-209

부수-0 10.1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209

회복P.10 2.5 MSIV 및 우회밸브 AB-HS-209

회복P.20 1.5 MSIV 및 우회밸브 AB-HS-209

보조-3.3 10.1 MSIV 우회밸브 AB-HS-209

비상-3 3.7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209

회복H.20 4.0 MSIV 우회밸브 AB-HS-209A

회복H.20 8.0 MSIV 우회밸브 AB-HS-209A

회복H.20 4.0 MSIV 우회밸브 AB-HS-209B

회복H.20 8.0 MSIV 우회밸브 AB-HS-209B

회복H.30 6.0 T/D AFW P/P의 증기 공급밸브 AB-HS-210 SG2 TO AFP TBN WARMG VV A-7J-AB-HS-210

회복S.10 12.0 T/D AFW P/P로 가는 증기공급밸브 AB-HS-210

회복P.10 2.5 T/D AFW P/P로의 증기 공급 차단밸AB-HS-210

회복P.20 1.5 T/D AFW P/P로의 증기 공급 차단밸AB-HS-210

부수-0 12.0 T/D AFW P/P AB-HS-210

부수-0 13.2 T/D AFW P/P AB-HS-210

회복H.20 4.0 T/D AFW P/P 증기 공급밸브 AB-HS-210

부수-0 11.1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격 AB-HS-210

비상-2 4.0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공 AB-HS-210

비상-3 3.3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공 AB-HS-210

부수-2.1 1.0 T/D AFW P/P의 증기공급밸브  AB-HS-210

회복H.20 8.0 T/D AFW PP로의 증기 공급밸브 AB-HS-210

회복H.30 6.0 T/D AFW P/P의 증기 공급밸브 AB-HS-211 SG2 STM TO AFP TBN SPLY VV A-7J-AB-HS-211

비상-0 7.2 증기공급 밸브 AB-HS-211

회복S.10 3.2 증기공급 밸브 AB-HS-211

회복S.10 12.0 T/D AFW P/P로 가는 증기공급밸브 AB-HS-211

회복P.10 2.5 T/D AFW P/P로의 증기 공급 차단밸AB-HS-211

회복P.20 1.5 T/D AFW P/P로의 증기 공급 차단밸AB-HS-211

부수-0 12.0 T/D AFW P/P AB-HS-211

부수-0 13.2 T/D AFW P/P AB-HS-211

회복H.20 4.0 T/D AFW P/P 증기 공급밸브 AB-HS-211

부수-0 11.1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격 AB-HS-211

비상-2 4.0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공 AB-HS-211

비상-3 3.3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공 AB-HS-211

부수-2.1 1.0 T/D AFW P/P의 증기공급밸브  AB-HS-211

회복H.20 8.0 T/D AFW PP로의 증기 공급밸브 AB-HS-211

비상-3 1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SG 2 MSL DRN TRAP BYP VV N-7J-AB-HS-215 1. Tag Description과 절차서 기기명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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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보조-3.1 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보조-3.2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부수-1.1 31.1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부수-3.3 2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부수-3.3 32.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회복C.20 9.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회복H.10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회복H.20 8.0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보조-3.2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보조-3.3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보조-3.3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부수-1.1 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부수-1.1 30.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부수-1.1 3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부수-1.1 3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부수-3.1 11.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부수-3.2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회복C.20 13.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215

회복C.10 17.0 주증기관 배수밸브 HS-215 1. Tag 번호 AB-HS-215

비상-3 3.2 PORV 차단밸브 AB-HS-251 SG 2 POWER-OPRD RELIEF BLOCK VA-7J-AB-HS-251

비상-3 32.4 보조 증기 공급 차단밸브 AB-HS-3 MS TO AUX STM HDR ISO VV N-7J-AB-HS-3

부수-3.1 29.4 주증기 모관 보조 증기 공급 차단밸AB-HS-3

부수-3.2 23.4 주증기 모관 보조 증기 공급 차단밸AB-HS-3

부수-3.3 16.4 주증기 모관 보조 증기 공급 차단밸AB-HS-3

부수-2.1 1.0 주증기관 배수 격리밸브 AB-HS-307 STM GENERATOR 3 STM LINE DRN VVA-7J-AB-HS-307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3 1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STM GEN 3 STEAM LINE DRN ISO VV B-7J-AB-HS-307B 2. Tag Description 이 서로 다름

보조-3.1 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3. "배수밸브"와  "배수격리밸브" 혼용

보조-3.2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부수-1.1 31.1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부수-3.3 2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부수-3.3 32.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회복C.20 9.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회복H.10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회복H.20 8.0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보조-3.2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보조-3.3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보조-3.3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부수-1.1 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부수-1.1 30.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부수-1.1 3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부수-1.1 3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부수-3.1 11.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부수-3.2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회복C.20 13.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07

비상-0 13.3 주증기관 배수밸브 AB-HS-307

부수-0 10.6 주증기관 배수밸브 AB-HS-307

회복C.10 17.0 주증기관 배수밸브 AB-HS-307

비상-3 3.6 S/G의 증기관 배수 격리밸브 AB-HS-307

비상-2 4.0 S/G의 증기관 배수밸브 AB-HS-307

회복S.10 12.0 S/G의 증기관 배수밸브 AB-HS-307

회복H.30 7.0 MSIV 및 우회밸브 AB-HS-308 STM GENERATOR 3 MN STEAM ISO V A-7J-AB-HS-308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2 1.1 주증기 격리밸브 AB-HS-308 STM GENERATOR 3 MN STEAM ISO V B-7J-AB-HS-308B

회복S.10 2.1 MSIV AB-HS-308 SG 3 MAIN STEAM ISO VALVE EXCER A-7J-AB-HS-308C

회복S.10 10.0 MSIV AB-HS-308 SG 3 MAIN STEAM ISO VALVE EXCER B-7J-AB-HS-308D

부수-2.1 1.0 MSIV 및 MSIV 우회밸브 AB-HS-308

비상-0 13.2 MSIV 우회밸브 AB-HS-308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308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308

회복Z.10 5.0 MSIV와 우회밸브 AB-HS-308

부수-0 10.1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308

회복P.10 2.5 MSIV 및 우회밸브 AB-HS-308

회복P.20 1.5 MSIV 및 우회밸브 AB-HS-308

비상-3 3.7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308

회복H.30 7.0 MSIV 및 우회밸브 AB-HS-309 STM GEN 3 MAIN STM ISO BYP VV A-7J-AB-HS-309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2 1.2 주증기 격리밸브 우회밸브 AB-HS-309 STM GEN 3 MAIN STM ISO BYP VV B-7J-AB-HS-309B

부수-2.1 1.0 MSIV 및 MSIV 우회밸브 AB-HS-309

비상-0 13.2 MSIV 우회밸브 AB-HS-309

회복H.40 2.0 MSIV 우회밸브 AB-HS-309

회복S.10 2.1 MSIV 우회밸브 AB-HS-309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309

회복S.10 6.2 MSIV 우회밸브 AB-HS-309

회복S.10 10.0 MSIV 우회밸브 AB-HS-309

회복Z.10 5.0 MSIV와 우회밸브 AB-HS-309

부수-0 10.1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309

회복P.10 2.5 S/G의 MSIV 및 우회밸브 AB-HS-309

회복P.20 1.5 S/G의 MSIV 및 우회밸브 AB-HS-309

보조-3.3 10.1 S/G의 MSIV 우회밸브 AB-HS-309

비상-3 3.7 S/G의 MSIV와 MSIV 우회밸브 AB-HS-309

회복H.20 4.0 MSIV 우회밸브 AB-HS-309A

회복H.20 8.0 MSIV 우회밸브 AB-HS-309A

회복H.20 4.0 MSIV 우회밸브 AB-HS-309B

회복H.20 8.0 MSIV 우회밸브 AB-HS-309B

회복H.30 6.0 과충수 S/G로부터 T/D AFW P/P의 증AB-HS-310 SG1 TO AFP TBN WARMG VV B-7J-AB-H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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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회복S.10 12.0 S/G로부터 T/D AFW P/P로 가는 증기AB-HS-310

회복P.10 2.5 S/G로부터 T/D AFW P/P로의 증기 공AB-HS-310

회복P.20 1.5 S/G로부터 T/D AFW P/P로의 증기 공AB-HS-310

부수-0 12.0 T/D AFW P/P AB-HS-310

부수-0 13.2 T/D AFW P/P AB-HS-310

회복H.20 4.0 T/D AFW P/P 증기 공급밸브 AB-HS-310

부수-0 11.1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격 AB-HS-310

비상-2 4.0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공 AB-HS-310

비상-3 3.3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공 AB-HS-310

부수-2.1 1.0 T/D AFW P/P의 증기공급밸브  AB-HS-310

회복H.20 8.0 T/D AFW PP로의 증기 공급밸브 AB-HS-310

회복H.30 6.0 과충수 S/G로부터 T/D AFW P/P의 증AB-HS-311 SG1 TO AFP TBN SPLY VV B-7J-AB-HS-311

비상-0 7.2 증기공급 밸브 AB-HS-311

회복S.10 3.2 증기공급 밸브 AB-HS-311

회복S.10 12.0 S/G로부터 T/D AFW P/P로 가는 증기AB-HS-311

회복P.10 2.5 S/G로부터 T/D AFW P/P로의 증기 공AB-HS-311

회복P.20 1.5 S/G로부터 T/D AFW P/P로의 증기 공AB-HS-311

부수-0 12.0 T/D AFW P/P AB-HS-311

부수-0 13.2 T/D AFW P/P AB-HS-311

회복H.20 4.0 T/D AFW P/P 증기 공급밸브 AB-HS-311

부수-0 11.1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격 AB-HS-311

비상-2 4.0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공 AB-HS-311

비상-3 3.3 T/D AFW P/P로 공급하는 증기 공 AB-HS-311

부수-2.1 1.0 T/D AFW P/P의 증기공급밸브  AB-HS-311

회복H.20 8.0 T/D AFW PP로의 증기 공급밸브 AB-HS-311

비상-3 1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SG 2 MSL DRN TRAP BYP VV N-7J-AB-HS-315 1. Tag Description과 절차서 기기명이 다름

보조-3.1 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보조-3.2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부수-1.1 31.1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부수-3.3 2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부수-3.3 32.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회복C.20 9.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회복H.10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회복H.20 8.0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보조-3.2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보조-3.3 5.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보조-3.3 15.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부수-1.1 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부수-1.1 30.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부수-1.1 34.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부수-1.1 36.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부수-3.1 11.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부수-3.2 6.3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회복C.20 13.2 주증기관 배수 밸브 AB-HS-315

회복C.10 17.0 주증기관 배수밸브 HS-315 1. Tag 번호 AB-HS-315

비상-3 3.2 PORV 차단밸브 AB-HS-351 SG 3 POWER-OPRD RELIEF BLOCK VA-7J-AB-HS-351

보조-0.1 8.0 증기덤프를 “압력모드”로 전환 AB-HS-464 STEAM DUMP CNTR MODE SELECT N-7J-AB-HS-464

보조-1.1 15.0 증기덤프를 “압력모드”로 전환 AB-HS-464

보조-0.1 1.0 증기덤프 AB-HS-464A STEAM DUMP AVG TEMP TRN A BYP A-7J-AB-HS-464A

보조-0.1 1.0 증기덤프 AB-HS-464B STEAM DUMP AVG TEMP TRN B BYP B-7J-AB-HS-464B

비상-3 3.2 PORV 차단밸브 AB-HS-551 SG 1 POWER-OPRD RELIEF BLOCK VB-7J-AB-HS-551

비상-3 3.2 PORV 차단밸브 AB-HS-651 SG 2 POWER-OPRD RELIEF BLOCK VB-7J-AB-HS-651

비상-3 3.2 PORV 차단밸브 AB-HS-751 SG 3 POWER-OPRD RELIEF BLOCK VB-7J-AB-HS-751

비상-0 22.1 S/G AB-PI-474 STEAM GEN 1 STEAM PRESS B-7J-AB-PI-474

비상-0 22.1 S/G AB-PI-474

비상-1 2.1 S/G AB-PI-474

비상-1 2.1 S/G AB-PI-474

보조-0 2.1 S/G AB-PI-474

보조-0 2.1 S/G AB-PI-474

비상-1 9.0 S/G 압력 AB-PI-474

비상-0 22.1 S/G AB-PI-475 STEAM GEN 1 STEAM PRESS C-7J-AB-PI-475

비상-0 22.1 S/G AB-PI-475

비상-1 2.1 S/G AB-PI-475

비상-1 2.1 S/G AB-PI-475

보조-0 2.1 S/G AB-PI-475

보조-0 2.1 S/G AB-PI-475

비상-1 9.0 S/G 압력 AB-PI-475

비상-0 22.1 S/G AB-PI-476 STEAM GEN 1 STEAM PRESS D-7J-AB-PI-476

비상-0 22.1 S/G AB-PI-476

비상-1 2.1 S/G AB-PI-476

비상-1 2.1 S/G AB-PI-476

보조-0 2.1 S/G AB-PI-476

보조-0 2.1 S/G AB-PI-476

비상-1 9.0 S/G 압력 AB-PI-476

비상-0 22.1 S/G AB-PI-484 STEAM GEN 2 STEAM PRESS B-7J-AB-PI-484

비상-1 2.1 S/G AB-PI-484

비상-1 2.1 S/G AB-PI-484

보조-0 2.1 S/G AB-PI-484

보조-0 2.1 S/G AB-PI-484

비상-1 9.0 S/G 압력 AB-PI-484

비상-0 22.1 S/G AB-PI-484 

비상-0 22.1 S/G AB-PI-485 STEAM GEN 2 STEAM PRESS C-7J-AB-PI-485

비상-1 2.1 S/G AB-PI-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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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1 2.1 S/G AB-PI-485

보조-0 2.1 S/G AB-PI-485

보조-0 2.1 S/G AB-PI-485

비상-1 9.0 S/G 압력 AB-PI-485

비상-0 22.1 S/G AB-PI-485 

비상-0 22.1 S/G AB-PI-486 STEAM GEN 2 STEAM PRESS D-7J-AB-PI-486

비상-1 2.1 S/G AB-PI-486

비상-1 2.1 S/G AB-PI-486

보조-0 2.1 S/G AB-PI-486

보조-0 2.1 S/G AB-PI-486

비상-1 9.0 S/G 압력 AB-PI-486

비상-0 22.1 S/G AB-PI-486 

비상-0 22.1 S/G AB-PI-494 STEAM GEN 3 STEAM PRESS B-7J-AB-PI-494

비상-0 22.1 S/G AB-PI-494

비상-1 2.1 S/G AB-PI-494

비상-1 2.1 S/G AB-PI-494

보조-0 2.1 S/G AB-PI-494

보조-0 2.1 S/G AB-PI-494

비상-1 9.0 S/G 압력 AB-PI-494

비상-0 22.1 S/G AB-PI-495 STEAM GEN 3 STEAM PRESS C-7J-AB-PI-495

비상-0 22.1 S/G AB-PI-495

비상-1 2.1 S/G AB-PI-495

비상-1 2.1 S/G AB-PI-495

보조-0 2.1 S/G AB-PI-495

보조-0 2.1 S/G AB-PI-495

비상-1 9.0 S/G 압력 AB-PI-495

비상-0 22.1 S/G AB-PI-496 STEAM GEN 3 STEAM PRESS D-7J-AB-PI-496

비상-0 22.1 S/G AB-PI-496

비상-1 2.1 S/G AB-PI-496

비상-1 2.1 S/G AB-PI-496

보조-0 2.1 S/G AB-PI-496

보조-0 2.1 S/G AB-PI-496

비상-1 9.0 S/G 압력 AB-PI-496

회복H.30 5.0 과충수 S/G PORV 제어기 AB-PIK-101 SG 1 POWER-OPRD RELIEF VALVE A-7J-AB-PIK-101

비상-1 15.5 S/G 압력이 RCS 압력 미만으로 감AB-PIK-101

보조-0.1 1.0 S/G PORV AB-PIK-101

보조-0.1 8.0 S/G PORV AB-PIK-101

보조-0.2 6.2 S/G PORV AB-PIK-101

보조-1.1 15.0 S/G PORV AB-PIK-101

부수-0 16.3 S/G PORV AB-PIK-101

부수-0 23.1 S/G PORV AB-PIK-101

회복H.20 4.0 S/G PORV AB-PIK-101

회복H.40 1.0 S/G PORV AB-PIK-101

비상-0 19.0 S/G PORV 제어기 AB-PIK-101

비상-3 14.2 S/G PORV 제어기 AB-PIK-101

보조-3.1 5.3 S/G PORV 제어기 AB-PIK-101

부수-1.1 30.2 S/G PORV 제어기 AB-PIK-101

부수-3.2 6.3 S/G PORV 제어기 AB-PIK-101

부수-3.3 24.2 S/G PORV 제어기 AB-PIK-101

부수-3.3 32.3 S/G PORV 제어기 AB-PIK-101

회복C.10 9.1 S/G PORV 제어기 AB-PIK-101

회복C.20 9.2 S/G PORV 제어기 AB-PIK-101

회복C.20 13.2 S/G PORV 제어기 AB-PIK-101

회복H.10 6.3 S/G PORV 제어기 AB-PIK-101

회복H.10 12.0 S/G PORV 제어기 AB-PIK-101

보조-3.2 5.2 S/G PORV 제어기 AB-PIK-101

보조-3.2 15.3 S/G PORV 제어기 AB-PIK-101

보조-3.3 5.2 S/G PORV 제어기 AB-PIK-101

보조-3.3 15.3 S/G PORV 제어기 AB-PIK-101

부수-1.1 6.2 S/G PORV 제어기 AB-PIK-101

부수-1.1 31.1 S/G PORV 제어기 AB-PIK-101

부수-1.1 34.2 S/G PORV 제어기 AB-PIK-101

부수-1.1 36.2 S/G PORV 제어기 AB-PIK-101

부수-3.1 11.3 S/G PORV 제어기 AB-PIK-101

부수-0.1 8.2 S/G PORV의 제어기 AB-PIK-101

보조-1.2 7.3 S/G의 PORV AB-PIK-101

부수-0 11.1 S/G의 PORV AB-PIK-101

부수-0 12.0 S/G의 PORV AB-PIK-101

회복H.20 8.0 S/G의 PORV AB-PIK-101

회복H.40 2.0 S/G의 PORV AB-PIK-101

보조-3.3 10.0 S/G의 PORV 제어기 AB-PIK-101

회복H.30 5.0 과충수 S/G PORV 제어기 AB-PIK-110 SG 1 POWER-OPRD RELIEF VALVE B-7J-AB-PIK-110

비상-1 15.5 S/G 압력이 RCS 압력 미만으로 감AB-PIK-110

보조-0.1 1.0 S/G PORV AB-PIK-110

보조-0.1 8.0 S/G PORV AB-PIK-110

보조-0.2 6.2 S/G PORV AB-PIK-110

보조-1.1 15.0 S/G PORV AB-PIK-110

부수-0 16.3 S/G PORV AB-PIK-110

부수-0 23.1 S/G PORV AB-PIK-110

회복H.20 4.0 S/G PORV AB-PIK-110

회복H.40 1.0 S/G PORV AB-PIK-110

비상-0 19.0 S/G PORV 제어기 AB-PIK-110

비상-3 14.2 S/G PORV 제어기 AB-PIK-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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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3.1 5.3 S/G PORV 제어기 AB-PIK-110

부수-1.1 30.2 S/G PORV 제어기 AB-PIK-110

부수-3.2 6.3 S/G PORV 제어기 AB-PIK-110

부수-3.3 24.2 S/G PORV 제어기 AB-PIK-110

부수-3.3 32.3 S/G PORV 제어기 AB-PIK-110

회복C.10 9.1 S/G PORV 제어기 AB-PIK-110

회복C.20 9.2 S/G PORV 제어기 AB-PIK-110

회복C.20 13.2 S/G PORV 제어기 AB-PIK-110

회복H.10 6.3 S/G PORV 제어기 AB-PIK-110

회복H.10 12.0 S/G PORV 제어기 AB-PIK-110

보조-3.2 5.2 S/G PORV 제어기 AB-PIK-110

보조-3.2 15.3 S/G PORV 제어기 AB-PIK-110

보조-3.3 5.2 S/G PORV 제어기 AB-PIK-110

보조-3.3 15.3 S/G PORV 제어기 AB-PIK-110

부수-1.1 6.2 S/G PORV 제어기 AB-PIK-110

부수-1.1 31.1 S/G PORV 제어기 AB-PIK-110

부수-1.1 34.2 S/G PORV 제어기 AB-PIK-110

부수-1.1 36.2 S/G PORV 제어기 AB-PIK-110

부수-3.1 11.3 S/G PORV 제어기 AB-PIK-110

부수-0.1 8.2 S/G PORV의 제어기 AB-PIK-110

보조-1.2 7.3 S/G의 PORV AB-PIK-110

부수-0 11.1 S/G의 PORV AB-PIK-110

부수-0 12.0 S/G의 PORV AB-PIK-110

회복H.20 8.0 S/G의 PORV AB-PIK-110

회복H.40 2.0 S/G의 PORV AB-PIK-110

보조-3.3 10.0 S/G의 PORV 제어기 AB-PIK-110

회복H.30 5.0 과충수 S/G PORV 제어기 AB-PIK-201 SG 2 POWER-OPRD RELIEF VALVE A-7J-AB-PIK-201

비상-1 15.5 S/G 압력이 RCS 압력 미만으로 감AB-PIK-201

보조-0.1 1.0 S/G PORV AB-PIK-201

보조-0.1 8.0 S/G PORV AB-PIK-201

보조-0.2 6.2 S/G PORV AB-PIK-201

보조-1.1 15.0 S/G PORV AB-PIK-201

부수-0 16.3 S/G PORV AB-PIK-201

부수-0 23.1 S/G PORV AB-PIK-201

회복H.20 4.0 S/G PORV AB-PIK-201

회복H.40 1.0 S/G PORV AB-PIK-201

비상-0 19.0 S/G PORV 제어기 AB-PIK-201

비상-3 14.2 S/G PORV 제어기 AB-PIK-201

보조-3.1 5.3 S/G PORV 제어기 AB-PIK-201

부수-1.1 30.2 S/G PORV 제어기 AB-PIK-201

부수-3.2 6.3 S/G PORV 제어기 AB-PIK-201

부수-3.3 24.2 S/G PORV 제어기 AB-PIK-201

부수-3.3 32.3 S/G PORV 제어기 AB-PIK-201

회복C.10 9.1 S/G PORV 제어기 AB-PIK-201

회복C.20 9.2 S/G PORV 제어기 AB-PIK-201

회복C.20 13.2 S/G PORV 제어기 AB-PIK-201

회복H.10 6.3 S/G PORV 제어기 AB-PIK-201

회복H.10 12.0 S/G PORV 제어기 AB-PIK-201

보조-3.2 5.2 S/G PORV 제어기 AB-PIK-201

보조-3.2 15.3 S/G PORV 제어기 AB-PIK-201

보조-3.3 5.2 S/G PORV 제어기 AB-PIK-201

보조-3.3 15.3 S/G PORV 제어기 AB-PIK-201

부수-1.1 6.2 S/G PORV 제어기 AB-PIK-201

부수-1.1 31.1 S/G PORV 제어기 AB-PIK-201

부수-1.1 34.2 S/G PORV 제어기 AB-PIK-201

부수-1.1 36.2 S/G PORV 제어기 AB-PIK-201

부수-3.1 11.3 S/G PORV 제어기 AB-PIK-201

부수-0.1 8.2 S/G PORV의 제어기 AB-PIK-201

보조-1.2 7.3 S/G의 PORV AB-PIK-201

부수-0 11.1 S/G의 PORV AB-PIK-201

부수-0 12.0 S/G의 PORV AB-PIK-201

회복H.20 8.0 S/G의 PORV AB-PIK-201

회복H.40 2.0 S/G의 PORV AB-PIK-201

보조-3.3 10.0 S/G의 PORV 제어기 AB-PIK-201

회복H.30 5.0 과충수 S/G PORV 제어기 AB-PIK-220 SG 2 POWER-OPRD RELIEF VALVE B-7J-AB-PIK-220

비상-1 15.5 S/G 압력이 RCS 압력 미만으로 감AB-PIK-220

보조-0.1 1.0 S/G PORV AB-PIK-220

보조-0.1 8.0 S/G PORV AB-PIK-220

보조-0.2 6.2 S/G PORV AB-PIK-220

보조-1.1 15.0 S/G PORV AB-PIK-220

부수-0 16.3 S/G PORV AB-PIK-220

부수-0 23.1 S/G PORV AB-PIK-220

회복H.20 4.0 S/G PORV AB-PIK-220

회복H.40 1.0 S/G PORV AB-PIK-220

비상-0 19.0 S/G PORV 제어기 AB-PIK-220

비상-3 14.2 S/G PORV 제어기 AB-PIK-220

보조-3.1 5.3 S/G PORV 제어기 AB-PIK-220

부수-1.1 30.2 S/G PORV 제어기 AB-PIK-220

부수-3.2 6.3 S/G PORV 제어기 AB-PIK-220

부수-3.3 24.2 S/G PORV 제어기 AB-PIK-220

부수-3.3 32.3 S/G PORV 제어기 AB-PIK-220

회복C.10 9.1 S/G PORV 제어기 AB-PIK-220

회복C.20 9.2 S/G PORV 제어기 AB-PIK-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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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C.20 13.2 S/G PORV 제어기 AB-PIK-220

회복H.10 6.3 S/G PORV 제어기 AB-PIK-220

회복H.10 12.0 S/G PORV 제어기 AB-PIK-220

보조-3.2 5.2 S/G PORV 제어기 AB-PIK-220

보조-3.2 15.3 S/G PORV 제어기 AB-PIK-220

보조-3.3 5.2 S/G PORV 제어기 AB-PIK-220

보조-3.3 15.3 S/G PORV 제어기 AB-PIK-220

부수-1.1 6.2 S/G PORV 제어기 AB-PIK-220

부수-1.1 31.1 S/G PORV 제어기 AB-PIK-220

부수-1.1 34.2 S/G PORV 제어기 AB-PIK-220

부수-1.1 36.2 S/G PORV 제어기 AB-PIK-220

부수-3.1 11.3 S/G PORV 제어기 AB-PIK-220

부수-0.1 8.2 S/G PORV의 제어기 AB-PIK-220

보조-1.2 7.3 S/G의 PORV AB-PIK-220

부수-0 11.1 S/G의 PORV AB-PIK-220

부수-0 12.0 S/G의 PORV AB-PIK-220

회복H.20 8.0 S/G의 PORV AB-PIK-220

회복H.40 2.0 S/G의 PORV AB-PIK-220

보조-3.3 10.0 S/G의 PORV 제어기 AB-PIK-220

회복H.30 5.0 과충수 S/G PORV 제어기 AB-PIK-301 SG 3 POWER-OPRD RELIEF VALVE A-7J-AB-PIK-301

비상-1 15.5 S/G 압력이 RCS 압력 미만으로 감AB-PIK-301

보조-0.1 1.0 S/G PORV AB-PIK-301

보조-0.1 8.0 S/G PORV AB-PIK-301

보조-0.2 6.2 S/G PORV AB-PIK-301

보조-1.1 15.0 S/G PORV AB-PIK-301

부수-0 16.3 S/G PORV AB-PIK-301

부수-0 23.1 S/G PORV AB-PIK-301

회복H.20 4.0 S/G PORV AB-PIK-301

회복H.40 1.0 S/G PORV AB-PIK-301

비상-0 19.0 S/G PORV 제어기 AB-PIK-301

비상-3 14.2 S/G PORV 제어기 AB-PIK-301

보조-3.1 5.3 S/G PORV 제어기 AB-PIK-301

부수-1.1 30.2 S/G PORV 제어기 AB-PIK-301

부수-3.2 6.3 S/G PORV 제어기 AB-PIK-301

부수-3.3 24.2 S/G PORV 제어기 AB-PIK-301

부수-3.3 32.3 S/G PORV 제어기 AB-PIK-301

회복C.10 9.1 S/G PORV 제어기 AB-PIK-301

회복C.20 9.2 S/G PORV 제어기 AB-PIK-301

회복C.20 13.2 S/G PORV 제어기 AB-PIK-301

회복H.10 6.3 S/G PORV 제어기 AB-PIK-301

회복H.10 12.0 S/G PORV 제어기 AB-PIK-301

보조-3.2 5.2 S/G PORV 제어기 AB-PIK-301

보조-3.2 15.3 S/G PORV 제어기 AB-PIK-301

보조-3.3 5.2 S/G PORV 제어기 AB-PIK-301

보조-3.3 15.3 S/G PORV 제어기 AB-PIK-301

부수-1.1 6.2 S/G PORV 제어기 AB-PIK-301

부수-1.1 31.1 S/G PORV 제어기 AB-PIK-301

부수-1.1 34.2 S/G PORV 제어기 AB-PIK-301

부수-1.1 36.2 S/G PORV 제어기 AB-PIK-301

부수-3.1 11.3 S/G PORV 제어기 AB-PIK-301

부수-0.1 8.2 S/G PORV의 제어기 AB-PIK-301

보조-1.2 7.3 S/G의 PORV AB-PIK-301

부수-0 11.1 S/G의 PORV AB-PIK-301

부수-0 12.0 S/G의 PORV AB-PIK-301

회복H.20 8.0 S/G의 PORV AB-PIK-301

회복H.40 2.0 S/G의 PORV AB-PIK-301

보조-3.3 10.0 S/G의 PORV 제어기 AB-PIK-301

회복H.30 5.0 과충수 S/G PORV 제어기 AB-PIK-320 SG 3 POWER-OPRD RELIEF VALVE B-7J-AB-PIK-320

비상-1 15.5 S/G 압력이 RCS 압력 미만으로 감AB-PIK-320

보조-0.1 1.0 S/G PORV AB-PIK-320

보조-0.1 8.0 S/G PORV AB-PIK-320

보조-0.2 6.2 S/G PORV AB-PIK-320

보조-1.1 15.0 S/G PORV AB-PIK-320

부수-0 16.3 S/G PORV AB-PIK-320

부수-0 23.1 S/G PORV AB-PIK-320

회복H.20 4.0 S/G PORV AB-PIK-320

회복H.40 1.0 S/G PORV AB-PIK-320

비상-0 19.0 S/G PORV 제어기 AB-PIK-320

비상-3 14.2 S/G PORV 제어기 AB-PIK-320

보조-3.1 5.3 S/G PORV 제어기 AB-PIK-320

부수-1.1 30.2 S/G PORV 제어기 AB-PIK-320

부수-3.2 6.3 S/G PORV 제어기 AB-PIK-320

부수-3.3 24.2 S/G PORV 제어기 AB-PIK-320

부수-3.3 32.3 S/G PORV 제어기 AB-PIK-320

회복C.10 9.1 S/G PORV 제어기 AB-PIK-320

회복C.20 9.2 S/G PORV 제어기 AB-PIK-320

회복C.20 13.2 S/G PORV 제어기 AB-PIK-320

회복H.10 6.3 S/G PORV 제어기 AB-PIK-320

회복H.10 12.0 S/G PORV 제어기 AB-PIK-320

보조-3.2 5.2 S/G PORV 제어기 AB-PIK-320

보조-3.2 15.3 S/G PORV 제어기 AB-PIK-320

보조-3.3 5.2 S/G PORV 제어기 AB-PIK-320

보조-3.3 15.3 S/G PORV 제어기 AB-PIK-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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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부수-1.1 6.2 S/G PORV 제어기 AB-PIK-320

부수-1.1 31.1 S/G PORV 제어기 AB-PIK-320

부수-1.1 34.2 S/G PORV 제어기 AB-PIK-320

부수-1.1 36.2 S/G PORV 제어기 AB-PIK-320

부수-3.1 11.3 S/G PORV 제어기 AB-PIK-320

부수-0.1 8.2 S/G PORV의 제어기 AB-PIK-320

보조-1.2 7.3 S/G의 PORV AB-PIK-320

부수-0 11.1 S/G의 PORV AB-PIK-320

부수-0 12.0 S/G의 PORV AB-PIK-320

회복H.20 8.0 S/G의 PORV AB-PIK-320

회복H.40 2.0 S/G의 PORV AB-PIK-320

보조-3.3 10.0 S/G의 PORV 제어기 AB-PIK-320

회복H.40 1.0 복수기 증기덤프 AB-PK-464 STEAM HEADER PRESSURE N-7J-AB-PK-464

회복P.10 2.1 S/G PORV AB-ZL-101 SG 1 POWER-OPRD RELIEF VV POSNN-7J-AB-ZL-101

회복P.20 1.1 S/G PORV AB-ZL-101

부수-2.1 1.0 S/G PORV AB-ZL-101

비상-2 4.0 S/G의 PORV AB-ZL-101

회복S.10 12.0 S/G의 PORV AB-ZL-101

비상-3 3.2 S/G의 PORV AB-ZL-101

회복P.10 2.1 S/G PORV AB-ZL-110 SG 1 POWER-OPRD RELIEF VV POSNN-7J-AB-ZL-110

회복P.20 1.1 S/G PORV AB-ZL-110

부수-2.1 1.0 S/G PORV AB-ZL-110

비상-2 4.0 S/G의 PORV AB-ZL-110

회복S.10 12.0 S/G의 PORV AB-ZL-110

비상-3 3.2 S/G의 PORV AB-ZL-110

회복P.10 2.1 S/G PORV AB-ZL-201 SG 2 POWER-OPRD RELIEF VV POSNN-7J-AB-ZL-201

회복P.20 1.1 S/G PORV AB-ZL-201

부수-2.1 1.0 S/G PORV AB-ZL-201

비상-2 4.0 S/G의 PORV AB-ZL-201

회복S.10 12.0 S/G의 PORV AB-ZL-201

비상-3 3.2 S/G의 PORV AB-ZL-201

회복P.10 2.1 S/G PORV AB-ZL-220 SG 2 POWER-OPRD RELIEF VV POSNN-7J-AB-ZL-220

회복P.20 1.1 S/G PORV AB-ZL-220

부수-2.1 1.0 S/G PORV AB-ZL-220

비상-2 4.0 S/G의 PORV AB-ZL-220

회복S.10 12.0 S/G의 PORV AB-ZL-220

비상-3 3.2 S/G의 PORV AB-ZL-220

회복P.10 2.1 S/G PORV AB-ZL-301 SG 3 POWER-OPRD RELIEF VV POSNN-7J-AB-ZL-301

회복P.20 1.1 S/G PORV AB-ZL-301

부수-2.1 1.0 S/G PORV AB-ZL-301

비상-2 4.0 S/G의 PORV AB-ZL-301

회복S.10 12.0 S/G의 PORV AB-ZL-301

비상-3 3.2 S/G의 PORV AB-ZL-301

회복P.10 2.1 S/G PORV AB-ZL-320 SG 3 POWER-OPRD RELIEF VV POSNN-7J-AB-ZL-320

회복P.20 1.1 S/G PORV AB-ZL-320

부수-2.1 1.0 S/G PORV AB-ZL-320

비상-2 4.0 S/G의 PORV AB-ZL-320

회복S.10 12.0 S/G의 PORV AB-ZL-320

비상-3 3.2 S/G의 PORV AB-ZL-320

부수-0 9.0 CST가 집수정(HOT WELL) 으로부터AD-HS-116 CONDENSER A NORM MAKEUP VV N-7J-AD-HS-116

부수-0 9.0 CST가 집수정(HOT WELL) 으로부터AD-HS-117 CONDENSER A NORM MAKEUP VV N-7J-AD-HS-117

부수-0 9.0 CST가 집수정(HOT WELL) 으로부터AD-HS-119 CONDENSER B NORM MAKEUP VV N-7J-AD-HS-119

부수-0 9.0 CST가 집수정(HOT WELL) 으로부터AD-HS-120 CONDENSER B NORM MAKEUP VV N-7J-AD-HS-120

부수-0 9.0 CST가 집수정(HOT WELL) 으로부터AD-HS-176 CONDENSER C NORM MAKEUP VV N-7J-AD-HS-176

부수-0 9.0 CST가 집수정(HOT WELL) 으로부터AD-HS-177 CONDENSER C NORM MAKEUP VV N-7J-AD-HS-177

회복H.10 6.4 COP AD-HS-9 CONDENSATE PUMP A N-7J-AD-HS-9

회복H.10 6.4 COP AD-HS-18 CONDENSATE PUMP B N-7J-AD-HS-18

회복H.10 6.4 COP AD-HS-27 CONDENSATE PUMP C N-7J-AD-HS-27

회복H.10 6.4 COP AD-HS-36 CONDENSATE PUMP D N-7J-AD-HS-36

부수-3.1 29.5 복수탈염기 계통 우회 입/출구밸브AD-HS-46 CONDS POLISHER INLET VALVE N-7J-AD-HS-46

부수-3.2 23.5 복수탈염기 계통 우회 입/출구밸브AD-HS-46

부수-3.3 16.5 복수탈염기 계통 우회 입/출구밸브AD-HS-46

비상-3 32.5 입/출구밸브 AD-HS-46

부수-3.1 29.5 복수탈염기 계통 우회 입/출구밸브AD-HS-47 CONDS POLISHER OUTLET VALVE N-7J-AD-HS-47

부수-3.2 23.5 복수탈염기 계통 우회 입/출구밸브AD-HS-47

부수-3.3 16.5 복수탈염기 계통 우회 입/출구밸브AD-HS-47

비상-3 32.5 입/출구밸브 AD-HS-47

비상-3 32.2 복수 회수밸브 AD-HS-48 EXCS CONDENSATE DRAW-OFF VALVN-7J-AD-HS-48

부수-3.1 29.2 복수저장 및 이송계통 복수 회수밸AD-HS-48

부수-3.2 23.2 복수저장 및 이송계통 복수 회수밸AD-HS-48

부수-3.3 16.2 복수저장 및 이송계통 복수 회수밸AD-HS-48

부수-0 9.0 CST가 집수정(HOT WELL) 으로부터AD-HS-48

비상-3 32.3 복수기 OVERBOARD P/P AD-HS-99 OVERBOARD PUMP AND DISCH VV N-7J-AD-HS-99

부수-3.1 29.3 복수기 OVERBOARD P/P AD-HS-99

부수-3.2 23.3 복수기 OVERBOARD P/P AD-HS-99

부수-3.3 16.3 복수기 OVERBOARD P/P AD-HS-99

회복H.10 4.4 MFCV 우회밸브 AE-FIK-478 STM GEN 1 MAIN FEEDWATER FLOW N-7J-AE-FIK-478 1. Tag 번호 FIK 와 FK 혼용

회복H.20 2.1 수동으로 닫는다 AE-FK-478

회복H.30 2.2 수동으로 정지 AE-FK-478

비상-2 4.0 MFCV AE-FK-478

회복S.10 12.0 MFCV AE-FK-478

회복Z.10 6.2 MFCV 및 우회 조절밸브 AE-FK-478

회복H.10 4.4 MFCV 우회밸브 AE-FIK-479 STM GEN 1 FW FLOW (LO RNG) N-7J-AE-FK-479 1. Tag 번호 FIK 와 FK 혼용

D-8



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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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H.10 6.5 MFCV 우회밸브 AE-FIK-479 2. 용어 재검토 : 우회밸브/LO RNG

회복H.20 2.2 수동으로 닫는다 AE-FK-479

회복H.30 2.3 수동으로 닫는다 AE-FK-479

회복Z.10 6.2 MFCV 및 우회 조절밸브 AE-FK-479

비상-2 4.0 MFCV 우회밸브 AE-FK-479

회복S.10 12.0 MFCV 우회밸브 AE-FK-479

회복H.10 4.4 MFCV 우회밸브 AE-FIK-488 STM GEN 2 MAIN FEEDWATER FLOW N-7J-AE-FIK-488 1. Tag 번호 FIK 와 FK 혼용

회복H.20 2.1 수동으로 닫는다 AE-FK-488

회복H.30 2.2 수동으로 정지 AE-FK-488

비상-2 4.0 MFCV AE-FK-488

회복S.10 12.0 MFCV AE-FK-488

회복Z.10 6.2 MFCV 및 우회 조절밸브 AE-FK-488

회복H.10 4.4 MFCV 우회밸브 AE-FIK-489 STM GEN 2 FW FLOW (LO RNG) N-7J-AE-FK-489 1. Tag 번호 FIK 와 FK 혼용

회복H.10 6.5 MFCV 우회밸브 AE-FIK-489 2. 용어 재검토 : 우회밸브/LO RNG

회복H.20 2.2 수동으로 닫는다 AE-FK-489

회복H.30 2.3 수동으로 닫는다 AE-FK-489

회복Z.10 6.2 MFCV 및 우회 조절밸브 AE-FK-489

비상-2 4.0 MFCV 우회밸브 AE-FK-489

회복S.10 12.0 MFCV 우회밸브 AE-FK-489

회복H.10 4.4 MFCV 우회밸브 AE-FIK-498 STM GEN 3 MAIN FEEDWATER FLOW N-7J-AE-FIK-498 1. Tag 번호 FIK 와 FK 혼용

회복H.20 2.1 수동으로 닫는다 AE-FK-498

회복H.30 2.2 수동으로 정지 AE-FK-498

비상-2 4.0 MFCV AE-FK-498

회복S.10 12.0 MFCV AE-FK-498

회복Z.10 6.2 MFCV 및 우회 조절밸브 AE-FK-498

회복H.10 4.4 MFCV 우회밸브 AE-FIK-499 STM GEN 3 FW FLOW (LO RNG) N-7J-AE-FK-499 1. Tag 번호 FIK 와 FK 혼용

회복H.10 6.5 MFCV 우회밸브 AE-FIK-499 2. 용어 재검토 : 우회밸브/LO RNG

회복H.20 2.2 수동으로 닫는다 AE-FK-499

회복H.30 2.3 수동으로 닫는다 AE-FK-499

회복Z.10 6.2 MFCV 및 우회 조절밸브 AE-FK-499

비상-2 4.0 MFCV 우회밸브 AE-FK-499

회복S.10 12.0 MFCV 우회밸브 AE-FK-499

회복H.10 4.3 S/U FWP AE-HS-221 START UP FW PP DISCH VV N-7J-AE-HS-932 1. HS 번호 오타-> 221은 펌프번호임

비상-0 5.0 MFIV AE-HS-52 STM GENERATOR 1 FEEDWTR ISO VVA-7J-AE-HS-52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2 4.0 MFIV AE-HS-52 STM GENERATOR 1 FEEDWTR ISO VVB-7J-AE-HS-52B

부수-2.1 1.0 MFIV AE-HS-52 STM GENERATOR 1 FW ISO VV EXCERA-7J-AE-HS-52C

회복H.10 4.2 MFIV AE-HS-52 STM GENERATOR 1 FW ISO VV EXCERB-7J-AE-HS-52D

회복H.10 6.5 MFIV AE-HS-52

회복H.20 2.3 MFIV AE-HS-52

회복H.30 2.4 MFIV AE-HS-52

회복S.10 12.0 MFIV AE-HS-52

부수-0 10.3 MFIV AE-HS-52

회복H.20 2.3 수동으로 닫는다 AE-HS-52A

회복H.30 2.4 수동으로 닫는다 AE-HS-52A

회복H.20 2.3 수동으로 닫는다 AE-HS-52B

회복H.30 2.4 수동으로 닫는다 AE-HS-52B

비상-0 5.0 MFIV AE-HS-54 STM GENERATOR 2 FEEDWTR ISO VVA-7J-AE-HS-54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2 4.0 MFIV AE-HS-54 STM GENERATOR 2 FEEDWTR ISO VVB-7J-AE-HS-54B

부수-2.1 1.0 MFIV AE-HS-54 STM GENERATOR 2 FW ISO VV EXCERA-7J-AE-HS-54C

회복H.10 4.2 MFIV AE-HS-54 STM GENERATOR 2 FW ISO VV EXCERB-7J-AE-HS-54D

회복H.10 6.5 MFIV AE-HS-54

회복H.20 2.3 MFIV AE-HS-54

회복H.30 2.4 MFIV AE-HS-54

회복S.10 12.0 MFIV AE-HS-54

부수-0 10.3 MFIV AE-HS-54

회복H.30 2.4 수동으로 닫는다 AE-HS-54A

회복H.20 2.3 수동으로 닫는다 AE-HS-54A 

회복H.30 2.4 수동으로 닫는다 AE-HS-54B

회복H.20 2.3 수동으로 닫는다 AE-HS-54B 

비상-0 5.0 MFIV AE-HS-56 STM GENERATOR 3 FEEDWTR ISO VVA-7J-AE-HS-56A 1. 절차서 Tag번호와 Tag번호가 다름

비상-2 4.0 MFIV AE-HS-56 STM GENERATOR 3 FEEDWTR ISO VVB-7J-AE-HS-56B

부수-2.1 1.0 MFIV AE-HS-56 STM GENERATOR 3 FW ISO VV EXCERA-7J-AE-HS-56C

회복H.10 4.2 MFIV AE-HS-56 STM GENERATOR 3 FW ISO VV EXCERB-7J-AE-HS-56D

회복H.10 6.5 MFIV AE-HS-56

회복H.20 2.3 MFIV AE-HS-56

회복H.30 2.4 MFIV AE-HS-56

회복S.10 12.0 MFIV AE-HS-56

부수-0 10.3 MFIV AE-HS-56

회복H.30 2.4 수동으로 닫는다 AE-HS-56A

회복H.20 2.3 수동으로 닫는다 AE-HS-56A 

회복H.30 2.4 수동으로 닫는다 AE-HS-56B

회복H.20 2.3 수동으로 닫는다 AE-HS-56B 

비상-3 2.0 S/G "A" AE-LI-473 STEAM GEN 1 NARR RG LEVEL D-7J-AE-LI-473

비상-3 2.0 S/G "A" AE-LI-476 STEAM GEN 1 NARR RG LEVEL C-7J-AE-LI-476

비상-3 2.0 S/G "B" AE-LI-483 STEAM GEN 2 NARR RG LEVEL D-7J-AE-LI-483

비상-3 2.0 S/G "B" AE-LI-486 STEAM GEN 2 NARR RG LEVEL C-7J-AE-LI-486

비상-3 2.0 S/G "C" AE-LI-493 STEAM GEN 3 NARR RG LEVEL D-7J-AE-LI-493

비상-3 2.0 S/G "C" AE-LI-496 STEAM GEN 3 NARR RG LEVEL C-7J-AE-LI-496

비상-0 5.0 MFCV AE-ZL-478 SG 1 MAIN FW CONTR VV POS N-7J-AE-ZL-478

부수-2.1 1.0 MFCV AE-ZL-478

회복H.20 2.1 MFCV AE-ZL-478

회복H.30 2.2 MFCV AE-ZL-478

보조-0.1 2.2 MFCV AE-ZL-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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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0 10.2 MFCV와 MFCV 우회밸브 AE-ZL-478

비상-0 5.0 MFCV AE-ZL-479 SG 1 LO PWR FW CONTR VV POS N-7J-AE-ZL-479 1. 용어 재검토 : 우회밸브/LO RNG/

회복H.30 2.3 MFCV 우회밸브 AE-ZL-479    LO PWR

부수-2.1 1.0 MFCV 우회밸브 AE-ZL-479

회복H.20 2.2 MFCV 우회조절밸브 AE-ZL-479

부수-0 10.2 MFCV와 MFCV 우회밸브 AE-ZL-479

비상-0 5.0 MFCV AE-ZL-488 SG 2 MAIN FW CONTR VV POS N-7J-AE-ZL-488

부수-2.1 1.0 MFCV AE-ZL-488

회복H.20 2.1 MFCV AE-ZL-488

회복H.30 2.2 MFCV AE-ZL-488

보조-0.1 2.2 MFCV AE-ZL-488

회복H.30 2.3 MFCV 우회밸브 AE-ZL-488

부수-0 10.2 MFCV와 MFCV 우회밸브 AE-ZL-488

부수-2.1 1.0 MFCV 우회밸브 AE-ZL-489 SG 2 LO PWR FW CONTR VV POS N-7J-AE-ZL-489 1. 용어 재검토 : 우회밸브/LO RNG/

회복H.20 2.2 MFCV 우회조절밸브 AE-ZL-489    LO PWR

부수-0 10.2 MFCV와 MFCV 우회밸브 AE-ZL-489

비상-0 5.0 MFCV AE-ZL-489 

비상-0 5.0 MFCV AE-ZL-498 SG 3 MAIN FW CONTR VV POS N-7J-AE-ZL-498

부수-2.1 1.0 MFCV AE-ZL-498

회복H.20 2.1 MFCV AE-ZL-498

회복H.30 2.2 MFCV AE-ZL-498

보조-0.1 2.2 MFCV AE-ZL-498

회복H.30 2.3 MFCV 우회밸브 AE-ZL-498

부수-0 10.2 MFCV와 MFCV 우회밸브 AE-ZL-498

비상-0 5.0 MFCV AE-ZL-499 SG 3 LO PWR FW CONTR VV POS N-7J-AE-ZL-499 1. 용어 재검토 : 우회밸브/LO RNG/

부수-2.1 1.0 MFCV 우회밸브 AE-ZL-499    LO PWR

회복H.20 2.2 MFCV 우회조절밸브 AE-ZL-499

부수-0 10.2 MFCV와 MFCV 우회밸브 AE-ZL-499

회복H.10 12.0 순수 이송 P/P로부터 AFW P/P 입구AL-HS-1 EMERGENCY AUX FW SUPPLY VALVE N-7J-AL-HS-1

회복H.10 2.2 M/D AFW P/P 전원 AL-HS-106 MD AUXILIARY FW PUMP A A-7J-AL-HS-106

회복H.10 2.2 M/D AFW P/P 전원 AL-HS-206 MD AUXILIARY FW PUMP B B-7J-AL-HS-206

회복H.10 2.2 AFW 계통 밸브 AL-HS-112 AUX FW PP P017 TO SG2 BLK VV A-7J-AL-HS-112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회복S.10 12.0 M/D AFW P/P 상호 연결 밸브 AL-HS-112

부수-0.1 7.1 M/D AFW P/P 출구 헤더 사이 격리AL-HS-112

부수-0.2 7.1 M/D AFW P/P 출구 헤더간 격리 밸AL-HS-112

비상-2 4.0 M/D AFW P/P 출구  헤더 격리밸브AL-HS-112

회복H.10 2.2 AFW 계통 밸브 AL-HS-113 STM GENERATOR 1 AUX FEEDWATERA-7J-AL-HS-113C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비상-0 17.1 AFW 유량 조절밸브 AL-HS-113 STM GENERATOR 1 AUX FEEDWATERB-7J-AL-HS-113 2. Tag 번호 재확인 통일요

회복S.10 12.0 AFW 유량조절 밸브 AL-HS-113

비상-2 4.0 AFW 제어밸브 AL-HS-113

회복Z.10 6.2 AFW 차단 밸브 AL-HS-113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113

부수-0.1 7.1 M/D AFW 유량조절 밸브 AL-HS-113

부수-0.2 7.1 M/D AFW 유량조절 밸브 AL-HS-113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113A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113A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113B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113B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113C

회복H.10 2.2 AFW 계통 밸브 AL-HS-114 STM GENERATOR 2 AUX FEEDWATERA-7J-AL-HS-114C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회복S.10 12.0 AFW 유량조절 밸브 AL-HS-114 STM GENERATOR 2 AUX FEEDWATERB-7J-AL-HS-114 2. Tag 번호 재확인 통일요

회복Z.10 6.2 AFW 차단 밸브 AL-HS-114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114

부수-0.1 7.1 M/D AFW 유량조절 밸브 AL-HS-114

부수-0.2 7.1 M/D AFW 유량조절 밸브 AL-HS-114

비상-0 17.1 AFW 유량 조절밸브 AL-HS-114 

비상-2 4.0 AFW 제어밸브 AL-HS-114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114A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114A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114B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114B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114C

회복H.10 2.2 AFW 계통 밸브 AL-HS-115 STM GENERATOR 3 AUX FEEDWATERA-7J-AL-HS-115C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회복S.10 12.0 AFW 유량조절 밸브 AL-HS-115 STM GENERATOR 3 AUX FEEDWATERB-7J-AL-HS-115 2. Tag 번호 재확인 통일요

비상-2 4.0 AFW 제어밸브 AL-HS-115

회복Z.10 6.2 AFW 차단 밸브 AL-HS-115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115

부수-0.1 7.1 M/D AFW 유량조절 밸브 AL-HS-115

부수-0.2 7.1 M/D AFW 유량조절 밸브 AL-HS-115

비상-0 17.1 AFW 유량 조절밸브 AL-HS-115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115A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115A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115B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115B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115C

회복H.10 2.2 AFW 계통 밸브 AL-HS-212 AUX FW PP P018 TO SG2 BLK VV B-7J-AL-HS-212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회복S.10 12.0 M/D AFW P/P 상호 연결 밸브 AL-HS-212

부수-0.1 7.1 M/D AFW P/P 출구 헤더 사이 격리AL-HS-212

부수-0.2 7.1 M/D AFW P/P 출구 헤더간 격리 밸AL-HS-212

비상-2 4.0 M/D AFW P/P 출구  헤더 격리밸브AL-HS-212

회복H.10 2.2 AFW 계통 밸브 AL-HS-213 STM GENERATOR 1 AUX FEEDWATERA-7J-AL-HS-213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비상-0 17.1 AFW 유량 조절밸브 AL-HS-213 STM GENERATOR 1 AUX FEEDWATERB-7J-AL-HS-213C 2. Tag 번호 재확인 통일요

회복S.10 12.0 AFW 유량조절 밸브 AL-HS-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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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2 4.0 AFW 제어밸브 AL-HS-213

회복Z.10 6.2 AFW 차단 밸브 AL-HS-213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213

부수-0 11.1 S/G로 AFW 공급 중단 AL-HS-213

부수-0 12.0 S/G에 AFW 공급 중단 AL-HS-213

부수-0 13.2 S/G에 AFW 공급 중단 AL-HS-213

부수-0 4.2 T/D AFW 공급밸브 AL-HS-213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213A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213A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213B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213B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213C

회복H.10 2.2 AFW 계통 밸브 AL-HS-214 STM GENERATOR 2 AUX FEEDWATERA-7J-AL-HS-214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비상-0 17.1 AFW 유량 조절밸브 AL-HS-214 STM GENERATOR 2 AUX FEEDWATERB-7J-AL-HS-214C 2. Tag 번호 재확인 통일요

회복S.10 12.0 AFW 유량조절 밸브 AL-HS-214

비상-2 4.0 AFW 제어밸브 AL-HS-214

회복Z.10 6.2 AFW 차단 밸브 AL-HS-214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214

부수-0 11.1 S/G로 AFW 공급 중단 AL-HS-214

부수-0 12.0 S/G에 AFW 공급 중단 AL-HS-214

부수-0 13.2 S/G에 AFW 공급 중단 AL-HS-214

부수-0 4.2 T/D AFW 공급밸브 AL-HS-214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214A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214A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214B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214B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214C

회복H.10 2.2 AFW 계통 밸브 AL-HS-215 STM GENERATOR 3 AUX FEEDWATERB-7J-AL-HS-215C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비상-0 17.1 AFW 유량 조절밸브 AL-HS-215 STM GENERATOR 3 AUX FEEDWATERA-7J-AL-HS-215 2. Tag 번호 재확인 통일요

회복S.10 12.0 AFW 유량조절 밸브 AL-HS-215

비상-2 4.0 AFW 제어밸브 AL-HS-215

회복Z.10 6.2 AFW 차단 밸브 AL-HS-215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215

부수-0 11.1 S/G로 AFW 공급 중단 AL-HS-215

부수-0 12.0 S/G에 AFW 공급 중단 AL-HS-215

부수-0 13.2 S/G에 AFW 공급 중단 AL-HS-215

부수-0 4.2 T/D AFW 공급밸브 AL-HS-215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215A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215A

회복H.30 3.3 과충수 S/G로 AFW 공급밸브 AL-HS-215B

회복H.20 6.0 S/G로 AFW 공급 차단 AL-HS-215B

회복H.10 12.0 AFW P/P 출구 밸브 AL-HS-215C

회복H.10 12.0 순수 이송 P/P(영광1호기) AN-HS-25 DEMIN WATER XFR PUMP P089 N-7J-AN-HS-25

회복H.10 12.0 순수 이송 P/P(영광2호기) AN-HS-25

부수-0 15.0 영광 1,2호기 상대호기의 순수 이송AN-HS-25

회복H.10 12.0 순수 이송 P/P(영광1호기) AN-HS-29 DEMIN WATER XFR PUMP P090 N-7J-AN-HS-29

회복H.10 12.0 순수 이송 P/P(영광2호기) AN-HS-29

부수-0 15.0 영광 1,2호기 상대호기의 순수 이송AN-HS-29

회복H.10 2.2 AFW 계통 밸브 AP-HS-102 CSTK T093 TO AUX FW PP VV A-7J-AP-HS-102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부수-0.1 7.1 CST로부터 차단밸브 AP-HS-102 2. 절차서에 Tag번호와 밸브번호 혼용

부수-0.2 7.1 CST로부터 차단밸브 AP-HS-102

회복H.10 12.0 CST로부터 AFW P/P 입구밸브 AP-HS-102

비상-0 17.1 CST에서 AFW P/P 공급밸브 AP-HS-102

부수-0 4.2 CST에서 AFW계통 격리밸브 AP-HS-102

부수-0 15.0 CST 및 순수 저장탱크로 부터 공급AP-HV-102

부수-0 15.0 CST로 부터 공급되는 차단밸브 AP-HV-102

회복H.10 2.2 AFW 계통 밸브 AP-HS-202 CSTK T048 TO AUX FW PP VV B-7J-AP-HS-202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부수-0.1 7.1 CST로부터 차단밸브 AP-HS-202 2. 절차서에 Tag번호와 밸브번호 혼용

부수-0.2 7.1 CST로부터 차단밸브 AP-HS-202

회복H.10 12.0 CST로부터 AFW P/P 입구밸브 AP-HS-202

비상-0 17.1 CST에서 AFW P/P 공급밸브 AP-HS-202

부수-0 4.2 CST에서 AFW계통 격리밸브 AP-HS-202

부수-0 15.0 CST 및 순수 저장탱크로 부터 공급AP-HV-202

부수-0 15.0 CST로 부터 공급되는 차단밸브 AP-HV-202

회복C.10 16.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BB-HIC-443A RV HEAD VENT TR A CONTR VV A-7J-BB-HIC-443A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회복H.10 12.0 Rx Head Vent 밸브 BB-HIC-443A 2. Tag 번호 재확인

회복I.30 19.1 PRT로 배기되는 하나의 배기밸브 BB-HS-443A

회복C.10 16.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BB-HIC-443B RV HEAD VENT TR B CONTR VV B-7J-BB-HIC-443B 1. 절차서 밸브명칭 통일요

회복H.10 12.0 Rx Head Vent 밸브 BB-HIC-443B 2. Tag 번호 재확인

회복I.30 19.1 PRT로 배기되는 하나의 배기밸브 BB-HS-443B

비상-0 14.1 RCP BB-HS-1 REACTOR CLNT PUMP A N-7J-BB-HS-1

비상-0 20.2 RCP BB-HS-1

비상-1 1.3 RCP BB-HS-1

비상-3 36.1 RCP BB-HS-1

비상-3 36.2 RCP BB-HS-1

보조-0.1 9.3 RCP BB-HS-1

보조-0.2 1.3 RCP BB-HS-1

보조-0.4 1.6 RCP BB-HS-1

보조-1.1 22.4 RCP BB-HS-1

보조-1.2 12.4 RCP BB-HS-1

보조-1.2 18.1 RCP BB-HS-1

부수-1.1 14.3 RCP BB-HS-1

부수-2.1 31.4 RCP BB-H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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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3.1 17.4 RCP BB-HS-1

부수-3.1 23.1 RCP BB-HS-1

부수-3.2 11.4 RCP BB-HS-1

부수-3.2 17.1 RCP BB-HS-1

부수-3.3 2.1 RCP BB-HS-1

회복C.10 16.3 RCP BB-HS-1

회복I.30 9.2 RCP BB-HS-1

회복P.10 6.1 RCP BB-HS-1

회복P.10 13.1 RCP BB-HS-1

회복C.10 3.4 RCP 차단기 BB-HS-1 (RCP "A")

비상-0 14.1 RCP BB-HS-2 REACTOR CLNT PUMP B N-7J-BB-HS-2

비상-0 20.2 RCP BB-HS-2

비상-1 1.3 RCP BB-HS-2

비상-3 36.1 RCP BB-HS-2

비상-3 36.2 RCP BB-HS-2

보조-0.1 9.3 RCP BB-HS-2

보조-0.2 1.3 RCP BB-HS-2

보조-0.4 1.6 RCP BB-HS-2

보조-1.1 22.4 RCP BB-HS-2

보조-1.2 12.4 RCP BB-HS-2

보조-1.2 18.1 RCP BB-HS-2

부수-1.1 14.3 RCP BB-HS-2

부수-2.1 31.4 RCP BB-HS-2

부수-3.1 17.4 RCP BB-HS-2

부수-3.1 23.1 RCP BB-HS-2

부수-3.2 11.4 RCP BB-HS-2

부수-3.2 17.1 RCP BB-HS-2

부수-3.3 2.1 RCP BB-HS-2

회복C.10 16.3 RCP BB-HS-2

회복I.30 9.2 RCP BB-HS-2

회복P.10 6.1 RCP BB-HS-2

회복P.10 13.1 RCP BB-HS-2

회복C.10 3.4 RCP 차단기 BB-HS-2 (RCP "B")

비상-0 14.1 RCP BB-HS-3 REACTOR CLNT PUMP C N-7J-BB-HS-3

비상-1 1.3 RCP BB-HS-3

비상-3 36.1 RCP BB-HS-3

비상-3 36.2 RCP BB-HS-3

보조-0.1 9.3 RCP BB-HS-3

보조-0.2 1.3 RCP BB-HS-3

보조-0.4 1.6 RCP BB-HS-3

보조-1.1 22.4 RCP BB-HS-3

보조-1.2 12.4 RCP BB-HS-3

보조-1.2 18.1 RCP BB-HS-3

부수-1.1 14.3 RCP BB-HS-3

부수-2.1 31.4 RCP BB-HS-3

부수-3.1 17.4 RCP BB-HS-3

부수-3.1 23.1 RCP BB-HS-3

부수-3.2 11.4 RCP BB-HS-3

부수-3.2 17.1 RCP BB-HS-3

부수-3.3 2.1 RCP BB-HS-3

회복C.10 16.3 RCP BB-HS-3

회복I.30 9.2 RCP BB-HS-3

회복P.10 6.1 RCP BB-HS-3

회복P.10 13.1 RCP BB-HS-3

회복C.10 3.4 RCP 차단기 BB-HS-3 (RCP "C")

회복I.30 19.1 1개의 배기관에 있는 2개의 밸브를BB-HS-106 RV HEAD VENT TRN A BLK VV 1 A-7J-BB-HS-106

회복C.10 16.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BB-HS-106

부수-0 3.4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BB-HS-106

회복C.10 8.4 Rx Head Vent 밸브 BB-HS-106

회복C.10 8.4 Rx Head Vent 밸브 BB-HS-106

회복C.20 3.4 Rx Head Vent 밸브 BB-HS-106

회복C.20 3.4 Rx Head Vent 밸브 BB-HS-106

회복C.30 3.4 Rx Head Vent 밸브 BB-HS-106

회복C.30 3.4 Rx Head Vent 밸브 BB-HS-106

회복H.10 12.0 Rx Head Vent 밸브 BB-HS-106

회복H.10 22.0 Rx Head Vent 밸브 BB-HS-106

회복I.30 19.1 1개의 배기관에 있는 2개의 밸브를BB-HS-107 RV HEAD VENT TRN A BLK VV 2 A-7J-BB-HS-107

회복C.10 16.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BB-HS-107

부수-0 3.4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BB-HS-107

회복C.10 8.4 Rx Head Vent 밸브 BB-HS-107

회복C.10 8.4 Rx Head Vent 밸브 BB-HS-107

회복C.20 3.4 Rx Head Vent 밸브 BB-HS-107

회복C.20 3.4 Rx Head Vent 밸브 BB-HS-107

회복C.30 3.4 Rx Head Vent 밸브 BB-HS-107

회복C.30 3.4 Rx Head Vent 밸브 BB-HS-107

회복H.10 12.0 Rx Head Vent 밸브 BB-HS-107

회복H.10 22.0 Rx Head Vent 밸브 BB-HS-107

회복I.30 19.1 1개의 배기관에 있는 2개의 밸브를BB-HS-206 RV HEAD VENT TRN B BLK VV 1 B-7J-BB-HS-206

회복C.10 16.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BB-HS-206

부수-0 3.4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BB-HS-206

회복C.10 8.4 Rx Head Vent 밸브 BB-HS-206

회복C.10 8.4 Rx Head Vent 밸브 BB-HS-206

회복C.20 3.4 Rx Head Vent 밸브 BB-H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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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C.20 3.4 Rx Head Vent 밸브 BB-HS-206

회복C.30 3.4 Rx Head Vent 밸브 BB-HS-206

회복C.30 3.4 Rx Head Vent 밸브 BB-HS-206

회복H.10 12.0 Rx Head Vent 밸브 BB-HS-206

회복H.10 22.0 Rx Head Vent 밸브 BB-HS-206

회복I.30 19.1 1개의 배기관에 있는 2개의 밸브를BB-HS-207 RV HEAD VENT TRN B BLK VV 2 B-7J-BB-HS-207

회복C.10 16.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BB-HS-207

부수-0 3.4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BB-HS-207

회복C.10 8.4 Rx Head Vent 밸브 BB-HS-207

회복C.10 8.4 Rx Head Vent 밸브 BB-HS-207

회복C.20 3.4 Rx Head Vent 밸브 BB-HS-207

회복C.20 3.4 Rx Head Vent 밸브 BB-HS-207

회복C.30 3.4 Rx Head Vent 밸브 BB-HS-207

회복C.30 3.4 Rx Head Vent 밸브 BB-HS-207

회복H.10 12.0 Rx Head Vent 밸브 BB-HS-207

회복H.10 22.0 Rx Head Vent 밸브 BB-HS-207

비상-3 36.1 RCP의 유압 P/P BB-HS-417A REAC CLNT PP A OIL LIFT PUMP N-7J-BB-HS-417A

비상-3 36.1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0.1 9.2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0.1 9.4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0.2 1.2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0.2 1.4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0.4 1.5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0.4 1.7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1.1 22.3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1.1 22.5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1.2 12.4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1.2 18.1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1.2 18.1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1.1 14.3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1.1 14.3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2.1 31.3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2.1 31.5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3.1 17.4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3.1 17.4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3.1 23.1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3.1 23.1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3.2 11.4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3.2 11.4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3.2 17.1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3.2 17.1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3.3 2.1 RCP의 유압 P/P BB-HS-417A

부수-3.3 2.1 RCP의 유압 P/P BB-HS-417A

회복I.30 9.2 RCP의 유압 P/P BB-HS-417A

회복I.30 9.2 RCP의 유압 P/P BB-HS-417A

회복P.10 6.1 RCP의 유압 P/P BB-HS-417A

회복P.10 6.1 RCP의 유압 P/P BB-HS-417A

회복P.10 13.1 RCP의 유압 P/P BB-HS-417A

회복P.10 13.1 RCP의 유압 P/P BB-HS-417A

보조-1.2 12.4 RCP의 유압 P/P BB-HS-417A

비상-3 36.1 RCP의 유압 P/P BB-HS-427A REAC CLNT PP B OIL LIFT PUMP N-7J-BB-HS-427A

비상-3 36.1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0.1 9.2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0.1 9.4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0.2 1.2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0.2 1.4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0.4 1.5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0.4 1.7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1.1 22.3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1.1 22.5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1.2 12.4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1.2 18.1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1.2 18.1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1.1 14.3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1.1 14.3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2.1 31.3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2.1 31.5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3.1 17.4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3.1 17.4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3.1 23.1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3.1 23.1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3.2 11.4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3.2 11.4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3.2 17.1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3.2 17.1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3.3 2.1 RCP의 유압 P/P BB-HS-427A

부수-3.3 2.1 RCP의 유압 P/P BB-HS-427A

회복I.30 9.2 RCP의 유압 P/P BB-HS-427A

회복I.30 9.2 RCP의 유압 P/P BB-HS-427A

회복I.30 9.2 RCP의 유압 P/P BB-HS-427A

회복I.30 9.2 RCP의 유압 P/P BB-HS-427A

회복P.10 6.1 RCP의 유압 P/P BB-HS-427A

회복P.10 6.1 RCP의 유압 P/P BB-HS-4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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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P.10 13.1 RCP의 유압 P/P BB-HS-427A

회복P.10 13.1 RCP의 유압 P/P BB-HS-427A

보조-1.2 12.4 RCP의 유압 P/P BB-HS-427A

비상-3 36.1 RCP의 유압 P/P BB-HS-437A REAC CLNT PP C OIL LIFT PUMP N-7J-BB-HS-437A

비상-3 36.1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0.1 9.2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0.1 9.4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0.2 1.2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0.2 1.4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0.4 1.5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0.4 1.7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1.1 22.3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1.1 22.5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1.2 12.4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1.2 18.1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1.2 18.1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1.1 14.3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1.1 14.3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2.1 31.3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2.1 31.5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3.1 17.4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3.1 17.4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3.1 23.1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3.1 23.1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3.2 11.4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3.2 11.4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3.2 17.1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3.2 17.1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3.3 2.1 RCP의 유압 P/P BB-HS-437A

부수-3.3 2.1 RCP의 유압 P/P BB-HS-437A

회복P.10 6.1 RCP의 유압 P/P BB-HS-437A

회복P.10 6.1 RCP의 유압 P/P BB-HS-437A

회복P.10 13.1 RCP의 유압 P/P BB-HS-437A

회복P.10 13.1 RCP의 유압 P/P BB-HS-437A

보조-1.2 12.4 RCP의 유압 P/P BB-HS-437A

비상-0 20.1 PZR PORV BB-HS-444B PRESSURIZER PWR-OPRD RLF VV B-7J-BB-HS-444B

비상-1 5.2 PZR PORV BB-HS-444B

비상-3 5.2 PZR PORV BB-HS-444B

비상-3 18.1 PZR PORV BB-HS-444B

비상-3 18.3 PZR PORV BB-HS-444B

보조-0.1 5.2 PZR PORV BB-HS-444B

부수-3.3 3.1 PZR PORV BB-HS-444B

회복C.10 8.2 PZR PORV BB-HS-444B

회복C.20 3.2 PZR PORV BB-HS-444B

회복C.30 3.2 PZR PORV BB-HS-444B

회복H.10 11.3 PZR PORV BB-HS-444B

회복H.10 12.0 PZR PORV BB-HS-444B

회복H.10 27.1 PZR PORV BB-HS-444B

회복H.10 27.3 PZR PORV BB-HS-444B

회복I.10 6.0 PZR PORV BB-HS-444B

부수-0 3.1 PZR PORV BB-HS-444B

부수-2.1 5.2 PZR PORV BB-HS-444B

회복C.10 16.2 PZR PORV 및 차단밸브 BB-HS-444B

회복H.10 24.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444B

회복H.10 26.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444B

회복I.10 5.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444B

부수-3.3 3.1 PZR PORV 전원 BB-HS-444B

회복S.10 4.4 PZR PORV와 격리밸브 BB-HS-444B

비상-0 20.1 PZR PORV BB-HS-445A PRESSURIZER PWR-OPRD RLF VV A-7J-BB-HS-445A

비상-1 5.2 PZR PORV BB-HS-445A

비상-3 5.2 PZR PORV BB-HS-445A

비상-3 18.1 PZR PORV BB-HS-445A

비상-3 18.3 PZR PORV BB-HS-445A

보조-0.1 5.2 PZR PORV BB-HS-445A

부수-3.3 3.1 PZR PORV BB-HS-445A

회복C.10 8.2 PZR PORV BB-HS-445A

회복C.20 3.2 PZR PORV BB-HS-445A

회복C.30 3.2 PZR PORV BB-HS-445A

회복H.10 11.3 PZR PORV BB-HS-445A

회복H.10 12.0 PZR PORV BB-HS-445A

회복H.10 27.1 PZR PORV BB-HS-445A

회복H.10 27.3 PZR PORV BB-HS-445A

회복I.10 6.0 PZR PORV BB-HS-445A

부수-0 3.1 PZR PORV BB-HS-445A

부수-2.1 5.2 PZR PORV BB-HS-445A

회복C.10 16.2 PZR PORV 및 차단밸브 BB-HS-445A

회복H.10 24.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445A

회복H.10 26.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445A

회복I.10 5.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445A

부수-3.3 3.1 PZR PORV 전원 BB-HS-445A

회복S.10 4.4 PZR PORV와 격리밸브 BB-HS-445A

비상-0 20.1 PZR PORV BB-HS-445B PRESSURIZER PWR-OPRD RLF VV A-7J-BB-HS-445B

비상-1 5.2 PZR PORV BB-HS-4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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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3 5.2 PZR PORV BB-HS-445B

비상-3 18.1 PZR PORV BB-HS-445B

비상-3 18.3 PZR PORV BB-HS-445B

보조-0.1 5.2 PZR PORV BB-HS-445B

부수-3.3 3.1 PZR PORV BB-HS-445B

회복C.10 8.2 PZR PORV BB-HS-445B

회복C.20 3.2 PZR PORV BB-HS-445B

회복C.30 3.2 PZR PORV BB-HS-445B

회복H.10 11.3 PZR PORV BB-HS-445B

회복H.10 12.0 PZR PORV BB-HS-445B

회복H.10 27.1 PZR PORV BB-HS-445B

회복H.10 27.3 PZR PORV BB-HS-445B

회복I.10 6.0 PZR PORV BB-HS-445B

부수-0 3.1 PZR PORV BB-HS-445B

부수-2.1 5.2 PZR PORV BB-HS-445B

회복C.10 16.2 PZR PORV 및 차단밸브 BB-HS-445B

회복H.10 24.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445B

회복H.10 26.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445B

회복I.10 5.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445B

부수-3.3 3.1 PZR PORV 전원 BB-HS-445B

회복S.10 4.4 PZR PORV와 격리밸브 BB-HS-445B

비상-1 5.3 차단밸브 BB-HS-5 PZR POWER-OPRD RELIEF BLOCK VVA-7J-BB-HS-5 1. 용어 재검토 : 차단밸브/격리밸브

부수-2.1 5.3 차단밸브 BB-HS-5 2. HS 번호와 밸브번호 혼용됨

회복P.10 3.1 PORV 차단밸브 BB-HS-5

회복P.10 3.2 PORV 차단밸브 BB-HS-5

부수-2.1 5.1 PORV 차단밸브 BB-HS-5

비상-3 5.2 PORV 해당 밸브의 차단 밸브 BB-HS-5

비상-0 20.1 PORV의 차단 밸브 BB-HS-5

회복H.10 24.2 PORV의 차단밸브 BB-HS-5

회복H.10 26.2 PORV의 차단밸브 BB-HS-5

회복H.10 27.1 PORV의 차단밸브 BB-HS-5

회복H.10 27.3 PORV의 차단밸브 BB-HS-5

회복C.10 8.3 PZR PORV 격리밸브 BB-HS-5

회복C.20 3.3 PZR PORV 격리밸브 BB-HS-5

회복C.30 3.1 PZR PORV 격리밸브 BB-HS-5

회복C.30 3.2 PZR PORV 격리밸브 BB-HS-5

회복C.30 3.3 PZR PORV 격리밸브 BB-HS-5

회복C.10 8.1 PZR PORV 격리밸브전원 BB-HS-5

회복C.20 3.1 PZR PORV 격리밸브전원 BB-HS-5

회복C.10 16.2 PZR PORV 및 차단밸브 BB-HS-5

회복H.10 24.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5

회복H.10 26.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5

회복I.10 5.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5

비상-3 5.3 PZR PORV 차단밸브 BB-HS-5

보조-0.1 5.2 PZR PORV 차단밸브 BB-HS-5

회복H.10 11.1 PZR PORV 차단밸브 BB-HS-5

회복H.10 11.2 PZR PORV 차단밸브 BB-HS-5

회복H.10 11.2 PZR PORV 차단밸브 BB-HS-5

회복H.10 12.0 PZR PORV 차단밸브 BB-HS-5

회복I.10 6.0 PZR PORV 차단밸브 BB-HS-5

부수-3.3 3.1 PZR PORV 차단밸브 BB-HS-5

부수-3.3 3.1 PZR PORV 차단밸브 BB-HS-5

부수-3.3 3.1 PZR PORV 차단밸브 전원 BB-HS-5

회복S.10 4.4 PZR PORV와 격리밸브 BB-HS-5

회복C.10 8.2 PZR PORV의 격리밸브 BB-HS-5

회복C.20 3.2 PZR PORV의 격리밸브 BB-HS-5

비상-3 19.0 PZR PORV의 차단밸브 BB-HS-5

비상-3 18.3 PZR PORV의 차단밸브 BB-HS-5 

비상-3 30.2 PZR PORV BB-HV5

보조-0.2 12.3 PZR PORV BB-HV5

보조-0.4 4.1 PZR PORV BB-HV5

보조-0.4 8.1 PZR PORV BB-HV5

보조-0.4 13.1 PZR PORV BB-HV5

보조-0.4 17.1 PZR PORV BB-HV5

보조-1.1 17.1 PZR PORV BB-HV5

보조-1.2 11.1 PZR PORV BB-HV5

보조-1.2 19.1 PZR PORV BB-HV5

보조-3.1 8.1 PZR PORV BB-HV5

보조-3.2 12.1 PZR PORV BB-HV5

보조-3.3 6.2 PZR PORV BB-HV5

보조-3.3 12.1 PZR PORV BB-HV5

부수-1.1 22.2 PZR PORV BB-HV5

부수-2.1 27.1 PZR PORV BB-HV5

부수-2.1 40.1 PZR PORV BB-HV5

부수-3.1 16.1 PZR PORV BB-HV5

부수-3.1 24.1 PZR PORV BB-HV5

부수-3.2 11.4 PZR PORV BB-HV5

부수-3.2 18.2 PZR PORV BB-HV5

부수-3.3 3.1 PZR PORV BB-HV5

보조-0.2 8.1 PZR PORV BB-HV5

회복C.30 3.3 PZR PORV 차단밸브 BB-HV5

회복H.10 11.2 PZR PORV 차단밸브 BB-HV5

회복I.30 13.1 PZR PORV 차단밸브 BB-H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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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비상-3 18.0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5

보조-3.2 6.2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5

회복C.10 8.3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5

회복C.20 3.3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5

회복P.10 3.2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5

회복P.10 16.1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5

회복P.10 22.1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5

회복P.20 3.0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5

회복S.10 4.4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5

비상-0 20.4 PORV 차단밸브 BB-HV-5

비상-1 5.3 차단밸브 BB-HS-6 PZR POWER-OPRD RELIEF BLOCK VVB-7J-BB-HS-6 1. 용어 재검토 : 차단밸브/격리밸브

부수-2.1 5.3 차단밸브 BB-HS-6 2. HS 번호와 밸브번호 혼용됨

회복P.10 3.1 PORV 차단밸브 BB-HS-6

회복P.10 3.2 PORV 차단밸브 BB-HS-6

부수-2.1 5.1 PORV 차단밸브 BB-HS-6

비상-3 5.2 PORV 해당 밸브의 차단 밸브 BB-HS-6

비상-0 20.1 PORV의 차단 밸브 BB-HS-6

회복H.10 24.2 PORV의 차단밸브 BB-HS-6

회복H.10 26.2 PORV의 차단밸브 BB-HS-6

회복H.10 27.1 PORV의 차단밸브 BB-HS-6

회복H.10 27.3 PORV의 차단밸브 BB-HS-6

회복C.10 8.3 PZR PORV 격리밸브 BB-HS-6

회복C.20 3.3 PZR PORV 격리밸브 BB-HS-6

회복C.30 3.1 PZR PORV 격리밸브 BB-HS-6

회복C.30 3.2 PZR PORV 격리밸브 BB-HS-6

회복C.30 3.3 PZR PORV 격리밸브 BB-HS-6

회복C.10 8.1 PZR PORV 격리밸브전원 BB-HS-6

회복C.20 3.1 PZR PORV 격리밸브전원 BB-HS-6

회복C.10 16.2 PZR PORV 및 차단밸브 BB-HS-6

회복H.10 24.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6

회복H.10 26.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6

회복I.10 5.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6

비상-3 5.3 PZR PORV 차단밸브 BB-HS-6

보조-0.1 5.2 PZR PORV 차단밸브 BB-HS-6

회복H.10 11.1 PZR PORV 차단밸브 BB-HS-6

회복H.10 11.2 PZR PORV 차단밸브 BB-HS-6

회복H.10 11.2 PZR PORV 차단밸브 BB-HS-6

회복H.10 12.0 PZR PORV 차단밸브 BB-HS-6

회복I.10 6.0 PZR PORV 차단밸브 BB-HS-6

부수-3.3 3.1 PZR PORV 차단밸브 BB-HS-6

부수-3.3 3.1 PZR PORV 차단밸브 BB-HS-6

부수-3.3 3.1 PZR PORV 차단밸브 전원 BB-HS-6

회복S.10 4.4 PZR PORV와 격리밸브 BB-HS-6

회복C.10 8.2 PZR PORV의 격리밸브 BB-HS-6

회복C.20 3.2 PZR PORV의 격리밸브 BB-HS-6

비상-3 19.0 PZR PORV의 차단밸브 BB-HS-6

비상-3 18.3 PZR PORV의 차단밸브 BB-HS-6 

비상-3 30.2 PZR PORV BB-HV6

보조-0.2 12.3 PZR PORV BB-HV6

보조-0.4 4.1 PZR PORV BB-HV6

보조-0.4 8.1 PZR PORV BB-HV6

보조-0.4 13.1 PZR PORV BB-HV6

보조-0.4 17.1 PZR PORV BB-HV6

보조-1.1 17.1 PZR PORV BB-HV6

보조-1.2 11.1 PZR PORV BB-HV6

보조-1.2 19.1 PZR PORV BB-HV6

보조-3.1 8.1 PZR PORV BB-HV6

보조-3.2 12.1 PZR PORV BB-HV6

보조-3.3 6.2 PZR PORV BB-HV6

보조-3.3 12.1 PZR PORV BB-HV6

부수-1.1 22.2 PZR PORV BB-HV6

부수-2.1 27.1 PZR PORV BB-HV6

부수-2.1 40.1 PZR PORV BB-HV6

부수-3.1 16.1 PZR PORV BB-HV6

부수-3.1 24.1 PZR PORV BB-HV6

부수-3.2 11.4 PZR PORV BB-HV6

부수-3.2 18.2 PZR PORV BB-HV6

부수-3.3 3.1 PZR PORV BB-HV6

보조-0.2 8.1 PZR PORV BB-HV6

회복C.30 3.3 PZR PORV 차단밸브 BB-HV6

회복H.10 11.2 PZR PORV 차단밸브 BB-HV6

회복I.30 13.1 PZR PORV 차단밸브 BB-HV6

비상-3 18.0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6

보조-3.2 6.2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6

회복C.10 8.3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6

회복C.20 3.3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6

회복P.10 3.2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6

회복P.10 16.1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6

회복P.10 22.1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6

회복P.20 3.0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6

회복S.10 4.4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6

비상-0 20.4 PORV 차단밸브 BB-HV-6

비상-1 5.3 차단밸브 BB-HS-7 PZR POWER-OPRD RELIEF BLOCK VVA-7J-BB-HS-7 1. 용어 재검토 : 차단밸브/격리밸브

D-16



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부수-2.1 5.3 차단밸브 BB-HS-7 2. HS 번호와 밸브번호 혼용됨

회복P.10 3.1 PORV 차단밸브 BB-HS-7

회복P.10 3.2 PORV 차단밸브 BB-HS-7

부수-2.1 5.1 PORV 차단밸브 BB-HS-7

비상-3 5.2 PORV 해당 밸브의 차단 밸브 BB-HS-7

비상-0 20.1 PORV의 차단 밸브 BB-HS-7

회복H.10 24.2 PORV의 차단밸브 BB-HS-7

회복H.10 26.2 PORV의 차단밸브 BB-HS-7

회복H.10 27.1 PORV의 차단밸브 BB-HS-7

회복H.10 27.3 PORV의 차단밸브 BB-HS-7

회복C.10 8.3 PZR PORV 격리밸브 BB-HS-7

회복C.20 3.3 PZR PORV 격리밸브 BB-HS-7

회복C.30 3.1 PZR PORV 격리밸브 BB-HS-7

회복C.30 3.2 PZR PORV 격리밸브 BB-HS-7

회복C.30 3.3 PZR PORV 격리밸브 BB-HS-7

회복C.10 8.1 PZR PORV 격리밸브전원 BB-HS-7

회복C.20 3.1 PZR PORV 격리밸브전원 BB-HS-7

회복C.10 16.2 PZR PORV 및 차단밸브 BB-HS-7

회복H.10 24.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7

회복H.10 26.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7

회복I.10 5.1 PZR PORV 및 PORV 차단밸브 BB-HS-7

비상-3 5.3 PZR PORV 차단밸브 BB-HS-7

보조-0.1 5.2 PZR PORV 차단밸브 BB-HS-7

회복H.10 11.1 PZR PORV 차단밸브 BB-HS-7

회복H.10 11.2 PZR PORV 차단밸브 BB-HS-7

회복H.10 11.2 PZR PORV 차단밸브 BB-HS-7

회복H.10 12.0 PZR PORV 차단밸브 BB-HS-7

회복I.10 6.0 PZR PORV 차단밸브 BB-HS-7

부수-3.3 3.1 PZR PORV 차단밸브 BB-HS-7

부수-3.3 3.1 PZR PORV 차단밸브 BB-HS-7

부수-3.3 3.1 PZR PORV 차단밸브 전원 BB-HS-7

회복S.10 4.4 PZR PORV와 격리밸브 BB-HS-7

회복C.10 8.2 PZR PORV의 격리밸브 BB-HS-7

회복C.20 3.2 PZR PORV의 격리밸브 BB-HS-7

비상-3 18.3 PZR PORV의 차단밸브 BB-HS-7

비상-3 19.0 PZR PORV의 차단밸브 BB-HS-7

비상-3 30.2 PZR PORV BB-HV7

보조-0.2 12.3 PZR PORV BB-HV7

보조-0.4 4.1 PZR PORV BB-HV7

보조-0.4 8.1 PZR PORV BB-HV7

보조-0.4 13.1 PZR PORV BB-HV7

보조-0.4 17.1 PZR PORV BB-HV7

보조-1.1 17.1 PZR PORV BB-HV7

보조-1.2 11.1 PZR PORV BB-HV7

보조-1.2 19.1 PZR PORV BB-HV7

보조-3.1 8.1 PZR PORV BB-HV7

보조-3.2 12.1 PZR PORV BB-HV7

보조-3.3 6.2 PZR PORV BB-HV7

보조-3.3 12.1 PZR PORV BB-HV7

부수-1.1 22.2 PZR PORV BB-HV7

부수-2.1 27.1 PZR PORV BB-HV7

부수-2.1 40.1 PZR PORV BB-HV7

부수-3.1 16.1 PZR PORV BB-HV7

부수-3.1 24.1 PZR PORV BB-HV7

부수-3.2 11.4 PZR PORV BB-HV7

부수-3.2 18.2 PZR PORV BB-HV7

부수-3.3 3.1 PZR PORV BB-HV7

보조-0.2 8.1 PZR PORV BB-HV7

회복C.30 3.3 PZR PORV 차단밸브 BB-HV7

회복H.10 11.2 PZR PORV 차단밸브 BB-HV7

회복I.30 13.1 PZR PORV 차단밸브 BB-HV7

비상-3 18.0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7

보조-3.2 6.2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7

회복C.10 8.3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7

회복C.20 3.3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7

회복P.10 3.2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7

회복P.10 16.1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7

회복P.10 22.1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7

회복P.20 3.0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7

회복S.10 4.4 PZR PORV의 차단밸브 BB-HV7

비상-0 20.4 PORV 차단밸브 BB-HV-7

비상-0 25.4 PZR 수위 BB-LI-459 PRESSURIZER LEVEL 1 A-7J-BB-LI-459A 1. Tag 번호 재확인요

비상-0 25.4 PZR 수위 BB-LI-460 PRESSURIZER LEVEL 2 B-7J-BB-LI-460B

비상-0 25.4 PZR 수위 BB-LI-461 PRESSURIZER LEVEL 3 C-7J-BB-LI-461

비상-0 32.1 PRT 수위 BB-LI-470 PZR RELIEF TANK LEVEL N-7J-BB-LI-470

비상-3 19.0 PRT 온도 BB-TI-471 PZR RELIEF TANK TEMP N-7J-BB-TI-471

비상-0 32.2 PRT 온도 BB-TI-471

비상-3 19.0 PRT 온도 BB-TI-471

보조-0.4 2.2 PZR 수위 BB-LK-459F PRESSURIZER LEVEL N-7J-BB-LK-459F

비상-1 1.2 RCS 압력 BB-PI-402 RCS LOOP 3 WIDE RG PRESS D-7J-BB-PI-402

보조-1.2 5.1 RCS 압력 BB-PI-402 RCS LOOP 3 NARR RG PRESS N-7J-BB-PI-402A

비상-1 9.0 RCS 압력 BB-PI-402 

비상-1 1.2 RCS 압력 BB-PI-403 RCS LOOP 1 WIDE RG PRESS A-7J-BB-PI-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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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보조-1.2 5.1 RCS 압력 BB-PI-403 RCS LOOP 1 NARR RG PRESS N-7J-BB-PI-403A

비상-1 9.0 RCS 압력 BB-PI-403 

비상-1 1.2 RCS 압력 BB-PI-408 RCS LP 1 WIDE RANGE PRESS N-7J-BB-PI-408

비상-1 9.0 RCS 압력 BB-PI-408

보조-1.2 5.1 RCS 압력 BB-PI-408

비상-1 1.2 RCS 압력 BB-PI-409 RCS LP 3 WIDE RANGE PRESS N-7J-BB-PI-409

비상-1 9.0 RCS 압력 BB-PI-409

보조-1.2 5.1 RCS 압력 BB-PI-409

비상-0 32.3 PRT 압력 BB-PI-472 PZR RELIEF TANK PRESS N-7J-BB-PI-472

회복I.10 8.1 정상 살수 밸브 BB-PK-444C PRESSURIZER SPRAY VV PRESS N-7J-BB-PK-444C 1. 용어 재검토 : 정상살수밸브

비상-3 17.3 PZR 정상살수 밸브 BB-PK-444C    / PZR 살수밸브

보조-0.1 5.2 살수밸브와 관련된 RCP를 정지 BB-PK-444C (RCP “A”)

회복I.10 8.1 정상 살수 밸브 BB-PK-444D PRESSURIZER SPRAY VV PRESS N-7J-BB-PK-444D 1. 용어 재검토 : 정상살수밸브

비상-3 17.3 PZR 정상살수 밸브 BB-PK-444D    / PZR 살수밸브

보조-0.1 5.2 살수밸브와 관련된 RCP를 정지 BB-PK-444D (RCP “B”)

회복I.10 8.1 정상 살수밸브 BB-ZL-444C PZR SPRAY VV POS LP 1 N-7J-BB-ZL-444C 1. 용어 재검토 : 정상살수밸브

비상-0 20.2 PZR 살수밸브 BB-ZL-444C    / PZR 살수밸브

보조-0.1 5.2 PZR 살수밸브 BB-ZL-444C

회복I.10 8.1 정상 살수 밸브 BB-ZL-444C

회복I.10 8.1 정상 살수밸브 BB-ZL-444D PZR SPRAY VV POS LP 2 N-7J-BB-ZL-444D 1. 용어 재검토 : 정상살수밸브

비상-0 20.2 PZR 살수밸브 BB-ZL-444D    / PZR 살수밸브

보조-0.1 5.2 PZR 살수밸브 BB-ZL-444D

회복I.10 8.1 정상 살수 밸브 BB-ZL-444D

비상-3 19.0 PZR 출구관 온도 BB-TI-463 PZR PORV 445A RLF LINE TEMP N-7J-BB-TI-463

비상-3 19.0 PZR 출구관 온도 BB-TI-464 PZR PORV 444B RLF LINE TEMP N-7J-BB-TI-464

비상-3 19.0 PZR 출구관 온도 BB-TI-466 PZR PORV 445B RLF LINE TEMP N-7J-BB-TI-466

비상-0 15.3 RHR P/P 유량계 BC-FI-605A LOW HD TRN A SFTY INJ FLOW N-7J-BC-FI-605A 1. 절차서와 Tag 명이다름

회복C.10 2.0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A

회복C.10 13.0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A

회복C.20 14.0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A

회복C.20 2.3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A

회복C.10 18.1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A 

회복C.10 20.0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A 

회복C.30 2.3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A

비상-0 15.3 RHR P/P 유량계 BC-FI-605B LOW HD TRN B SFTY INJ FLOW N-7J-BC-FI-605B 1. 절차서와 Tag 명이다름

회복C.10 2.0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B

회복C.10 13.0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B

회복C.10 20.0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B

회복C.20 14.0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B

회복C.30 2.3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B

회복C.20 2.3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B

회복C.10 18.1 RHR P/P 유량지시계 BC-FI-605B 

부수-1.1 1.5 RWST에서 RHR P/P 입구밸브 BC-HS-05 RWST HDR TO RHR PP B SCUTION VVB-7J-BC-HS-5 1. 용어 재검토 : 입구밸브/흡입밸브

부수-1.1 13.2 B 계열  BC-HS-5 2. Tag 번호재확인: HS-05/ HS-5

부수-0.2 2.1 RWST로부터 RHR P/P 흡입밸브 BC-HS-5

보조-1.3 3.1 RWST에서 RHR P/P 입구밸브 BC-HS-5

보조-1.3 3.1 RWST에서 RHR P/P 입구밸브 BC-HS-5

부수-1.1 1.5 RWST에서 RHR P/P 입구밸브 BC-HS-08 RWST HDR TO RHR PP A SCUTION VVA-7J-BC-HS-8 1. 용어 재검토 : 입구밸브/흡입밸브

부수-1.1 13.2 A 계열  BC-HS-8 2. Tag 번호 재확인: HS-08/ HS-8

부수-0.2 2.1 RWST로부터 RHR P/P 흡입밸브 BC-HS-8

보조-1.3 3.1 RWST에서 RHR P/P 입구밸브 BC-HS-8

보조-1.3 3.1 RWST에서 RHR P/P 입구밸브 BC-HS-8

부수-1.2 1.1 RCS으로부터 RHR P/P 입구 격리밸BC-HS-101 RHR PP A SUCT ISO VV TR A A-7J-BC-HS-101

부수-1.2 1.1 RCS으로부터 RHR P/P 입구 격리밸BC-HS-102 RHR PP A SUCT ISO VV TR C C-7J-BC-HS-102

부수-1.2 1.1 RCS으로부터 RHR P/P 입구 격리밸BC-HS-201 RHR PP B SUCT ISO VV TR B B-7J-BC-HS-201

부수-1.2 1.1 RCS으로부터 RHR P/P 입구 격리밸BC-HS-202 RHR PP B SUCT ISO VV TR D D-7J-BC-HS-202

비상-1 8.3 RHR P/P BC-HS-104 RESIDUAL HT PMVL PUMP A A-7J-BC-HS-104

보조-1.1 9.0 RHR P/P BC-HS-104

보조-1.2 5.2 RHR P/P BC-HS-104

보조-1.3 3.2 RHR P/P BC-HS-104

보조-1.3 3.2 RHR P/P BC-HS-104

부수-1.1 1.1 RHR P/P BC-HS-104

부수-0.2 5.2 RHR P/P BC-HS-104 

비상-1 8.3 RHR P/P BC-HS-204 RESIDUAL HT PMVL PUMP B B-7J-BC-HS-204

보조-1.1 9.0 RHR P/P BC-HS-204

보조-1.2 5.2 RHR P/P BC-HS-204

보조-1.3 3.2 RHR P/P BC-HS-204

보조-1.3 3.2 RHR P/P BC-HS-204

부수-1.1 1.1 RHR P/P BC-HS-204

보조-1.3 3.4 RHR P/P로부터 CHG/SI P/P 입구 밸BC-HS-105 RHR HX A TO CHG PP A VALVE A-7J-BC-HS-105

부수-1.1 1.7 RHR P/P로부터 CHG/SI P/P 입구밸BC-HS-105

회복C.20 2.3 RHR P/P에서 CHG/SI P/P 입구 밸브BC-HS-105

부수-0.2 2.1 RHR P/P에서 CHG/SI P/P로의   공BC-HS-105

보조-1.3 3.4 RHR P/P로부터 CHG/SI P/P 입구 밸BC-HS-205 RHR HX B TO CHG PP B VALVE B-7J-BC-HS-205

부수-1.1 1.7 RHR P/P로부터 CHG/SI P/P 입구밸BC-HS-205

회복C.20 2.3 RHR P/P에서 CHG/SI P/P 입구 밸브BC-HS-205

부수-0.2 2.1 RHR P/P에서 CHG/SI P/P로의   공BC-HS-205

비상-3 22.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 CVCS CHARGING FLOW N-7J-BG-FI-122A 1. 충전유량계는 FI-122A 임

보조-1.2 15.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

비상-3 23.3 조절밸브 BG-FI-122A

보조-0.4 3.4 충전 유량 BG-FI-122A

보조-0.4 5.4 충전 유량 BG-FI-1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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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0.4 6.2 충전 유량 BG-FI-122A

보조-0.4 11.4 충전 유량 BG-FI-122A

보조-0.4 12.2 충전 유량 BG-FI-122A

보조-0.4 15.4 충전 유량 BG-FI-122A

보조-0.4 16.2 충전 유량 BG-FI-122A

회복I.10 2.2 충전 유량 BG-FI-122A

회복I.20 3.2 충전 유량 BG-FI-122A

회복I.30 2.2 충전 유량 BG-FI-122A

보조-1.1 7.3 충전 유량조절 밸브 BG-FI-122A

회복P.10 12.3 충전 유량조절 밸브 BG-FI-122A

회복S.10 4.3 충전유량 조절 밸브 BG-FI-122A

보조-0.1 4.2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보조-1.1 6.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보조-1.2 16.3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부수-1.1 20.3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부수-2.1 17.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부수-2.1 18.3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부수-3.1 20.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부수-3.1 21.3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회복H.10 27.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회복H.10 28.3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회복I.10 2.2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회복I.20 3.2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회복I.30 2.2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회복P.10 11.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122A

부수-3.2 14.1 충전유량 조절밸브(BG-FIK-122) BG-FI-122A

부수-3.3 8.1 충전유량 조절밸브(BG-FIK-122) BG-FI-122A

부수-3.2 15.3 충전유량 조절밸브(BG-FK-122) BG-FI-122A

부수-3.3 9.3 충전유량 조절밸브(BG-FK-122) BG-FI-122A

보조-0.2 8.1 유출수 유량 BG-FI-150 LETDOWN HX DISCH FLOW N-7J-BG-FI-150

보조-0.2 12.3 유출수 유량 BG-FI-150

보조-0.4 4.1 유출수 유량 BG-FI-150

보조-0.4 8.1 유출수 유량 BG-FI-150

보조-0.4 12.2 유출수 유량 BG-FI-150

보조-0.4 13.1 유출수 유량 BG-FI-150

보조-0.4 16.2 유출수 유량 BG-FI-150

보조-0.4 17.1 유출수 유량 BG-FI-150

회복I.10 3.1 유출수 유량 BG-FI-150

회복I.30 3.1 유출수 유량 BG-FI-150

회복C.10 2.0 CHG/SI 유량지시계 BG-FI-940 HPSI FLOW HEADER A N-7J-BH-FI-940 1. 안전주입유량계는 BH-FI-940 임

회복C.10 13.0 CHG/SI 유량지시계 BG-FI-940 2. 용어 재확인요

회복C.10 20.0 CHG/SI 유량지시계 BG-FI-940

회복C.20 2.1 CHG/SI 유량지시계 BG-FI-940

회복C.20 14.0 CHG/SI 유량지시계 BG-FI-940

비상-0 15.1 CHG/SI P/P 유량계 BG-FI-940

회복C.30 2.1 CHG/SI P/P 유량지시계 BG-FI-940

보조-1.3 3.8 CHG/SI P/P 출구 유량 BG-FI-940

보조-1.3 3.4 HHSI BG-FI-940

보조-1.4 2.1 SI 유량을 확인 BH-FI-940

회복C.10 2.0 CHG/SI 유량지시계 BG-FI-943 HPSI FLOW HEADER B N-7J-BH-FI-943 1. 안전주입유량계는 BH-FI-943 임

회복C.10 13.0 CHG/SI 유량지시계 BG-FI-943 2. 용어 재확인요

회복C.10 20.0 CHG/SI 유량지시계 BG-FI-943

회복C.20 2.1 CHG/SI 유량지시계 BG-FI-943

회복C.20 14.0 CHG/SI 유량지시계 BG-FI-943

비상-0 15.1 CHG/SI P/P 유량계 BG-FI-943

회복C.30 2.1 CHG/SI P/P 유량지시계 BG-FI-943

보조-1.3 3.8 CHG/SI P/P 출구 유량 BG-FI-943

보조-1.3 3.4 HHSI BG-FI-943

보조-1.4 2.2 SI 유량을 확인 BH-FI-943

보조-0.4 6.1 충전 및 유출수 유량 조절밸브 BG-FK-122 CVCS CHARGING FLOW N-7J-BG-FK-122 1. 용어 통일 : 충전유량/충전관 유량

보조-0.4 12.1 충전 및 유출수 유량 조절밸브 BG-FK-122     /충전수유량

보조-0.4 16.1 충전 및 유출수 유량 조절밸브 BG-FK-122 2. 충전유량제어기는 BG-FK-122 임

보조-1.1 7.1 충전 유량조절 밸브 BG-FK-122

회복P.10 12.1 충전 유량조절 밸브 BG-FK-122

회복S.10 4.3 충전 유량조절 밸브 BG-FK-122

비상-3 23.1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FK-122

보조-1.2 16.1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FK-122

부수-0.1 4.2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FK-122

부수-1.1 20.1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FK-122

부수-2.1 18.1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FK-122

부수-3.1 21.1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FK-122

부수-3.2 15.1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FK-122

부수-3.3 9.1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FK-122

회복H.10 28.1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FK-122

회복I.30 2.2 충전수 유량 조절밸브 BG-FK-122

비상-3 22.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K-122

보조-0.1 4.2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K-122

보조-1.1 6.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K-122

보조-1.2 15.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K-122

회복H.10 27.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K-122

회복I.10 2.2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K-122

회복I.20 3.2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K-122

회복P.10 11.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K-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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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2.1 17.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K-122

부수-3.1 20.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K-122

부수-3.2 14.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K-122

부수-3.3 8.1 충전유량 조절밸브 BG-FIK-122

회복P.10 6.1 밀봉 누설 유량 BG-FR-154A RCP C SEAL INJEC & LEAK OFF FLOWN-7J-BG-FR-154A

회복P.10 13.1 밀봉 누설 유량 BG-FR-154A

부수-3.3 23.0 밀봉 누설유량 BG-FR-154A

보조-3.2 13.1 밀봉 누출수 유량 BG-FR-154A

보조-3.3 13.1 밀봉 누출수 유량 BG-FR-154A

부수-1.1 25.1 밀봉 누출수 유량 BG-FR-154A

보조-3.1 11.1 밀봉 누출수유량 BG-FR-154A

부수-1.1 33.1 밀봉 누출수유량 BG-FR-154A

보조-0.4 1.1 밀봉누설 유량 BG-FR-154A

보조-1.2 25.3 밀봉누설 유량 BG-FR-154A

보조-1.1 20.3 밀봉누설 유량 BG-FR-154A

부수-3.2 29.1 밀봉누설 유량 BG-FR-154A

부수-3.3 34.1 밀봉누설 유량 BG-FR-154A

비상-3 35.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4A

회복I.10 4.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4A

부수-3.1 31.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4A

부수-3.2 25.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4A

부수-3.3 18.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4A

보조-0.4 12.2 밀봉누설수 유량 BG-FR-154A

보조-0.4 16.2 밀봉누설수 유량 BG-FR-154A

비상-3 36.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보조-0.1 9.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보조-0.2 1.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보조-1.1 22.2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보조-1.2 12.4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보조-1.2 18.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보조-1.2 28.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부수-2.1 31.2 밀봉누설유량 BG-FR-154A

회복C.10 3.3 밀봉누설유량 BG-FR-154A

회복C.20 4.2 밀봉누설유량 BG-FR-154A

회복I.30 9.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부수-1.1 14.3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부수-2.1 41.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부수-3.1 17.4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부수-3.1 23.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부수-3.1 35.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부수-3.2 11.4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부수-3.2 17.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부수-3.3 2.1 밀봉누설유량 BG-FR-154A

비상-3 36.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보조-0.1 9.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보조-0.2 1.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보조-0.4 1.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보조-1.1 22.2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보조-1.2 12.4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보조-1.2 18.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회복I.30 9.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회복P.10 6.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회복P.10 13.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부수-1.1 14.3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부수-2.1 31.2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부수-3.1 17.4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부수-3.1 23.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부수-3.2 11.4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부수-3.2 17.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부수-3.3 2.1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부수-3.3 23.0 밀봉주입 유량 BG-FR-154A

보조-0.4 6.2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4A

보조-0.4 12.2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4A

보조-0.4 16.2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4A

비상-3 34.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4A

보조-1.1 19.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4A

부수-2.1 28.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4A

부수-3.1 30.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4A

부수-3.2 24.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4A

부수-3.3 17.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4A

보조-1.2 24.2 RCP 밀봉 주입유량 BG-FR-154A

보조-0.2 17.1 RCP 밀봉수 유량 조절밸브 BG-FR-154A

보조-0.4 7.1 RCP 밀봉수 유량 조절밸브 BG-FR-154A

회복C.10 3.2 RCP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4A

회복C.20 4.2 RCP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4A

회복P.10 6.1 밀봉 누설 유량 BG-FR-155A RCP B SEAL INJECT & LEAK OFF FLON-7J-BG-FR-155A

회복P.10 13.1 밀봉 누설 유량 BG-FR-155A

부수-3.3 23.0 밀봉 누설유량 BG-FR-155A

보조-3.2 13.1 밀봉 누출수 유량 BG-FR-155A

보조-3.3 13.1 밀봉 누출수 유량 BG-FR-155A

부수-1.1 25.1 밀봉 누출수 유량 BG-FR-155A

보조-3.1 11.1 밀봉 누출수유량 BG-FR-155A

부수-1.1 33.1 밀봉 누출수유량 BG-FR-1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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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보조-0.4 1.1 밀봉누설 유량 BG-FR-155A

보조-1.2 25.3 밀봉누설 유량 BG-FR-155A

보조-1.1 20.3 밀봉누설 유량 BG-FR-155A

부수-3.2 29.1 밀봉누설 유량 BG-FR-155A

부수-3.3 34.1 밀봉누설 유량 BG-FR-155A

비상-3 35.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5A

회복I.10 4.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5A

부수-3.1 31.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5A

부수-3.2 25.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5A

부수-3.3 18.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5A

보조-0.4 12.2 밀봉누설수 유량 BG-FR-155A

보조-0.4 16.2 밀봉누설수 유량 BG-FR-155A

비상-3 36.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보조-0.1 9.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보조-0.2 1.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보조-1.1 22.2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보조-1.2 12.4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보조-1.2 18.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보조-1.2 28.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부수-2.1 31.2 밀봉누설유량 BG-FR-155A

회복C.10 3.3 밀봉누설유량 BG-FR-155A

회복C.20 4.2 밀봉누설유량 BG-FR-155A

회복I.30 9.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부수-1.1 14.3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부수-2.1 41.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부수-3.1 17.4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부수-3.1 23.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부수-3.1 35.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부수-3.2 11.4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부수-3.2 17.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부수-3.3 2.1 밀봉누설유량 BG-FR-155A

비상-3 36.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보조-0.1 9.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보조-0.2 1.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보조-0.4 1.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보조-1.1 22.2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보조-1.2 12.4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보조-1.2 18.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회복I.30 9.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회복P.10 6.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회복P.10 13.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부수-1.1 14.3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부수-2.1 31.2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부수-3.1 17.4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부수-3.1 23.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부수-3.2 11.4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부수-3.2 17.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부수-3.3 2.1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부수-3.3 23.0 밀봉주입 유량 BG-FR-155A

보조-0.4 6.2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5A

보조-0.4 12.2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5A

보조-0.4 16.2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5A

비상-3 34.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5A

보조-1.1 19.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5A

부수-2.1 28.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5A

부수-3.1 30.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5A

부수-3.2 24.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5A

부수-3.3 17.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5A

보조-1.2 24.2 RCP 밀봉 주입유량 BG-FR-155A

보조-0.2 17.1 RCP 밀봉수 유량 조절밸브 BG-FR-155A

보조-0.4 7.1 RCP 밀봉수 유량 조절밸브 BG-FR-155A

회복C.10 3.2 RCP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5A

회복C.20 4.2 RCP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5A

회복P.10 6.1 밀봉 누설 유량 BG-FR-156A RCP A SEAL INJEC & LEAK OFF FLOWN-7J-BG-FR-156A

회복P.10 13.1 밀봉 누설 유량 BG-FR-156A

부수-3.3 23.0 밀봉 누설유량 BG-FR-156A

보조-3.2 13.1 밀봉 누출수 유량 BG-FR-156A

보조-3.3 13.1 밀봉 누출수 유량 BG-FR-156A

부수-1.1 25.1 밀봉 누출수 유량 BG-FR-156A

보조-3.1 11.1 밀봉 누출수유량 BG-FR-156A

부수-1.1 33.1 밀봉 누출수유량 BG-FR-156A

보조-0.4 1.1 밀봉누설 유량 BG-FR-156A

보조-1.2 25.3 밀봉누설 유량 BG-FR-156A

부수-2.1 29.3 밀봉누설 유량 BG-FR-156A

보조-1.1 20.3 밀봉누설 유량 BG-FR-156A

부수-3.2 29.1 밀봉누설 유량 BG-FR-156A

부수-3.3 34.1 밀봉누설 유량 BG-FR-156A

비상-3 35.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6A

회복I.10 4.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6A

부수-3.1 31.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6A

부수-3.2 25.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6A

부수-3.3 18.3 밀봉누설 유량확인 BG-FR-156A

보조-0.4 12.2 밀봉누설수 유량 BG-FR-1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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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보조-0.4 16.2 밀봉누설수 유량 BG-FR-156A

비상-3 36.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보조-0.1 9.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보조-0.2 1.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보조-1.1 22.2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보조-1.2 12.4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보조-1.2 18.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보조-1.2 28.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부수-2.1 31.2 밀봉누설유량 BG-FR-156A

회복C.10 3.3 밀봉누설유량 BG-FR-156A

회복C.20 4.2 밀봉누설유량 BG-FR-156A

회복I.30 9.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부수-1.1 14.3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부수-2.1 41.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부수-3.1 17.4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부수-3.1 23.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부수-3.1 35.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부수-3.2 11.4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부수-3.2 17.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부수-3.3 2.1 밀봉누설유량 BG-FR-156A

비상-3 36.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보조-0.1 9.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보조-0.2 1.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보조-0.4 1.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보조-1.1 22.2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보조-1.2 12.4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보조-1.2 18.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회복I.30 9.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회복P.10 6.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회복P.10 13.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부수-1.1 14.3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부수-2.1 31.2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부수-3.1 17.4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부수-3.1 23.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부수-3.2 11.4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부수-3.2 17.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부수-3.3 2.1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부수-3.3 23.0 밀봉주입 유량 BG-FR-156A

보조-0.4 6.2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6A

보조-0.4 12.2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6A

보조-0.4 16.2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6A

비상-3 34.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6A

보조-1.1 19.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6A

부수-2.1 28.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6A

부수-3.1 30.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6A

부수-3.2 24.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6A

부수-3.3 17.2 RCP 밀봉 주입수 유량 BG-FR-156A

보조-1.2 24.2 RCP 밀봉 주입유량 BG-FR-156A

보조-0.2 17.1 RCP 밀봉수 유량 조절밸브 BG-FR-156A

보조-0.4 7.1 RCP 밀봉수 유량 조절밸브 BG-FR-156A

회복C.10 3.2 RCP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6A

회복C.20 4.2 RCP 밀봉주입수 유량 BG-FR-156A

회복I.10 2.2 예비 유출수 조절밸브 BG-HC-137 EXCESS LETDOWN HX OUTLET VALVEN-7J-BG-HC-137

회복I.10 8.2 예비 유출수 조절밸브 BG-HC-137 

비상-3 28.2 RHR 계통 BG-HC-142 RHR HX OUTLET TO CVCS FLOW N-7J-BG-HC-142

회복P.10 19.6 RHR 계통 BG-HC-142 

회복I.30 3.1 RHR 계통 이용, 유출유량 형성 BG-HC-142 

부수-3.3 12.6 RHR 계통을 이용 유출 유량를 형성BG-HC-142 

보조-1.1 12.2 RHR 계통을 이용 유출유량을 형성BG-HC-142 

부수-0.1 10.2 RHR 계통을 이용하여 유출 유량 형BG-HC-142 

부수-2.1 24.2 RHR 계통을 이용하여 유출 유량을BG-HC-142 

회복I.10 3.1 RHR 계통을 이용하여 유출유량를 형BG-HC-142 

비상-3 28.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LTDN ORIFICE ISO VV HV-1 B-7J-BG-HS-1

보조-1.1 12.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부수-0.1 10.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부수-2.1 2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부수-3.3 12.4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회복I.10 3.1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회복I.30 3.1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회복P.10 19.4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회복S.10 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회복S.10 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회복S.10 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부수-0 3.2 유출수 격리밸브 BG-HS-1

보조-0.1 4.1 유출수 수동으로 격리 BG-HS-1

보조-0.1 4.3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보조-0.2 16.1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회복I.20 2.1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부수-0 25.1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1

회복I.10 8.2 유출유로 차단 BG-HS-1

부수-0 3.2 CV내 밸브 BG-HV-1 LTDN ORIFICE ISO VV HV-1 B-7J-BG-HS-1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비상-3 28.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LTDN ORIFICE ISO VV HV-2 B-7J-BG-HS-2

보조-1.1 12.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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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부수-0.1 10.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부수-2.1 2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부수-3.3 12.4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회복I.10 3.1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회복I.30 3.1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회복P.10 19.4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회복S.10 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회복S.10 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회복S.10 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부수-0 3.2 유출수 격리밸브 BG-HS-2

보조-0.1 4.1 유출수 수동으로 격리 BG-HS-2

보조-0.1 4.3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보조-0.2 16.1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회복I.20 2.1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부수-0 25.1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2

회복I.10 8.2 유출유로 차단 BG-HS-2

부수-0 3.2 CV내 밸브 BG-HV-2 LTDN ORIFICE ISO VV HV-2 B-7J-BG-HS-2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비상-3 28.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LTDN ORIFICE ISO VV HV-3 B-7J-BG-HS-3

보조-1.1 12.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부수-0.1 10.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부수-2.1 2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부수-3.3 12.4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회복I.10 3.1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회복I.30 3.1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회복P.10 19.4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회복S.10 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회복S.10 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회복S.10 4.2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부수-0 3.2 유출수 격리밸브 BG-HS-3

보조-0.1 4.1 유출수 수동으로 격리 BG-HS-3

보조-0.1 4.3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보조-0.2 16.1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회복I.20 2.1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부수-0 25.1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BG-HS-3

회복I.10 8.2 유출유로 차단 BG-HS-3

부수-0 3.2 CV내 밸브 BG-HV-3 LTDN ORIFICE ISO VV HV-3 A-7J-BG-HS-3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회복S.10 4.2 비상 붕산주입 밸브 BG-HS-113A BA INJECTION MAKEUP VALVE N-7J-BG-HS-113A

회복S.10 8.1 붕산희석 유로밸브 BG-HS-114A BA DILUT INJ TO VOL CONT TK VV N-7J-BG-HS-114A

회복S.10 8.1 붕산희석 유로밸브 BG-HS-114A

회복S.10 8.1 붕산희석 유로밸브 BG-HS-114B RMWS INJECT TO BA CHG LINE VV N-7J-BG-HS-114B

회복S.10 8.1 붕산희석 유로밸브 BG-HS-114B

비상-0 18.3 CHG/SI P/P 입구 격리밸브 BG-HS-115B RWST TO CHG PP P091 VALVE A-7J-BG-HS-115B 1. 용어 통일 : 입구밸브/흡입밸브

회복C.10 2.0 CHG/SI P/P 입구  밸브 BG-HS-115B

비상-3 22.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B

보조-1.1 6.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B

보조-1.2 15.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B

부수-2.1 17.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B

부수-3.1 20.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B

부수-3.2 14.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B

부수-3.3 8.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B

회복H.10 27.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 BG-HS-115B

회복P.10 11.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 BG-HS-115B

부수-0.2 2.1 RWST로 부터 CHG/SI P/P 흡입 밸 BG-HS-115B

보조-1.3 3.4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B

보조-1.3 3.4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B

부수-0.1 3.3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B

회복C.10 13.0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B

회복C.10 20.0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B

회복C.20 2.1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B

회복C.20 14.0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B

부수-1.1 1.8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밸브 BG-HS-115B

회복S.10 4.2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밸브 BG-HS-115B

회복S.10 8.4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밸브 BG-HS-115B

비상-3 29.1 RWST로부터의 CHG/SI P/P 흡입측 BG-HS-115B

보조-1.1 14.2 RWST로부터의 CHG/SI P/P 흡입측 BG-HS-115B

부수-2.1 26.2 RWST로부터의 CHG/SI P/P 흡입측 BG-HS-115B

부수-3.3 13.2 RWST로부터의 CHG/SI P/P 흡입측 BG-HS-115B

회복P.10 20.2 RWST로부터의 CHG/SI P/P 흡입측 밸BG-HS-115B

부수-0.2 3.1 RWST에서 CHG/SI P/P 흡입측 밸브BG-HS-115B

비상-3 29.1 VCT 출구 격리밸브 BG-HS-115C VOLUME CONTROL TANK OUTLET VV A-7J-BG-HS-115C 1. 용어 통일 : 입구밸브/흡입밸브

보조-1.1 14.1 VCT 출구 격리밸브 BG-HS-115C

부수-2.1 26.1 VCT 출구 격리밸브 BG-HS-115C

부수-3.3 13.1 VCT 출구 격리밸브 BG-HS-115C

회복P.10 20.1 VCT 출구 격리밸브 BG-HS-115C

비상-0 18.8 VCT로부터 CHG/SI P/P 입구 격리밸BG-HS-115C

부수-0.1 3.3 VC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 BG-HS-115C

회복S.10 4.2 VCT로부터 CHG/SI P/P 입구밸브 BG-HS-115C

부수-0.1 3.3 VCT로부터 CHG/SI P/P 입구밸브 BG-HS-115C

부수-0.2 3.2 VCT에서 CHG/SI P/P 흡입측 밸브 BG-HS-115C

부수-0.2 2.1 VCT에서 CHG/SI P/P로 가는 밸브 BG-HS-115C

비상-0 18.3 CHG/SI P/P 입구 격리밸브 BG-HS-115D RWST TO CHG PP P092 VALVE B-7J-BG-HS-115D 1. 용어 통일 : 입구밸브/흡입밸브

회복C.10 2.0 CHG/SI P/P 입구  밸브 BG-HS-115D

비상-3 22.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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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보조-1.1 6.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D

보조-1.2 15.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D

부수-2.1 17.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D

부수-3.1 20.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D

부수-3.2 14.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D

부수-3.3 8.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BG-HS-115D

회복H.10 27.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 BG-HS-115D

회복P.10 11.1 CHG/SI P/P 흡입을 RWST에서 받고 BG-HS-115D

부수-0.2 2.1 RWST로 부터 CHG/SI P/P 흡입 밸 BG-HS-115D

보조-1.3 3.4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D

보조-1.3 3.4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D

부수-0.1 3.3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D

회복C.10 13.0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D

회복C.10 20.0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D

회복C.20 2.1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D

회복C.20 14.0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BG-HS-115D

부수-1.1 1.8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밸브 BG-HS-115D

회복S.10 4.2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밸브 BG-HS-115D

회복S.10 8.4 RWST로부터 CHG/SI P/P 입구밸브 BG-HS-115D

비상-3 29.1 RWST로부터의 CHG/SI P/P 흡입측 BG-HS-115D

보조-1.1 14.2 RWST로부터의 CHG/SI P/P 흡입측 BG-HS-115D

부수-2.1 26.2 RWST로부터의 CHG/SI P/P 흡입측 BG-HS-115D

부수-3.3 13.2 RWST로부터의 CHG/SI P/P 흡입측 BG-HS-115D

회복P.10 20.2 RWST로부터의 CHG/SI P/P 흡입측 밸BG-HS-115D

부수-0.2 3.1 RWST에서 CHG/SI P/P 흡입측 밸브BG-HS-115D

비상-3 29.1 VCT 출구 격리밸브 BG-HS-115E VOLUME CONTROL TANK OUTLET VV B-7J-BG-HS-115E 1. 용어 통일 : 입구밸브/흡입밸브

보조-1.1 14.1 VCT 출구 격리밸브 BG-HS-115E

부수-2.1 26.1 VCT 출구 격리밸브 BG-HS-115E

부수-3.3 13.1 VCT 출구 격리밸브 BG-HS-115E

회복P.10 20.1 VCT 출구 격리밸브 BG-HS-115E

비상-0 18.8 VCT로부터 CHG/SI P/P 입구 격리밸BG-HS-115E

부수-0.1 3.3 VCT로부터 CHG/SI P/P 입구 밸브 BG-HS-115E

회복S.10 4.2 VCT로부터 CHG/SI P/P 입구밸브 BG-HS-115E

부수-0.1 3.3 VCT로부터 CHG/SI P/P 입구밸브 BG-HS-115E

부수-0.2 3.2 VCT에서 CHG/SI P/P 흡입측 밸브 BG-HS-115E

부수-0.2 2.1 VCT에서 CHG/SI P/P로 가는 밸브 BG-HS-115E

회복S.10 4.2 비상 붕산주입 밸브 BG-HS-20 EMERGENCY BORATE TRN B VV B-7J-BG-HS-20

부수-0.2 5.2 RHR P/P BG-HS-204 

보조-1.4 2.1 A 계열에서 운전중인 충전펌프 BG-HS-21 CVCS CHARGING PUMP P091 A-7J-BG-HS-21

보조-1.3 3.4 CHG/SI P/P BG-HS-21

보조-1.3 3.5 CHG/SI P/P BG-HS-21

보조-1.3 3.5 CHG/SI P/P BG-HS-21

부수-0.2 5.3 CHG/SI P/P BG-HS-21

회복C.10 2.0 CHG/SI P/P BG-HS-21

회복C.10 13.0 CHG/SI P/P BG-HS-21

회복C.10 20.0 CHG/SI P/P BG-HS-21

회복C.20 2.1 CHG/SI P/P BG-HS-21

회복C.20 14.0 CHG/SI P/P BG-HS-21

회복I.20 3.1 CHG/SI P/P BG-HS-21

회복I.30 2.1 CHG/SI P/P BG-HS-21

회복S.10 4.1 CHG/SI P/P BG-HS-21

회복S.10 4.1 CHG/SI P/P BG-HS-21

회복I.10 2.1 CHG/SI P/P BG-HS-21

보조-1.4 2.2 B 계열에서 운전중인 충전펌프 BG-HS-22 CVCS CHARGING PUMP P092 B-7J-BG-HS-22

보조-1.3 3.4 CHG/SI P/P BG-HS-22

보조-1.3 3.5 CHG/SI P/P BG-HS-22

보조-1.3 3.5 CHG/SI P/P BG-HS-22

회복C.10 2.0 CHG/SI P/P BG-HS-22

회복C.10 13.0 CHG/SI P/P BG-HS-22

회복C.10 20.0 CHG/SI P/P BG-HS-22

회복C.20 2.1 CHG/SI P/P BG-HS-22

회복C.20 14.0 CHG/SI P/P BG-HS-22

회복I.20 3.1 CHG/SI P/P BG-HS-22

회복I.30 2.1 CHG/SI P/P BG-HS-22

회복S.10 4.1 CHG/SI P/P BG-HS-22

회복S.10 4.1 CHG/SI P/P BG-HS-22

회복I.10 2.1 CHG/SI P/P BG-HS-22

부수-0.2 5.3 CHG/SI P/P BG-HS-22 

보조-1.4 2.1 A 계열에서 운전중인 충전펌프 BG-HS-23 CVCS SWING CHARGING PUMP P093 A-7J-BG-HS-23

보조-1.3 3.4 CHG/SI P/P BG-HS-23

보조-1.3 3.5 CHG/SI P/P BG-HS-23

회복C.10 2.0 CHG/SI P/P BG-HS-23

회복C.10 13.0 CHG/SI P/P BG-HS-23

회복C.10 20.0 CHG/SI P/P BG-HS-23

회복C.20 2.1 CHG/SI P/P BG-HS-23

회복C.20 14.0 CHG/SI P/P BG-HS-23

회복I.20 3.1 CHG/SI P/P BG-HS-23

회복I.30 2.1 CHG/SI P/P BG-HS-23

회복S.10 4.1 CHG/SI P/P BG-HS-23

회복S.10 4.1 CHG/SI P/P BG-HS-23

회복I.10 2.1 CHG/SI P/P BG-HS-23

부수-0.2 5.3 CHG/SI P/P BG-HS-23 

보조-1.4 2.2 B 계열에서 운전중인 충전펌프 BG-HS-23A CVCS SWING CHG PP P093 B-7J-BG-HS-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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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보조-1.3 3.4 CHG/SI P/P BG-HS-23A

보조-1.3 3.5 CHG/SI P/P BG-HS-23A

부수-0.2 5.3 CHG/SI P/P BG-HS-23A

회복C.10 2.0 CHG/SI P/P BG-HS-23A

회복C.10 13.0 CHG/SI P/P BG-HS-23A

회복C.10 20.0 CHG/SI P/P BG-HS-23A

회복C.20 2.1 CHG/SI P/P BG-HS-23A

회복C.20 14.0 CHG/SI P/P BG-HS-23A

회복I.20 3.1 CHG/SI P/P BG-HS-23A

회복I.30 2.1 CHG/SI P/P BG-HS-23A

회복S.10 4.1 CHG/SI P/P BG-HS-23A

회복S.10 4.1 CHG/SI P/P BG-HS-23A

회복I.10 2.1 CHG/SI P/P BG-HS-23A

회복C.10 13.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CHG PUMP P091 RECIRC VALVE B-7J-BG-HS-24 1. 용어 통일 : 재순환/최소유량

회복C.10 20.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회복C.2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회복C.20 14.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회복I.1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회복I.20 3.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회복I.3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회복S.10 4.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회복S.10 4.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회복C.10 2.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비상-3 22.2 CHG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부수-0.1 4.1 CHG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보조-1.3 3.4 CHG/SI P/P 재순환 유량 밸브 BG-HS-24

보조-1.1 6.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보조-1.2 15.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회복H.10 27.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회복P.10 11.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부수-1.1 19.1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부수-2.1 17.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부수-3.1 20.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부수-3.2 14.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부수-3.3 8.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4

부수-0.2 3.3 CHG/SI P/P 최소유량 격리밸브 BG-HS-24

부수-0.1 3.3 CHG/SI P/P 최소유량 조절밸브 BG-HS-24

회복C.10 13.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CHG PUMP P092 RECIRC VALVE B-7J-BG-HS-25 1. 용어 통일 : 재순환/최소유량

회복C.10 20.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회복C.2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회복C.20 14.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회복I.1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회복I.20 3.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회복I.3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회복S.10 4.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회복S.10 4.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회복C.10 2.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비상-3 22.2 CHG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부수-0.1 4.1 CHG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보조-1.3 3.4 CHG/SI P/P 재순환 유량 밸브 BG-HS-25

보조-1.1 6.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보조-1.2 15.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회복H.10 27.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회복P.10 11.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부수-1.1 19.1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부수-2.1 17.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부수-3.1 20.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부수-3.2 14.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부수-3.3 8.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5

부수-0.2 3.3 CHG/SI P/P 최소유량 격리밸브 BG-HS-25

부수-0.1 3.3 CHG/SI P/P 최소유량 조절밸브 BG-HS-25

회복C.10 13.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CHG PUMP P093 RECIRC VALVE B-7J-BG-HS-26 1. 용어 통일 : 재순환/최소유량

회복C.10 20.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회복C.2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회복C.20 14.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회복I.1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회복I.20 3.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회복I.3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회복S.10 4.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회복S.10 4.1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회복C.10 2.0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비상-3 22.2 CHG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부수-0.1 4.1 CHG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보조-1.3 3.4 CHG/SI P/P 재순환 유량 밸브 BG-HS-26

보조-1.1 6.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보조-1.2 15.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회복H.10 27.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회복P.10 11.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부수-1.1 19.1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부수-2.1 17.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부수-3.1 20.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부수-3.2 14.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부수-3.3 8.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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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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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0.2 3.3 CHG/SI P/P 최소유량 격리밸브 BG-HS-26

부수-0.1 3.3 CHG/SI P/P 최소유량 조절밸브 BG-HS-26

회복S.10 4.2 비상 붕산주입 밸브 BG-HS-27 EMERGENCY BORATE TRN A VV A-7J-BG-HS-27

회복C.10 13.0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CVCS CHG PP RECIRC ISO VV A-7J-BG-HS-30 1. 용어 통일 : 재순환/최소유량

회복C.10 20.0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회복C.2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회복C.20 14.0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회복I.1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회복I.20 3.1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회복I.30 2.1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회복S.10 4.1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회복S.10 4.1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회복C.10 2.0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비상-3 22.2 CHG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부수-0.1 4.1 CHG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보조-1.1 6.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보조-1.2 15.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회복H.10 27.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회복P.10 11.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부수-1.1 19.1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부수-2.1 17.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부수-3.1 20.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부수-3.2 14.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부수-3.3 8.2 CHG/SI P/P 재순환 유량밸브 BG-HS-30

부수-0.2 3.3 CHG/SI P/P 최소유량 격리밸브 BG-HS-30

부수-0.1 3.3 CHG/SI P/P 최소유량 조절밸브 BG-HS-30

보조-1.3 3.7 CHG/SI P/P A-P-091과 B-P-092 BG-HS-32 CVCS CHG PP DIS TRN SEPN VALVE B-7J-BG-HS-32

보조-1.3 3.7 CHG/SI P/P A-P-091과 B-P-093 BG-HS-32

보조-1.3 3.7 CHG/SI P/P A-P-091과 B-P-092 BG-HS-33 CHG PUMP DISCH HEADER A-7J-BG-HS-33

보조-1.3 3.7 CHG/SI P/P A-P-092과 B-P-093 BG-HS-33

보조-1.3 3.7 CHG/SI P/P A-P-091과 B-P-092 BG-HS-34 CHG PUMP DISCH HEADER A-7J-BG-HS-34

보조-1.3 3.7 CHG/SI P/P A-P-091과 B-P-093 BG-HS-34

보조-1.3 3.7 CHG/SI P/P A-P-091과 B-P-092 BG-HS-35 CHG PP DIS TRN SEPN VV HV35 B-7J-BG-HS-35

보조-1.3 3.7 CHG/SI P/P A-P-092과 B-P-093 BG-HS-35

회복I.10 8.2 살수 유량 차단 BG-HS-36 CVCS CHG LINE ISOLATION VALVE A-7J-BG-HS-36 1. 용어 재검토 : 격리/유량조절/차단

비상-0 18.7 정상 충전 격리밸브 BG-HS-36

부수-0.2 3.4 정상충전 격리밸브 BG-HS-36

비상-3 22.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보조-1.1 6.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보조-1.1 7.2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보조-1.2 15.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부수-2.1 17.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부수-3.1 20.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부수-3.2 14.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부수-3.3 8.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회복H.10 27.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회복P.10 11.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회복P.10 12.2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부수-0.1 4.3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HS-36

비상-3 23.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6

보조-1.2 16.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6

부수-1.1 20.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6

부수-3.1 21.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6

부수-3.2 15.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6

부수-3.3 9.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6

회복H.10 28.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6

부수-2.1 18.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6

회복I.10 2.2 충전수 CV 격리밸브 BG-HS-36

회복I.20 3.2 충전수 CV 격리밸브 BG-HS-36

회복I.30 2.2 충전수 CV 격리밸브 BG-HS-36

부수-0.1 3.3 충전유로 차단밸브 BG-HS-36

부수-1.2 2.1 충전유로 CV 격리밸브 BG-HS-36

보조-0.1 4.2 충전유로의 CV 격리밸브 BG-HS-36

회복S.10 4.3 CV 외측 충전관 격리밸브 BG-HS-36

회복I.10 8.2 살수 유량 차단 BG-HS-37 CVCS CHG FLOW ISOLATION VALVE B-7J-BG-HS-37 1. 용어 재검토 : 격리/유량조절/차단

비상-0 18.7 정상 충전 격리밸브 BG-HS-37

부수-0.2 3.4 정상충전 격리밸브 BG-HS-37

비상-3 22.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보조-1.1 6.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보조-1.1 7.2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보조-1.2 15.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부수-2.1 17.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부수-3.1 20.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부수-3.2 14.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부수-3.3 8.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회복H.10 27.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회복P.10 11.1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회복P.10 12.2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부수-0.1 4.3 충전관 유량조절 밸브 BG-HS-37

비상-3 23.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7

보조-1.2 16.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7

부수-1.1 20.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7

부수-3.1 21.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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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3.2 15.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7

부수-3.3 9.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7

회복H.10 28.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7

부수-2.1 18.2 충전관 차단밸브 BG-HS-37

회복I.10 2.2 충전수 CV 격리밸브 BG-HS-37

회복I.20 3.2 충전수 CV 격리밸브 BG-HS-37

회복I.30 2.2 충전수 CV 격리밸브 BG-HS-37

부수-0.1 3.3 충전유로 차단밸브 BG-HS-37

부수-1.2 2.1 충전유로 CV 격리밸브 BG-HS-37

보조-0.1 4.2 충전유로의 CV 격리밸브 BG-HS-37

회복S.10 4.3 CV 외측 충전관 격리밸브 BG-HS-37

보조-0.4 8.2 보조 살수밸브 BG-HS-40 PRESSURIZER AUX SPRAY VALVE N-7J-BG-HS-40

보조-0.4 13.2 보조 살수밸브 BG-HS-40

보조-0.4 17.2 보조 살수밸브 BG-HS-40

회복I.10 8.2 보조 살수밸브 BG-HS-40

회복I.10 8.2 보조 살수밸브 BG-HS-40

보조-0.2 12.4 보조분무를 이용하여 감압 BG-HS-40

보조-0.4 4.2 보조살수 BG-HS-40

보조-1.1 17.1 PZR 보조살수 BG-HS-40

비상-3 28.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EXCESS LTDN HX ISOLATION VALVE TB-7J-BG-HS-41

보조-1.1 12.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부수-0.1 10.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부수-2.1 24.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부수-3.3 12.0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회복I.10 2.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회복I.10 3.1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회복I.10 8.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회복I.30 3.1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회복P.10 19.0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부수-0 3.3 예비유출 격리밸브 BG-HS-41

보조-0.1 4.3 예비유출수 격리밸브 BG-HS-41

부수-0 3.3 CV내 밸브 BG-HV-41 1.밸브번호 혼용

비상-3 28.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EXCESS LTDN HX ISOLATION VALVE TA-7J-BG-HS-42

보조-1.1 12.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부수-0.1 10.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부수-2.1 24.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부수-3.3 12.0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회복I.10 2.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회복I.10 3.1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회복I.10 8.2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회복I.30 3.1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회복P.10 19.0 예비 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부수-0 3.3 예비유출 격리밸브 BG-HS-42

보조-0.1 4.3 예비유출수 격리밸브 BG-HS-42

부수-0 3.3 CV내 밸브 BG-HV-42 EXCESS LTDN HX ISOLATION VALVE TA-7J-BG-HS-42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비상-3 28.2 예비 유출수 유로를 VCT로 배열 BG-HS-43 EXCESS LTDN HX DIVERSION VALVE N-7J-BG-HS-43

보조-1.1 12.2 예비 유출수 유로를 VCT로 배열 BG-HS-43

부수-0.1 10.2 예비 유출수 유로를 VCT로 배열 BG-HS-43

부수-2.1 24.2 예비 유출수 유로를 VCT로 배열 BG-HS-43

부수-3.3 12.0 예비 유출수 유로를 VCT로 배열 BG-HS-43

회복I.10 3.1 예비 유출수 유로를 VCT로 배열 BG-HS-43

회복I.30 3.1 예비 유출수 유로를 VCT로 배열 BG-HS-43

회복P.10 19.0 예비 유출수 유로를 VCT로 배열 BG-HS-43

회복I.10 2.2 예비 유출수가 VCT로 가도록 밸브를BG-HS-43

회복I.10 8.2 예비 유출수가 VCT로 가도록 밸브를BG-HS-43

보조-0.1 4.3 예비유출 유량전환 밸브를 VCT로 BG-HS-43

보조-1.2 25.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4 RCP C SL LK-OFF ISOLATION VALVE N-7J-BG-HS-44

비상-3 35.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4

보조-1.1 20.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4

부수-2.1 29.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4

부수-3.1 31.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4

부수-3.2 25.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4

부수-3.3 18.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4

회복I.10 4.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4

보조-1.2 25.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5 RCP B SL LK-OFF ISOLATION VALVE N-7J-BG-HS-45

비상-3 35.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5

보조-1.1 20.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5

부수-2.1 29.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5

부수-3.1 31.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5

부수-3.2 25.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5

부수-3.3 18.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5

회복I.10 4.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5

비상-3 28.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LETDOWN ISO VV TR A A-7J-BG-HS-459

보조-0.1 4.3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보조-1.1 12.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부수-0.1 10.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부수-2.1 24.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부수-3.3 12.3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회복I.10 3.1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회복I.20 2.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회복I.30 3.1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부수-0 3.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부수-0 25.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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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0.1 4.1 유출수 수동으로 격리 BG-HS-459

회복I.10 8.2 유출유로 차단 BG-HS-459

회복P.10 19.3 유출수 격리밸브 BG-HS-459 

보조-1.2 25.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6 RCP A SL LK-OFF ISOLATION VALVE N-7J-BG-HS-46

비상-3 35.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6

보조-1.1 20.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6

부수-2.1 29.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6

부수-3.1 31.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6

부수-3.2 25.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6

부수-3.3 18.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6

회복I.10 4.3 밀봉누설 격리밸브 BG-HS-46

비상-3 28.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LETDOWN ISO VV TR B B-7J-BG-HS-460

보조-0.1 4.3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보조-1.1 12.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부수-0.1 10.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부수-2.1 24.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부수-3.3 12.3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회복I.10 3.1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회복I.20 2.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회복I.30 3.1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부수-0 3.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부수-0 25.2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보조-0.1 4.1 유출수 수동으로 격리 BG-HS-460

회복I.10 8.2 유출유로 차단 BG-HS-460

회복P.10 19.3 유출수 격리밸브 BG-HS-460 

보조-0.1 4.3 유출수 계통 CV 격리밸브 BG-HS-47 LTDN HX CTMT PEN VV (INSD) A-7J-BG-HS-47

비상-3 28.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7

보조-1.1 12.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7

부수-0.1 10.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7

부수-1.2 2.1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7

부수-2.1 24.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7

부수-3.3 12.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7

회복I.10 3.1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7

회복I.20 2.3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7

회복I.30 3.1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7

회복P.10 19.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7

비상-3 35.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8 RCP SEAL WTR PEN VV (INSD) A-7J-BG-HS-48 1. 밸브명 재확인요

보조-1.1 20.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8

보조-1.2 25.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8

부수-2.1 29.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8

부수-3.1 31.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8

부수-3.2 25.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8

부수-3.3 18.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8

회복I.10 4.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8

부수-1.2 2.1 밀봉수 회수 CV 격리밸브 BG-HS-48

비상-3 28.2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보조-1.1 12.2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부수-0.1 10.2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부수-2.1 24.2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부수-3.3 12.0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회복I.10 2.2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회복I.10 3.1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회복I.30 3.1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회복P.10 19.0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보조-0.1 4.3 예비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회복I.10 8.2 예비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8

비상-3 35.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9 SEAL WATER ISOLATION VALVE B-7J-BG-HS-49 1. 밸브명 재확인요

보조-1.1 20.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9

보조-1.2 25.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9

부수-2.1 29.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9

부수-3.1 31.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9

부수-3.2 25.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9

부수-3.3 18.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9

회복I.10 4.2 밀봉 회수관 CV 격리밸브 BG-HS-49

부수-1.2 2.1 밀봉수 회수 CV 격리밸브 BG-HS-49

비상-3 28.2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보조-1.1 12.2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부수-0.1 10.2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부수-2.1 24.2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부수-3.3 12.0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회복I.10 2.2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회복I.10 3.1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회복I.30 3.1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회복P.10 19.0 예비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보조-0.1 4.3 예비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회복I.10 8.2 예비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9

부수-0 3.3 CV 외측 예비 유출 격리 밸브 BG-HV-49 SEAL WATER ISOLATION VALVE B-7J-BG-HS-49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보조-0.1 4.3 유출수 계통 CV 격리밸브 BG-HS-4A LTDN HX CTMT PEN VV (OTSD) B-7J-BG-HS-4A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비상-3 28.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A

보조-1.1 12.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A

부수-0.1 10.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A

부수-1.2 2.1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A

부수-2.1 24.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A

D-28



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부수-3.3 12.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A

회복I.10 3.1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A

회복I.20 2.3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A

회복I.30 3.1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A

회복P.10 19.2 유출수 CV 격리밸브 BG-HS-4A

부수-0 3.2 CV 외측 유출 격리 밸브 BG-HV-4 

비상-3 34.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RCP C SEAL WTR INL CTMT PEN VV B-7J-BG-HS-50 1. 용어 재검토 : 격리/차단

보조-1.1 19.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보조-1.2 24.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부수-2.1 28.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부수-3.1 30.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부수-3.2 24.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부수-3.3 17.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부수-0.1 1.1 CV 외부 RCP 밀봉주입 차단밸브 BG-HS-50

회복C.10 2.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회복C.10 13.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회복C.10 20.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회복C.20 2.1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회복C.20 14.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회복S.10 4.1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부수-0.2 6.2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0

부수-0.2 5.3 CV 외측 RCP 밀봉주입밸브 BG-HS-50

부수-1.2 2.1 RCP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0

회복I.10 2.1 RCP의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0

회복I.20 3.1 RCP의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0

회복I.30 2.1 RCP의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0

부수-0 8.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V-50 RCP C SEAL WTR INL CTMT PEN VV B-7J-BG-HS-50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비상-3 34.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RCP B SEAL WTR INL CTMT PEN VV B-7J-BG-HS-51 1. 용어 재검토 : 격리/차단

보조-1.1 19.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보조-1.2 24.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부수-2.1 28.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부수-3.1 30.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부수-3.2 24.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부수-3.3 17.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부수-0.1 1.1 CV 외부 RCP 밀봉주입 차단밸브 BG-HS-51

회복C.10 2.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회복C.10 13.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회복C.10 20.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회복C.20 2.1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회복C.20 14.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회복S.10 4.1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부수-0.2 6.2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1

부수-0.2 5.3 CV 외측 RCP 밀봉주입밸브 BG-HS-51

부수-1.2 2.1 RCP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1

회복I.10 2.1 RCP의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1

회복I.20 3.1 RCP의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1

회복I.30 2.1 RCP의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1

부수-0 8.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V-51 RCP B SEAL WTR INL CTMT PEN VV B-7J-BG-HS-51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비상-3 34.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RCP A SEAL WTR INL CTMT PEN VV B-7J-BG-HS-52 1. 용어 재검토 : 격리/차단

보조-1.1 19.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2.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보조-1.2 24.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부수-2.1 28.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부수-3.1 30.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부수-3.2 24.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부수-3.3 17.2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부수-0.1 1.1 CV 외부 RCP 밀봉주입 차단밸브 BG-HS-52

회복C.10 2.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회복C.10 13.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회복C.10 20.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회복C.20 2.1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회복C.20 14.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회복S.10 4.1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부수-0.2 6.2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S-52

부수-0.2 5.3 CV 외측 RCP 밀봉주입밸브 BG-HS-52

부수-1.2 2.1 RCP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2

회복I.10 2.1 RCP의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2

회복I.20 3.1 RCP의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2

회복I.30 2.1 RCP의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BG-HS-52

부수-0 8.0 CV 외측 RCP 밀봉주입 격리밸브 BG-HV-52 RCP A SEAL WTR INL CTMT PEN VV B-7J-BG-HS-52

회복S.10 4.2 BAT P/P BG-HS-68 BORIC ACID XFR PUMP P004 A-7J-BG-HS-68

회복S.10 4.2 BAT P/P BG-HS-69 BORIC ACID XFR PUMP P005 B-7J-BG-HS-69

회복S.10 8.3 BTRS 선택스위치 BG-HS-7 BOR THERM REGEN SYS ACTUATOR N-7J-BG-HS-7

비상-3 35.3 밀봉 차압확인 BG-PDI-154 RCP C SL WTR DIFF PRESSURE N-7J-BG-PDI-154

회복I.10 4.3 밀봉 차압확인 BG-PDI-154

부수-2.1 29.3 밀봉 차압확인 BG-PDI-154

부수-3.1 31.3 밀봉 차압확인 BG-PDI-154

부수-3.2 25.3 밀봉 차압확인 BG-PDI-154

부수-3.3 18.3 밀봉 차압확인 BG-PDI-154

비상-3 36.1 밀봉차압 BG-PDI-154

보조-0.1 9.1 밀봉차압 BG-PDI-154

보조-0.2 1.1 밀봉차압 BG-PDI-154

보조-0.4 1.1 밀봉차압 BG-PDI-154

보조-1.1 22.2 밀봉차압 BG-PDI-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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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1.2 12.4 밀봉차압 BG-PDI-154

보조-1.2 18.1 밀봉차압 BG-PDI-154

보조-1.2 25.3 밀봉차압 BG-PDI-154

보조-1.2 28.1 밀봉차압 BG-PDI-154

보조-3.1 11.1 밀봉차압 BG-PDI-154

보조-3.2 13.1 밀봉차압 BG-PDI-154

보조-3.3 13.1 밀봉차압 BG-PDI-154

부수-1.1 14.3 밀봉차압 BG-PDI-154

부수-2.1 31.2 밀봉차압 BG-PDI-154

부수-2.1 41.1 밀봉차압 BG-PDI-154

부수-3.1 23.1 밀봉차압 BG-PDI-154

부수-3.2 11.4 밀봉차압 BG-PDI-154

회복C.10 3.3 밀봉차압 BG-PDI-154

회복C.20 4.2 밀봉차압 BG-PDI-154

회복I.30 9.1 밀봉차압 BG-PDI-154

회복P.10 6.1 밀봉차압 BG-PDI-154

회복P.10 13.1 밀봉차압 BG-PDI-154

보조-1.1 20.3 밀봉차압 BG-PDI-154

부수-1.1 25.1 밀봉차압 BG-PDI-154

부수-1.1 33.1 밀봉차압 BG-PDI-154

부수-3.1 17.4 밀봉차압 BG-PDI-154

부수-3.1 35.1 밀봉차압 BG-PDI-154

부수-3.2 17.1 밀봉차압 BG-PDI-154

부수-3.2 29.1 밀봉차압 BG-PDI-154

부수-3.3 2.1 밀봉차압 BG-PDI-154

부수-3.3 34.1 밀봉차압 BG-PDI-154

비상-3 35.3 밀봉 차압확인 BG-PDI-155 RCP B SL WTR DIFF PRESSURE N-7J-BG-PDI-155

회복I.10 4.3 밀봉 차압확인 BG-PDI-155

부수-2.1 29.3 밀봉 차압확인 BG-PDI-155

부수-3.1 31.3 밀봉 차압확인 BG-PDI-155

부수-3.2 25.3 밀봉 차압확인 BG-PDI-155

부수-3.3 18.3 밀봉 차압확인 BG-PDI-155

비상-3 36.1 밀봉차압 BG-PDI-155

보조-0.1 9.1 밀봉차압 BG-PDI-155

보조-0.2 1.1 밀봉차압 BG-PDI-155

보조-0.4 1.1 밀봉차압 BG-PDI-155

보조-1.1 22.2 밀봉차압 BG-PDI-155

보조-1.2 12.4 밀봉차압 BG-PDI-155

보조-1.2 18.1 밀봉차압 BG-PDI-155

보조-1.2 25.3 밀봉차압 BG-PDI-155

보조-1.2 28.1 밀봉차압 BG-PDI-155

보조-3.1 11.1 밀봉차압 BG-PDI-155

보조-3.2 13.1 밀봉차압 BG-PDI-155

보조-3.3 13.1 밀봉차압 BG-PDI-155

부수-1.1 14.3 밀봉차압 BG-PDI-155

부수-2.1 31.2 밀봉차압 BG-PDI-155

부수-2.1 41.1 밀봉차압 BG-PDI-155

부수-3.1 23.1 밀봉차압 BG-PDI-155

부수-3.2 11.4 밀봉차압 BG-PDI-155

회복C.10 3.3 밀봉차압 BG-PDI-155

회복C.20 4.2 밀봉차압 BG-PDI-155

회복I.30 9.1 밀봉차압 BG-PDI-155

회복P.10 6.1 밀봉차압 BG-PDI-155

회복P.10 13.1 밀봉차압 BG-PDI-155

보조-1.1 20.3 밀봉차압 BG-PDI-155

부수-1.1 25.1 밀봉차압 BG-PDI-155

부수-1.1 33.1 밀봉차압 BG-PDI-155

부수-3.1 17.4 밀봉차압 BG-PDI-155

부수-3.1 35.1 밀봉차압 BG-PDI-155

부수-3.2 17.1 밀봉차압 BG-PDI-155

부수-3.2 29.1 밀봉차압 BG-PDI-155

부수-3.3 2.1 밀봉차압 BG-PDI-155

부수-3.3 34.1 밀봉차압 BG-PDI-155

비상-3 35.3 밀봉 차압확인 BG-PDI-156 RCP A SL WTR DIFF PRESSURE N-7J-BG-PDI-156

회복I.10 4.3 밀봉 차압확인 BG-PDI-156

부수-2.1 29.3 밀봉 차압확인 BG-PDI-156

부수-3.1 31.3 밀봉 차압확인 BG-PDI-156

부수-3.2 25.3 밀봉 차압확인 BG-PDI-156

부수-3.3 18.3 밀봉 차압확인 BG-PDI-156

비상-3 36.1 밀봉차압 BG-PDI-156

보조-0.1 9.1 밀봉차압 BG-PDI-156

보조-0.2 1.1 밀봉차압 BG-PDI-156

보조-0.4 1.1 밀봉차압 BG-PDI-156

보조-1.1 22.2 밀봉차압 BG-PDI-156

보조-1.2 12.4 밀봉차압 BG-PDI-156

보조-1.2 18.1 밀봉차압 BG-PDI-156

보조-1.2 25.3 밀봉차압 BG-PDI-156

보조-1.2 28.1 밀봉차압 BG-PDI-156

보조-3.1 11.1 밀봉차압 BG-PDI-156

보조-3.2 13.1 밀봉차압 BG-PDI-156

보조-3.3 13.1 밀봉차압 BG-PDI-156

부수-1.1 14.3 밀봉차압 BG-PDI-156

부수-2.1 31.2 밀봉차압 BG-PDI-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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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2.1 41.1 밀봉차압 BG-PDI-156

부수-3.1 23.1 밀봉차압 BG-PDI-156

부수-3.2 11.4 밀봉차압 BG-PDI-156

회복C.10 3.3 밀봉차압 BG-PDI-156

회복C.20 4.2 밀봉차압 BG-PDI-156

회복I.30 9.1 밀봉차압 BG-PDI-156

회복P.10 6.1 밀봉차압 BG-PDI-156

회복P.10 13.1 밀봉차압 BG-PDI-156

보조-1.1 20.3 밀봉차압 BG-PDI-156

부수-1.1 25.1 밀봉차압 BG-PDI-156

부수-1.1 33.1 밀봉차압 BG-PDI-156

부수-3.1 17.4 밀봉차압 BG-PDI-156

부수-3.1 35.1 밀봉차압 BG-PDI-156

부수-3.2 17.1 밀봉차압 BG-PDI-156

부수-3.2 29.1 밀봉차압 BG-PDI-156

부수-3.3 2.1 밀봉차압 BG-PDI-156

부수-3.3 34.1 밀봉차압 BG-PDI-156

비상-3 36.1 VCT 압력 BG-PI-117 VOLUME CONT TANK PRESSURE N-7J-BG-PI-117

보조-0.1 9.1 VCT 압력 BG-PI-117

보조-0.2 1.1 VCT 압력 BG-PI-117

보조-0.4 1.1 VCT 압력 BG-PI-117

보조-1.1 22.2 VCT 압력 BG-PI-117

보조-1.2 12.4 VCT 압력 BG-PI-117

보조-1.2 18.1 VCT 압력 BG-PI-117

부수-3.3 2.1 VCT 압력 BG-PI-117

회복C.10 3.3 VCT 압력 BG-PI-117

회복C.20 4.2 VCT 압력 BG-PI-117

회복I.30 9.1 VCT 압력 BG-PI-117

회복P.10 6.1 VCT 압력 BG-PI-117

회복P.10 13.1 VCT 압력 BG-PI-117

부수-1.1 14.3 VCT 압력 BG-PI-117

부수-2.1 31.2 VCT 압력 BG-PI-117

부수-3.1 17.4 VCT 압력 BG-PI-117

부수-3.1 23.1 VCT 압력 BG-PI-117

부수-3.2 11.4 VCT 압력 BG-PI-117

부수-3.2 17.1 VCT 압력 BG-PI-117

보조-0.2 8.1 유출수 압력 BG-PI-145 LETDOWN HX DISCH PRESS N-7J-BG-PI-145

보조-0.2 12.3 유출수 압력 BG-PI-145

보조-0.4 4.1 유출수 압력 BG-PI-145

보조-0.4 8.1 유출수 압력 BG-PI-145

보조-0.4 13.1 유출수 압력 BG-PI-145

보조-0.4 17.1 유출수 압력 BG-PI-145

보조-0.4 6.1 충전 및 유출수 유량 조절밸브 BG-PK-145 LETDOWN HX DISCH PRESS N-7J-BG-PK-145

보조-0.4 12.1 충전 및 유출수 유량 조절밸브 BG-PK-145

보조-0.4 16.1 충전 및 유출수 유량 조절밸브 BG-PK-145

보조-1.4 1.4 RHR 고온관 주입유량 BH-FI-988 SIS HOT LEG RECIRC FLOW N-7J-BH-FI-988 1. 용어재검토

회복C.10 10.3 Accumulator BH-HIC-936 SIS NITROGEN VENT VALVE A-7J-BH-HIC-936

비상-1 14.4 Accumulator BH-HIC-936

보조-1.2 22.4 Accumulator BH-HIC-936

보조-3.1 2.3 Accumulator BH-HIC-936

보조-3.2 2.3 Accumulator BH-HIC-936

보조-3.3 2.3 Accumulator BH-HIC-936

부수-1.1 24.3 Accumulator BH-HIC-936

부수-1.1 32.3 Accumulator BH-HIC-936

부수-2.1 10.4 Accumulator BH-HIC-936

부수-2.1 37.3 Accumulator BH-HIC-936

부수-3.1 27.4 Accumulator BH-HIC-936

부수-3.2 21.4 Accumulator BH-HIC-936

부수-3.3 21.4 Accumulator BH-HIC-936

회복C.10 18.3 Accumulator BH-HIC-936

회복C.20 11.3 Accumulator BH-HIC-936

회복C.20 15.2 Accumulator BH-HIC-936

회복P.10 15.3 Accumulator BH-HIC-936

보조-1.3 3.6 HHSI A 계열 SI 밸브 BH-HIC-937A HPSI TRN A C-LEG INJ BYP CTL A-7J-BH-HIC-937A

회복C.10 2.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IC-937A

회복C.10 13.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IC-937A

회복C.10 20.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IC-937A

회복C.20 2.1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IC-937A

회복C.20 14.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IC-937A

부수-1.1 15.1 요구되는 최소 SI 유량 형성 BH-HIC-937A 

비상-3 22.3 입구 격리밸브 BH-HIC-937B BORON INJECTION TANK INLET VALV B-7J-BH-HIC-937B

부수-1.1 19.2 입구 격리밸브 BH-HIC-937B

부수-2.1 17.3 입구 격리밸브 BH-HIC-937B

부수-3.2 14.3 입구 격리밸브 BH-HIC-937B

부수-3.3 8.3 입구 격리밸브 BH-HIC-937B

부수-3.1 20.3 입구 격리밸브 BH-HIC-937B

부수-2.1 17.1 BIT 입구 격리밸브 BH-HIC-937B

부수-3.1 20.1 BIT 입구 격리밸브 BH-HIC-937B

부수-3.2 14.1 BIT 입구 격리밸브 BH-HIC-937B

부수-3.3 8.1 BIT 입구 격리밸브 BH-HIC-937B

회복C.10 2.0 BIT 입구 밸브 BH-HIC-937B

회복C.10 13.0 BIT 입구 밸브 BH-HIC-937B

회복C.10 20.0 BIT 입구 밸브 BH-HIC-93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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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C.20 2.1 BIT 입구 밸브 BH-HIC-937B

회복C.20 14.0 BIT 입구 밸브 BH-HIC-937B

보조-1.4 2.2 BIT 입구밸브 BH-HIC-937B

부수-2.1 19.0 CHG/SI 유로를 재배열 BH-HIC-937B

부수-1.1 15.1 요구되는 최소 SI 유량 형성 BH-HIC-937B 

비상-3 22.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937B 1. BH-HIC-937B 임

보조-1.1 6.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937B

보조-1.1 6.3 BIT 입구 격리밸브 BH-HS-937B

보조-1.2 15.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937B

보조-1.2 15.3 BIT 입구 격리밸브 BH-HS-937B

회복H.10 27.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937B

회복H.10 27.4 BIT 입구 격리밸브 BH-HS-937B

회복P.10 11.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937B

회복P.10 11.3 BIT 입구 격리밸브 BH-HS-937B

회복P.20 2.0 BIT 입구 격리밸브 BH-HS-937B

회복I.10 1.0 입구 격리밸브 BH-HC-937B 1. HC-937B-> HIC-937B

회복I.20 1.0 입구 격리밸브 BH-HC-937B

회복I.30 1.0 입구 격리밸브 BH-HC-937B

부수-0.2 2.1 CV 배수조로부터 RHR P/P 흡입밸 BH-HS-101 CTMT SUMP A TO RHR PP A SUCT VVA-7J-BH-HS-101 1. 용어 재검토

부수-1.1 1.2 CV 재순환 배수조 차단밸브  A계열BH-HS-101

보조-1.3 3.1 PHR P/P 입구격리밸브 A 계열 BH-HS-101

보조-1.3 3.1 PHR P/P 입구격리밸브 A 계열 BH-HS-101

부수-1.1 13.1 RHR P/P “A” BH-HS-101

비상-1 11.1 RHR P/P 입구 격리밸브 차단기 BH-HS-101

부수-0.2 2.1 CV 배수조로부터 RHR P/P 흡입밸 BH-HS-102 CTMT SUMP A TO RHR PP A SUCT VVA-7J-BH-HS-102 1. 용어 재검토

부수-1.1 1.2 CV 재순환 배수조 차단밸브  A계열BH-HS-102

보조-1.3 3.1 PHR P/P 입구격리밸브 A 계열 BH-HS-102

보조-1.3 3.1 PHR P/P 입구격리밸브 A 계열 BH-HS-102

부수-1.1 13.1 RHR P/P “A” BH-HS-102

비상-1 11.1 RHR P/P 입구 격리밸브 차단기 BH-HS-102

비상-1 18.1 RHR 출구헤더 고온관 주입 격리밸BH-HS-11 RHR HX B TO H-LEG RECIRC VV B-7J-BH-HS-11 1. 용어 재검토

보조-1.4 1.2 RHR P/P 출구 공통헤더 격리밸브 BH-HS-11

보조-1.4 1.3 RHR P/P 출구 공통헤더 격리밸브 BH-HS-11

보조-1.3 3.3 RHR P/P 출구 공통헤더 밸브 BH-HS-11

부수-1.1 1.6 RHR P/P 출구 공통헤더 밸브 BH-HS-11

부수-0.2 2.1 RHR P/P 출구의 고온관 재순환밸브BH-HS-11

보조-1.4 1.1 RHR 저온관 주입 격리밸브 BH-HS-13 LO PR COLD LEG INJ VV TR B B-7J-BH-HS-13

보조-1.4 1.3 RHR 저온관 주입 격리밸브 BH-HS-13 LO HD SFTYINJ OUTL LCKT TR B B-7J-BH-HS-13A

비상-1 18.1 RHR 저온관 주입헤더 격리밸브 BH-HS-13

부수-1.2 2.1 RHR P/P 출구 저온관 격리밸브 BH-HS-13

비상-1 18.1 RHR 출구헤더 고온관 주입 격리밸BH-HS-14 RHR HX A TO H-LEG RECIRC VV A-7J-BH-HS-14 1. 용어 재검토

보조-1.4 1.2 RHR P/P 출구 공통헤더 격리밸브 BH-HS-14

보조-1.4 1.3 RHR P/P 출구 공통헤더 격리밸브 BH-HS-14

보조-1.3 3.3 RHR P/P 출구 공통헤더 밸브 BH-HS-14

부수-1.1 1.6 RHR P/P 출구 공통헤더 밸브 BH-HS-14

부수-0.2 2.1 RHR P/P 출구의 고온관 재순환밸브BH-HS-14

보조-1.4 1.1 RHR 저온관 주입 격리밸브 BH-HS-16 LO PR COLD LEG INJ VV TR A A-7J-BH-HS-16

보조-1.4 1.3 RHR 저온관 주입 격리밸브 BH-HS-16 LO HD SFTY INJ OUTL LCKT TR A A-7J-BH-HS-16A

비상-1 18.1 RHR 저온관 주입헤더 격리밸브 BH-HS-16

부수-1.2 2.1 RHR P/P 출구 저온관 격리밸브 BH-HS-16

부수-1.2 1.3 계열 A 저온관 고압 SI 격리밸브 BH-HS-17 HPSI TRN A C-LEG INJ BYP VV A-7J-BH-HS-17

보조-1.3 3.6 HHSI A 계열 SI 밸브 BH-HS-17

회복C.10 2.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S-17

회복C.10 20.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S-17

회복C.20 2.1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S-17

회복C.20 14.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S-17

부수-1.1 15.1 요구되는 최소 SI 유량 형성 BH-HS-17 

회복C.10 13.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S-18 HOT LEG RECIRC VV B-7J-BH-HS-18 1. 용어 재검토

비상-1 18.1 RHR 고온관 주입 격리밸브 BH-HS-18 2.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부수-1.2 1.2 RHR P/P 출구 SI 고온관 격리밸브 BH-HS-18

보조-1.4 1.3 RHRS 고온관 주입 격리밸브 BH-HS-18

보조-1.4 1.3 RHRS 고온관 주입 격리밸브 BH-HV-18

부수-1.2 1.3 고온관 고압 안전주입 격리밸브 BH-HS-19 HPSI TRAIN A HOT LEG INJ VV A-7J-BH-HS-19 1. 용어 재검토

보조-1.4 2.1 고온관 주입모관 격리밸브 BH-HS-19 HPSI TRAIN A HOT LEG INJ VV LCKT A-7J-BH-HS-19A 2.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비상-1 18.1 SI 비상 고온관 주입헤더 격리밸브BH-HS-19

보조-1.4 2.1 고온관 주입모관 격리밸브 BH-HV-19

부수-1.2 1.3 계열 A 저온관 고압 SI 격리밸브 BH-HS-20 HPSI TRAIN A COLD LEG INJ VV A-7J-BH-HS-20 1. 용어 재검토

부수-1.1 1.9 저온관 고압 SI 밸브 BH-HS-20 2.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보조-1.4 2.1 저온관 주입모관 격리밸브 BH-HS-20

부수-0.2 2.1 저온관 HPSI 주입밸브 BH-HS-20

보조-1.3 3.6 HHSI A 계열 SI 밸브 BH-HS-20

회복C.10 2.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S-20

회복C.10 13.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S-20

회복C.10 20.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S-20

회복C.20 2.1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S-20

회복C.20 14.0 HHSI A 계열의 SI 밸브 BH-HS-20

비상-1 18.1 SI 저온관 주입헤더 격리밸브 BH-HS-20

부수-1.1 15.1 요구되는 최소 SI 유량 형성 BH-HS-20 

보조-1.4 2.1 저온관 주입모관 격리밸브 BH-HV-20

부수-0.2 2.1 CV 배수조로부터 RHR P/P 흡입밸 BH-HS-201 CTMT SUMP B TO RHR PP B SUCT VVB-7J-BH-HS-201 1. 용어 재검토

부수-1.1 1.2 CV 재순환 배수조 차단밸브  B계열BH-HS-201

보조-1.3 3.1 PHR P/P 입구격리밸브 B 계열 BH-HS-201

보조-1.3 3.1 PHR P/P 입구격리밸브 B 계열 BH-H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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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1.1 13.1 RHR P/P “B” BH-HS-201

비상-1 11.1 RHR P/P 입구 격리밸브 차단기 BH-HS-201

부수-0.2 2.1 CV 배수조로부터 RHR P/P 흡입밸 BH-HS-202 CTMT SUMP B TO RHR PP B SUCT VVB-7J-BH-HS-202 1. 용어 재검토

부수-1.1 1.2 CV 재순환 배수조 차단밸브  B계열BH-HS-202

보조-1.3 3.1 PHR P/P 입구격리밸브 B 계열 BH-HS-202

보조-1.3 3.1 PHR P/P 입구격리밸브 B 계열 BH-HS-202

부수-1.1 13.1 RHR P/P “B” BH-HS-202

비상-1 11.1 RHR P/P 입구 격리밸브 차단기 BH-HS-202

부수-1.2 1.3 고온관 고압 안전주입 격리밸브 BH-HS-21 HPSI TRAIN B HOT LEG INJ VV B-7J-BH-HS-21 1. 용어 재검토

보조-1.4 2.2 B 계열 고온관 주입 격리밸브 BH-HS-21 HPSI TRAIN B HOT LEG INJ VV LCKT B-7J-BH-HS-21A 2.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비상-1 18.1 SI 비상 고온관 주입헤더 격리밸브BH-HS-21

보조-1.4 2.2 B 계열 고온관 주입 격리밸브 BH-HV-21

비상-3 22.3 입구 격리밸브 BH-HS-22 BI TANK INLET VALVE (TR A) A-7J-BH-HS-22

부수-1.1 19.2 입구 격리밸브 BH-HS-22

부수-2.1 17.3 입구 격리밸브 BH-HS-22

부수-3.2 14.3 입구 격리밸브 BH-HS-22

부수-3.3 8.3 입구 격리밸브 BH-HS-22

회복I.10 1.0 입구 격리밸브 BH-HS-22

회복I.20 1.0 입구 격리밸브 BH-HS-22

회복I.30 1.0 입구 격리밸브 BH-HS-22

부수-3.1 20.3 입구 격리밸브 BH-HS-22

비상-0 18.1 BIT 격리밸브 BH-HS-22

보조-1.2 9.0 BIT 격리밸브 BH-HS-22

회복P.10 5.0 BIT 격리밸브 BH-HS-22

부수-1.1 11.0 BIT 격리밸브 BH-HS-22

부수-3.1 14.0 BIT 격리밸브 BH-HS-22

부수-3.2 8.0 BIT 격리밸브 BH-HS-22

비상-3 22.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보조-1.1 6.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보조-1.1 6.3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보조-1.2 15.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보조-1.2 15.3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부수-2.1 17.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부수-3.1 20.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부수-3.2 14.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부수-3.3 8.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회복H.10 27.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회복H.10 27.4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회복P.10 11.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회복P.10 11.3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회복P.20 2.0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2

회복C.10 2.0 BIT 입구 밸브 BH-HS-22

회복C.10 13.0 BIT 입구 밸브 BH-HS-22

회복C.10 20.0 BIT 입구 밸브 BH-HS-22

회복C.20 2.1 BIT 입구 밸브 BH-HS-22

회복C.20 14.0 BIT 입구 밸브 BH-HS-22

회복S.10 4.2 BIT 입구 밸브 BH-HS-22

보조-1.4 2.2 BIT 입구밸브 BH-HS-22

부수-0.2 3.7 BIT 입구밸브 BH-HS-22

부수-2.1 19.0 CHG/SI 유로를 재배열 BH-HS-22

부수-1.1 15.1 요구되는 최소 SI 유량 형성 BH-HS-22 

보조-1.4 2.2 BIT 입구밸브 BH-HV-22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부수-1.1 15.1 요구되는 최소 SI 유량 형성 BH-HS-23 BI TANK INLET VALVE (TR B) B-7J-BH-HS-23

비상-3 22.3 입구 격리밸브 BH-HS-23

부수-1.1 19.2 입구 격리밸브 BH-HS-23

부수-2.1 17.3 입구 격리밸브 BH-HS-23

부수-3.2 14.3 입구 격리밸브 BH-HS-23

부수-3.3 8.3 입구 격리밸브 BH-HS-23

회복I.10 1.0 입구 격리밸브 BH-HS-23

회복I.20 1.0 입구 격리밸브 BH-HS-23

회복I.30 1.0 입구 격리밸브 BH-HS-23

부수-3.1 20.3 입구 격리밸브 BH-HS-23

비상-0 18.1 BIT 격리밸브 BH-HS-23

보조-1.2 9.0 BIT 격리밸브 BH-HS-23

회복P.10 5.0 BIT 격리밸브 BH-HS-23

부수-1.1 11.0 BIT 격리밸브 BH-HS-23

부수-3.1 14.0 BIT 격리밸브 BH-HS-23

부수-3.2 8.0 BIT 격리밸브 BH-HS-23

비상-3 22.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보조-1.1 6.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보조-1.1 6.3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보조-1.2 15.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보조-1.2 15.3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부수-2.1 17.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부수-3.1 20.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부수-3.2 14.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부수-3.3 8.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회복H.10 27.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회복H.10 27.4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회복P.10 11.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회복P.10 11.3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회복P.20 2.0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3

회복C.10 2.0 BIT 입구 밸브 BH-H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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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C.10 13.0 BIT 입구 밸브 BH-HS-23

회복C.10 20.0 BIT 입구 밸브 BH-HS-23

회복C.20 2.1 BIT 입구 밸브 BH-HS-23

회복C.20 14.0 BIT 입구 밸브 BH-HS-23

회복S.10 4.2 BIT 입구 밸브 BH-HS-23

보조-1.4 2.2 BIT 입구밸브 BH-HS-23

부수-0.2 3.7 BIT 입구밸브 BH-HS-23

보조-1.4 2.2 BIT 입구밸브 BH-HV-23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부수-1.2 1.3 계열 B 저온관 고압 SI 격리밸브 BH-HS-24 BI TANK OUTLET VALVE (TR B) B-7J-BH-HS-24

비상-3 22.4 출구 격리밸브 BH-HS-24

부수-1.1 19.3 출구 격리밸브 BH-HS-24

부수-2.1 17.4 출구 격리밸브 BH-HS-24

부수-3.1 20.4 출구 격리밸브 BH-HS-24

부수-3.2 14.4 출구 격리밸브 BH-HS-24

부수-3.3 8.4 출구 격리밸브 BH-HS-24

회복I.10 1.0 출구 격리밸브 BH-HS-24

회복I.20 1.0 출구 격리밸브 BH-HS-24

회복I.30 1.0 출구 격리밸브 BH-HS-24

비상-0 18.1 BIT 격리밸브 BH-HS-24

보조-1.2 9.0 BIT 격리밸브 BH-HS-24

회복P.10 5.0 BIT 격리밸브 BH-HS-24

부수-1.1 11.0 BIT 격리밸브 BH-HS-24

부수-3.1 14.0 BIT 격리밸브 BH-HS-24

부수-3.2 8.0 BIT 격리밸브 BH-HS-24

비상-3 22.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4

보조-1.2 15.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4

보조-1.2 15.4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4

부수-3.1 20.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4

부수-3.2 14.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4

부수-3.3 8.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4

보조-1.1 6.1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4

보조-1.1 6.4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4

부수-2.1 17.1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4

회복H.10 27.1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4

회복H.10 27.5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4

회복P.10 11.1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4

회복P.10 11.4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4

회복P.20 2.0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4

회복C.10 2.0 BIT 출구 밸브 BH-HS-24

회복C.10 13.0 BIT 출구 밸브 BH-HS-24

회복C.10 20.0 BIT 출구 밸브 BH-HS-24

회복C.20 2.1 BIT 출구 밸브 BH-HS-24

회복C.20 14.0 BIT 출구 밸브 BH-HS-24

회복S.10 4.2 BIT 출구 밸브 BH-HS-24

보조-1.4 2.2 BIT 출구밸브 BH-HS-24

부수-0.2 3.8 BIT 출구밸브 BH-HS-24

부수-2.1 19.0 CHG/SI 유로를 재배열 BH-HS-24

보조-1.4 2.2 BIT 출구밸브 BH-HV-24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부수-1.2 1.3 계열 B 저온관 고압 SI 격리밸브 BH-HS-25 BI TANK OUTLET VALVE (TR A) A-7J-BH-HS-25

비상-3 22.4 출구 격리밸브 BH-HS-25

부수-1.1 19.3 출구 격리밸브 BH-HS-25

부수-2.1 17.4 출구 격리밸브 BH-HS-25

부수-3.1 20.4 출구 격리밸브 BH-HS-25

부수-3.2 14.4 출구 격리밸브 BH-HS-25

부수-3.3 8.4 출구 격리밸브 BH-HS-25

회복I.10 1.0 출구 격리밸브 BH-HS-25

회복I.20 1.0 출구 격리밸브 BH-HS-25

회복I.30 1.0 출구 격리밸브 BH-HS-25

비상-0 18.1 BIT 격리밸브 BH-HS-25

보조-1.2 9.0 BIT 격리밸브 BH-HS-25

회복P.10 5.0 BIT 격리밸브 BH-HS-25

부수-1.1 11.0 BIT 격리밸브 BH-HS-25

부수-3.1 14.0 BIT 격리밸브 BH-HS-25

부수-3.2 8.0 BIT 격리밸브 BH-HS-25

비상-3 22.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5

보조-1.2 15.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5

보조-1.2 15.4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5

부수-3.1 20.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5

부수-3.2 14.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5

부수-3.3 8.1 BIT 입구 격리밸브 BH-HS-25

보조-1.1 6.1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5

보조-1.1 6.4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5

부수-2.1 17.1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5

회복H.10 27.1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5

회복H.10 27.5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5

회복P.10 11.1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5

회복P.10 11.4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5

회복P.20 2.0 BIT 출구 격리밸브 BH-HS-25

회복C.10 2.0 BIT 출구 밸브 BH-HS-25

회복C.10 13.0 BIT 출구 밸브 BH-HS-25

회복C.10 20.0 BIT 출구 밸브 BH-HS-25

회복C.20 2.1 BIT 출구 밸브 BH-HS-25

회복C.20 14.0 BIT 출구 밸브 BH-H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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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S.10 4.2 BIT 출구 밸브 BH-HS-25

보조-1.4 2.2 BIT 출구밸브 BH-HS-25

부수-0.2 3.8 BIT 출구밸브 BH-HS-25

부수-2.1 19.0 CHG/SI 유로를 재배열 BH-HS-25

보조-1.4 2.2 BIT 출구밸브 BH-HV-25 1. 밸브번호와 HS 번호 혼용

비상-0 18.4 BIRP BH-HS-26 BORON INJEC RECIRC PUMP P026 A-7J-BH-HS-026 1. Tag 번호 수정요 : HS-026-> HS-26

부수-0.2 3.5 BIRP BH-HS-26

회복C.10 2.0 BIRP BH-HS-26

회복C.10 13.0 BIRP BH-HS-26

회복C.10 20.0 BIRP BH-HS-26

회복C.20 2.1 BIRP BH-HS-26

회복C.20 14.0 BIRP BH-HS-26

회복S.10 4.2 BIRP BH-HS-26

비상-0 18.4 BIRP BH-HS-27 BORON INJEC RECIRC PUMP P027 B-7J-BH-HS-27

부수-0.2 3.5 BIRP BH-HS-27

회복C.10 2.0 BIRP BH-HS-27

회복C.10 13.0 BIRP BH-HS-27

회복C.10 20.0 BIRP BH-HS-27

회복C.20 2.1 BIRP BH-HS-27

회복C.20 14.0 BIRP BH-HS-27

회복S.10 4.2 BIRP BH-HS-27

회복S.10 4.2 붕산 주입 재순환 계통 BH-HS-28 BORON INJECTION RECIRC HDR VV A-7J-BH-HS-28

회복C.20 14.0 붕산 주입 재순환 계통 밸브 BH-HS-28

회복C.10 13.0 붕산 주입 재순환계통 BH-HS-28

회복C.10 20.0 붕산 주입 재순환계통 BH-HS-28

회복C.10 2.0 붕소 주입 재순환계통 BH-HS-28

회복C.20 2.1 붕소 주입 재순환계통 BH-HS-28

비상-0 18.5 BIT 재순환 격리밸브 BH-HS-28

부수-0.2 3.6 BIT 재순환밸브 BH-HS-28

회복S.10 4.2 붕산 주입 재순환 계통 BH-HS-29 BORON INJECTION RECIRC VALVE (TRB-7J-BH-HS-29

회복C.20 14.0 붕산 주입 재순환 계통 밸브 BH-HS-29

회복C.10 13.0 붕산 주입 재순환계통 BH-HS-29

회복C.10 20.0 붕산 주입 재순환계통 BH-HS-29

회복C.10 2.0 붕소 주입 재순환계통 BH-HS-29

회복C.20 2.1 붕소 주입 재순환계통 BH-HS-29

비상-0 18.5 BIT 재순환 격리밸브 BH-HS-29

부수-0.2 3.6 BIT 재순환밸브 BH-HS-29

비상-0 18.6 SFP 냉각계통 격리밸브 BH-HS-3 RWST TO FU POOL MKUP ISO VV HV-A-7J-BH-HS-3

회복S.10 4.2 붕산 주입 재순환 계통 BH-HS-30 BORON INJECTION RECIRC VALVE (TRA-7J-BH-HS-30

회복C.20 14.0 붕산 주입 재순환 계통 밸브 BH-HS-30

회복C.10 13.0 붕산 주입 재순환계통 BH-HS-30

회복C.10 20.0 붕산 주입 재순환계통 BH-HS-30

회복C.10 2.0 붕소 주입 재순환계통 BH-HS-30

회복C.20 2.1 붕소 주입 재순환계통 BH-HS-30

비상-0 18.5 BIT 재순환 격리밸브 BH-HS-30

부수-0.2 3.6 BIT 재순환밸브 BH-HS-30

부수-1.2 1.3 Accumulator 충수 격리밸브 BH-HS-35 ACC TANK FILL CTMT PEN VALVE B-7J-BH-HS-35

비상-1 14.4 Accumulator "A" BH-HS-36 ACC TANK A N2 VALVE TR A A-7J-BH-HS-36

보조-1.2 22.4 Accumulator "A" BH-HS-36

보조-3.1 2.3 Accumulator "A" BH-HS-36

보조-3.2 2.3 Accumulator "A" BH-HS-36

부수-1.1 32.3 Accumulator "A" BH-HS-36

보조-3.3 2.3 Accumulator “A” BH-HS-36

부수-1.1 24.3 Accumulator “A” BH-HS-36

부수-2.1 10.4 Accumulator “A” BH-HS-36

부수-2.1 37.3 Accumulator “A” BH-HS-36

부수-3.1 27.4 Accumulator “A” BH-HS-36

부수-3.2 21.4 Accumulator “A” BH-HS-36

부수-3.3 21.4 Accumulator “A” BH-HS-36

회복C.10 10.3 Accumulator “A” BH-HS-36

회복C.10 18.3 Accumulator “A” BH-HS-36

회복C.20 11.3 Accumulator “A” BH-HS-36

회복C.20 15.2 Accumulator “A” BH-HS-36

회복P.10 15.3 Accumulator “A” BH-HS-36

회복C.10 4.2 격리밸브 BH-HS-39 ACC TANK A OUTL ISO VALVE A-7J-BH-HS-39

회복C.20 7.2 격리밸브 BH-HS-39

보조-1.2 22.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보조-3.1 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보조-3.2 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보조-3.3 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부수-1.1 24.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부수-1.1 3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부수-2.1 10.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부수-2.1 37.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부수-3.1 27.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부수-3.2 21.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부수-3.3 21.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회복C.10 10.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회복C.10 18.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회복C.20 11.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회복C.20 15.2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회복P.10 15.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39

비상-0 18.2 Accumulator 출구 격리밸브 BH-H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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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0.2 15.2 Accumulator 출구밸브 BH-HS-39

보조-0.4 10.2 Accumulator 출구밸브 BH-HS-39

비상-1 14.4 Accumulator의 격리밸브 BH-HS-39

비상-0 18.6 SFP 냉각계통 격리밸브 BH-HS-4 RWST TO FU POOL MKUP ISO VV HV-B-7J-BH-HS-4

비상-1 14.4 Accumulator "B" BH-HS-42 ACC TANK B N2 VALVE TR A A-7J-BH-HS-42

보조-1.2 22.4 Accumulator "B" BH-HS-42

보조-3.1 2.3 Accumulator "B" BH-HS-42

보조-3.2 2.3 Accumulator "B" BH-HS-42

부수-1.1 32.3 Accumulator "B" BH-HS-42

보조-3.3 2.3 Accumulator “B” BH-HS-42

부수-1.1 24.3 Accumulator “B” BH-HS-42

부수-2.1 10.4 Accumulator “B” BH-HS-42

부수-2.1 37.3 Accumulator “B” BH-HS-42

부수-3.1 27.4 Accumulator “B” BH-HS-42

부수-3.2 21.4 Accumulator “B” BH-HS-42

부수-3.3 21.4 Accumulator “B” BH-HS-42

회복C.10 10.3 Accumulator “B” BH-HS-42

회복C.10 18.3 Accumulator “B” BH-HS-42

회복C.20 11.3 Accumulator “B” BH-HS-42

회복C.20 15.2 Accumulator “B” BH-HS-42

회복P.10 15.3 Accumulator “B” BH-HS-42

회복C.10 4.2 격리밸브 BH-HS-45 ACC TANK B OUTL ISO VALVE B-7J-BH-HS-45

회복C.20 7.2 격리밸브 BH-HS-45

보조-1.2 22.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보조-3.1 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보조-3.2 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보조-3.3 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부수-1.1 24.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부수-1.1 3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부수-2.1 10.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부수-2.1 37.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부수-3.1 27.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부수-3.2 21.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부수-3.3 21.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회복C.10 10.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회복C.10 18.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회복C.20 11.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회복C.20 15.2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회복P.10 15.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45

비상-0 18.2 Accumulator 출구 격리밸브 BH-HS-45

보조-0.2 15.2 Accumulator 출구밸브 BH-HS-45

보조-0.4 10.2 Accumulator 출구밸브 BH-HS-45

비상-1 14.4 Accumulator의 격리밸브 BH-HS-45

비상-1 14.4 Accumulator "C" BH-HS-48 ACC TANK C N2 VALVE TR A A-7J-BH-HS-48

보조-1.2 22.4 Accumulator "C" BH-HS-48

보조-3.1 2.3 Accumulator "C" BH-HS-48

보조-3.2 2.3 Accumulator "C" BH-HS-48

부수-1.1 32.3 Accumulator "C" BH-HS-48

보조-3.3 2.3 Accumulator “C” BH-HS-48

부수-1.1 24.3 Accumulator “C” BH-HS-48

부수-2.1 10.4 Accumulator “C” BH-HS-48

부수-2.1 37.3 Accumulator “C” BH-HS-48

부수-3.1 27.4 Accumulator “C” BH-HS-48

부수-3.2 21.4 Accumulator “C” BH-HS-48

부수-3.3 21.4 Accumulator “C” BH-HS-48

회복C.10 10.3 Accumulator “C” BH-HS-48

회복C.10 18.3 Accumulator “C” BH-HS-48

회복C.20 11.3 Accumulator “C” BH-HS-48

회복C.20 15.2 Accumulator “C” BH-HS-48

회복P.10 15.3 Accumulator “C” BH-HS-48

부수-1.2 1.3 Accumulator 충수 격리밸브 BH-HS-50 ACC TANK C FILL VALVE N-7J-BH-HS-50

회복C.10 4.2 격리밸브 BH-HS-51 ACC TANK C OUTL ISO VALVE A-7J-BH-HS-51

회복C.20 7.2 격리밸브 BH-HS-51

보조-1.2 22.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보조-3.1 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보조-3.2 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보조-3.3 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부수-1.1 24.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부수-1.1 32.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부수-2.1 10.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부수-2.1 37.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부수-3.1 27.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부수-3.2 21.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부수-3.3 21.4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회복C.10 10.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회복C.10 18.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회복C.20 11.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회복C.20 15.2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회복P.10 15.3 Accumulator 격리밸브 BH-HS-51

비상-0 18.2 Accumulator 출구 격리밸브 BH-HS-51

보조-0.2 15.2 Accumulator 출구밸브 BH-HS-51

보조-0.4 10.2 Accumulator 출구밸브 BH-HS-51

비상-1 14.4 Accumulator의 격리밸브 BH-H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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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1.2 1.3 SIS Test HDR 격리밸브 BH-HS-54 LEAK DET CTMT PEN VV TR A A-7J-BH-HS-54

부수-1.2 1.3 SIS Test HDR 격리밸브 BH-HS-55 LEAK DET CTMT PEN VV TR B B-7J-BH-HS-55

비상-1 14.4 Accumulator "A" BH-HS-68 ACC TANK A N2 VALVE TR B B-7J-BH-HS-68

보조-1.2 22.4 Accumulator "A" BH-HS-68

보조-3.1 2.3 Accumulator "A" BH-HS-68

보조-3.2 2.3 Accumulator "A" BH-HS-68

부수-1.1 32.3 Accumulator "A" BH-HS-68

보조-3.3 2.3 Accumulator “A” BH-HS-68

부수-1.1 24.3 Accumulator “A” BH-HS-68

부수-2.1 10.4 Accumulator “A” BH-HS-68

부수-2.1 37.3 Accumulator “A” BH-HS-68

부수-3.1 27.4 Accumulator “A” BH-HS-68

부수-3.2 21.4 Accumulator “A” BH-HS-68

부수-3.3 21.4 Accumulator “A” BH-HS-68

회복C.10 10.3 Accumulator “A” BH-HS-68

회복C.10 18.3 Accumulator “A” BH-HS-68

회복C.20 11.3 Accumulator “A” BH-HS-68

회복C.20 15.2 Accumulator “A” BH-HS-68

회복P.10 15.3 Accumulator “A” BH-HS-68

비상-1 14.4 Accumulator "B" BH-HS-69 ACC TANK B N2 VALVE TR B B-7J-BH-HS-69

보조-1.2 22.4 Accumulator "B" BH-HS-69

보조-3.1 2.3 Accumulator "B" BH-HS-69

보조-3.2 2.3 Accumulator "B" BH-HS-69

부수-1.1 32.3 Accumulator "B" BH-HS-69

보조-3.3 2.3 Accumulator “B” BH-HS-69

부수-1.1 24.3 Accumulator “B” BH-HS-69

부수-2.1 10.4 Accumulator “B” BH-HS-69

부수-2.1 37.3 Accumulator “B” BH-HS-69

부수-3.1 27.4 Accumulator “B” BH-HS-69

부수-3.2 21.4 Accumulator “B” BH-HS-69

부수-3.3 21.4 Accumulator “B” BH-HS-69

회복C.10 10.3 Accumulator “B” BH-HS-69

회복C.10 18.3 Accumulator “B” BH-HS-69

회복C.20 11.3 Accumulator “B” BH-HS-69

회복C.20 15.2 Accumulator “B” BH-HS-69

회복P.10 15.3 Accumulator “B” BH-HS-69

비상-1 14.4 Accumulator "C" BH-HS-70 ACC TANK C N2 VALVE TR B B-7J-BH-HS-70

보조-1.2 22.4 Accumulator "C" BH-HS-70

보조-3.1 2.3 Accumulator "C" BH-HS-70

보조-3.2 2.3 Accumulator "C" BH-HS-70

부수-1.1 32.3 Accumulator "C" BH-HS-70

보조-3.3 2.3 Accumulator “C” BH-HS-70

부수-1.1 24.3 Accumulator “C” BH-HS-70

부수-2.1 10.4 Accumulator “C” BH-HS-70

부수-2.1 37.3 Accumulator “C” BH-HS-70

부수-3.1 27.4 Accumulator “C” BH-HS-70

부수-3.2 21.4 Accumulator “C” BH-HS-70

부수-3.3 21.4 Accumulator “C” BH-HS-70

회복C.10 10.3 Accumulator “C” BH-HS-70

회복C.10 18.3 Accumulator “C” BH-HS-70

회복C.20 11.3 Accumulator “C” BH-HS-70

회복C.20 15.2 Accumulator “C” BH-HS-70

회복P.10 15.3 Accumulator “C” BH-HS-70

회복C.10 10.3  Accumulator BH-HS-71 NITROGEN VENT VALVE B-7J-BH-HS-71

비상-1 14.4 Accumulator BH-HS-71

보조-1.2 22.4 Accumulator BH-HS-71

보조-3.1 2.3 Accumulator BH-HS-71

보조-3.2 2.3 Accumulator BH-HS-71

보조-3.3 2.3 Accumulator BH-HS-71

부수-1.1 24.3 Accumulator BH-HS-71

부수-1.1 32.3 Accumulator BH-HS-71

부수-2.1 10.4 Accumulator BH-HS-71

부수-2.1 37.3 Accumulator BH-HS-71

부수-3.1 27.4 Accumulator BH-HS-71

부수-3.2 21.4 Accumulator BH-HS-71

부수-3.3 21.4 Accumulator BH-HS-71

회복C.10 18.3 Accumulator BH-HS-71

회복C.20 11.3 Accumulator BH-HS-71

회복C.20 15.2 Accumulator BH-HS-71

회복P.10 15.3 Accumulator BH-HS-71

부수-0 24.0 BIT 배관 및 탱크 보온 설비 BH-HS-934A

부수-0 24.0 BIT 배관 및 탱크 보온 설비 BH-HS-934A

보조-1.3 5.1 CV 배수조에서 CSP 입구 밸브 BK-HS-101 CNTMT SUMP A TO SPRY PP SUCT VVA-7J-BK-HS-101 1. 용어 재검토

부수-0.2 2.1 CV 배수조에서 CSP로 가는 흡입밸BK-HS-101

부수-0.2 10.1 CV 살수밸브 BK-HS-101

회복Z.10 3.3 CV 재순환 배수조 입구밸브 BK-HS-101

회복Z.10 3.3 CV 재순환 배수조 입구밸브 BK-HS-101

회복Z.20 2.1 CV 재순환 배수조 입구밸브 BK-HS-101

회복Z.20 2.5 CV 재순환 배수조 입구밸브 BK-HS-101

비상-1 7.4 CSP BK-HS-104 CONTAINMENT SPRAY PUMP A A-7J-BK-HS-104

비상-3 26.4 CSP BK-HS-104

보조-1.1 11.4 CSP BK-HS-104

회복H.10 18.4 CSP BK-H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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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0.2 10.1 CSP를 비상 교류전원 모선에 가압 BK-HS-104

부수-2.1 8.4 CSP BK-HS-104 

부수-3.1 5.4 CSP BK-HS-104 

부수-2.1 8.6 CSP 출구밸브 BK-HS107 CTMT SPRAY PP A DISCH ISO VALVE A-7J-BK-HS-107 1. BK-HS107 -> BK-HS-107

비상-1 7.6 CSP 출구밸브 BK-HS-107

비상-3 26.6 CSP 출구밸브 BK-HS-107

보조-1.1 11.6 CSP 출구밸브 BK-HS-107

부수-3.1 5.6 CSP 출구밸브 BK-HS-107

회복H.10 18.6 CSP 출구밸브 BK-HS-107

회복Z.10 3.3 CSP 출구측 밸브 BK-HS-107

부수-1.1 9.2 살수약품 첨가탱크의 출구밸브 BK-HS-108 CTMT SPRAY PP A ADDITIVE VALVE A-7J-BK-HS-108 1. BK-HS108 -> BK-HS-108

비상-1 7.5 CV 살수 약품 첨가 출구밸브 BK-HS-108

비상-3 26.5 CV 살수 약품 첨가 출구밸브 BK-HS-108

보조-1.1 11.5 CV 살수 약품 첨가 출구밸브 BK-HS-108

부수-3.1 5.5 CV 살수 약품 첨가 출구밸브 BK-HS-108

회복Z.10 3.3 CV 살수 약품 첨가 탱크의 출구밸브BK-HS-108

회복Z.10 3.3 CV 살수 약품 첨가탱크의 출구밸브BK-HS-108

회복H.10 18.5 CV 살수 약품첨가 출구밸브 BK-HS-108

부수-2.1 8.5 CV 살수 약품 첨가 출구밸브 BK-HS108 

보조-1.3 5.2 수동으로 닫는다 BK-HS-111 RWST TO SPRAY PP A SUCT VV A-7J-BK-HS-111

부수-0.2 10.1 CV 살수밸브 BK-HS-111

보조-1.3 5.2 RWST로부터 CSP 입구 밸브 BK-HS-111

부수-0.2 2.1 RWST로부터 CSP 흡입 밸브 BK-HS-111

회복Z.10 3.3 RWST로부터의 CSP 입구밸브 BK-HS-111

회복Z.10 3.3 RWST로부터의 CSP 입구밸브 BK-HS-111

보조-1.3 5.1 CV 배수조에서 CSP 입구 밸브 BK-HS-201 CNTMT SUMP B TO SPRY PP SUCT VVB-7J-BK-HS-201

부수-0.2 2.1 CV 배수조에서 CSP로 가는 흡입밸BK-HS-201

부수-0.2 10.1 CV 살수밸브 BK-HS-201

회복Z.10 3.3 CV 재순환 배수조 입구밸브 BK-HS-201

회복Z.10 3.3 CV 재순환 배수조 입구밸브 BK-HS-201

회복Z.20 2.1 CV 재순환 배수조 입구밸브 BK-HS-201

회복Z.20 2.5 CV 재순환 배수조 입구밸브 BK-HS-201

비상-1 7.4 CSP BK-HS-204 CONTAINMENT SPRAY PUMP B B-7J-BK-HS-204

비상-3 26.4 CSP BK-HS-204

보조-1.1 11.4 CSP BK-HS-204

회복H.10 18.4 CSP BK-HS-204

부수-0.2 10.1 CSP를 비상 교류전원 모선에 가압 BK-HS-204

부수-2.1 8.4 CSP BK-HS-204 

부수-3.1 5.4 CSP BK-HS-204 

부수-2.1 8.6 CSP 출구밸브 BK-HS207 CTMT SPRAY PP B DISCH ISO VALVE B-7J-BK-HS-207 1. BK-HS207 -> BK-HS-207

비상-1 7.6 CSP 출구밸브 BK-HS-207

비상-3 26.6 CSP 출구밸브 BK-HS-207

보조-1.1 11.6 CSP 출구밸브 BK-HS-207

부수-3.1 5.6 CSP 출구밸브 BK-HS-207

회복H.10 18.6 CSP 출구밸브 BK-HS-207

회복Z.10 3.3 CSP 출구측 밸브 BK-HS-207

부수-1.1 9.2 살수약품 첨가탱크의 출구밸브 BK-HS-208 CTMT SPRAY PP B ADDITIVE VALVE B-7J-BK-HS-208 1. BK-HS208 -> BK-HS-208

비상-1 7.5 CV 살수 약품 첨가 출구밸브 BK-HS-208

비상-3 26.5 CV 살수 약품 첨가 출구밸브 BK-HS-208

보조-1.1 11.5 CV 살수 약품 첨가 출구밸브 BK-HS-208

부수-3.1 5.5 CV 살수 약품 첨가 출구밸브 BK-HS-208

회복Z.10 3.3 CV 살수 약품 첨가 탱크의 출구밸브BK-HS-208

회복Z.10 3.3 CV 살수 약품 첨가탱크의 출구밸브BK-HS-208

회복H.10 18.5 CV 살수 약품첨가 출구밸브 BK-HS-208

부수-2.1 8.5 CV 살수 약품 첨가 출구밸브 BK-HS208 

보조-1.3 5.2 수동으로 닫는다 BK-HS-211 RWST TO SPRAY PP B SUCT VV B-7J-BK-HS-211

부수-0.2 10.1 CV 살수밸브 BK-HS-211

보조-1.3 5.2 RWST로부터 CSP 입구 밸브 BK-HS-211

부수-0.2 2.1 RWST로부터 CSP 흡입 밸브 BK-HS-211

회복Z.10 3.3 RWST로부터의 CSP 입구밸브 BK-HS-211

회복Z.10 3.3 RWST로부터의 CSP 입구밸브 BK-HS-211

회복Z.20 3.1 CV 배수조 수위 BK-LI-110 CONTAINMENT SUMP A LEVEL N-7J-BK-LI-110

부수-1.1 1.3 CV 배수조 수위 BK-LI-110

부수-1.1 10.2 CV 배수조 수위 BK-LI-110

비상-0 24.0 CV 재순환 배수조 수위 BK-LI-110

회복Z.20 3.2 CV 광역 수위 BK-LI-111 CTMT WIDE LVL A A-7J-BK-LI-111

회복Z.20 3.1 CV 배수조 수위 BK-LI-210 CONTAINMENT SUMP B LEVEL A-7J-BK-LI-210

부수-1.1 1.3 CV 배수조 수위 BK-LI-210 CONTAINMENT SUMP B LEVEL N-7J-BK-LI-210

부수-1.1 10.2 CV 배수조 수위 BK-LI-210

비상-0 24.0 CV 재순환 배수조 수위 BK-LI-210

회복Z.20 3.2 CV 광역 수위 BK-LI-211 CTMT WIDE LVL B B-7J-BK-LI-211

회복S.10 8.2 원자로 보충수 P/P BL-HS-3 RMWS XFR PUMP P038 N-7J-BL-HS-3

회복S.10 8.2 원자로 보충수 P/P BL-HS-4 RMWS XFR PUMP P039 N-7J-BL-HS-4

회복H.30 9.3 과충수 S/G의 B/D 유량 제어밸브 BM-HC-104 STM GENERATOR 1 BLOWDOWN FLO N-7J-BM-HC/ZI-104

회복H.30 9.3 과충수 S/G의 B/D 유량 제어밸브 BM-HC-204 STM GENERATOR 2 BLOWDOWN FLO N-7J-BM-HC/ZI-204

회복H.30 9.3 과충수 S/G의 B/D 유량 제어밸브 BM-HC-304 STM GENERATOR 3 BLOWDOWN FLO N-7J-BM-HC/ZI-304

회복H.30 9.2 과충수 S/G의 B/D 격리밸브 BM-HS-102 STM GENERATOR 1 BLOWDOWN ISO B-7J-BM-HS-102

비상-3 32.1 S/G “A” BM-HS-102

부수-3.1 29.1 S/G “A” BM-HS-102

부수-3.2 23.1 S/G “A” BM-HS-102

부수-3.3 16.1 S/G “A” BM-HS-102

비상-0 5.0 S/G B/D 격리밸브 BM-HS-102

비상-3 3.4 S/G B/D 격리밸브 BM-HS-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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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H.10 2.1 S/G B/D 격리밸브 BM-HS-102

회복H.50 2.0 S/G B/D 격리밸브 BM-HS-102

부수-0 10.4 S/G B/D 격리밸브 BM-HS-102

부수-2.1 1.0 S/G B/D 격리밸브 BM-HS-102

회복C.10 17.0 S/G B/D 밸브 BM-HS-102

회복H.20 8.0 S/G B/D 차단밸브 BM-HS-102

회복S.10 12.0 S/G의 B/D 격리밸브 BM-HS-102

비상-2 4.0 S/G의 B/D계통 격리밸브 BM-HS-102

회복H.30 9.2 과충수 S/G의 B/D 격리밸브 BM-HS-103 STM GENERATOR 1 BLOWDOWN ISO A-7J-BM-HS-103

비상-3 32.1 S/G “A” BM-HS-103

부수-3.1 29.1 S/G “A” BM-HS-103

부수-3.2 23.1 S/G “A” BM-HS-103

부수-3.3 16.1 S/G “A” BM-HS-103

비상-0 5.0 S/G B/D 격리밸브 BM-HS-103

비상-3 3.4 S/G B/D 격리밸브 BM-HS-103

회복H.10 2.1 S/G B/D 격리밸브 BM-HS-103

회복H.50 2.0 S/G B/D 격리밸브 BM-HS-103

부수-0 10.4 S/G B/D 격리밸브 BM-HS-103

부수-2.1 1.0 S/G B/D 격리밸브 BM-HS-103

회복C.10 17.0 S/G B/D 밸브 BM-HS-103

회복H.20 8.0 S/G B/D 차단밸브 BM-HS-103

회복S.10 12.0 S/G의 B/D 격리밸브 BM-HS-103

비상-2 4.0 S/G의 B/D계통 격리밸브 BM-HS-103

비상-3 2.0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107 STM GEN 1 BLDN SAMPLE ISO VV A-7J-BM-HS-107

부수-2.1 1.0 S/G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107 STM GEN 1 BLDN SAMPLE ISO VV B-7J-BM-HS-107A

부수-0 10.5 S/G 시료채취 밸브 BM-HS-107

회복H.10 2.1 S/G B/D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107

비상-2 4.0 S/G의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107

비상-0 5.0 S/G 시료 채취 밸브 BM-HS-107 

회복S.10 12.0 S/G B/D 시료 채취 격리밸브 BM-HS-107 

비상-3 3.5 S/G의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107 

회복H.30 9.2 과충수 S/G의 B/D 격리밸브 BM-HS-202 STM GENERATOR 2 BLOWDOWN ISO B-7J-BM-HS-202

비상-3 32.1 S/G “B” BM-HS-202

부수-3.1 29.1 S/G “B” BM-HS-202

부수-3.2 23.1 S/G “B” BM-HS-202

부수-3.3 16.1 S/G “B” BM-HS-202

비상-0 5.0 S/G B/D 격리밸브 BM-HS-202

비상-3 3.4 S/G B/D 격리밸브 BM-HS-202

회복H.10 2.1 S/G B/D 격리밸브 BM-HS-202

회복H.50 2.0 S/G B/D 격리밸브 BM-HS-202

부수-0 10.4 S/G B/D 격리밸브 BM-HS-202

부수-2.1 1.0 S/G B/D 격리밸브 BM-HS-202

회복C.10 17.0 S/G B/D 밸브 BM-HS-202

회복H.20 8.0 S/G B/D 차단밸브 BM-HS-202

회복S.10 12.0 S/G의 B/D 격리밸브 BM-HS-202

비상-2 4.0 S/G의 B/D계통 격리밸브 BM-HS-202 

회복H.30 9.2 과충수 S/G의 B/D 격리밸브 BM-HS-203 STM GENERATOR 2 BLOWDOWN ISO A-7J-BM-HS-203

비상-3 32.1 S/G “B” BM-HS-203

부수-3.1 29.1 S/G “B” BM-HS-203

부수-3.2 23.1 S/G “B” BM-HS-203

부수-3.3 16.1 S/G “B” BM-HS-203

비상-0 5.0 S/G B/D 격리밸브 BM-HS-203

비상-3 3.4 S/G B/D 격리밸브 BM-HS-203

회복H.10 2.1 S/G B/D 격리밸브 BM-HS-203

회복H.50 2.0 S/G B/D 격리밸브 BM-HS-203

부수-0 10.4 S/G B/D 격리밸브 BM-HS-203

부수-2.1 1.0 S/G B/D 격리밸브 BM-HS-203

회복C.10 17.0 S/G B/D 밸브 BM-HS-203

회복H.20 8.0 S/G B/D 차단밸브 BM-HS-203

회복S.10 12.0 S/G의 B/D 격리밸브 BM-HS-203

비상-2 4.0 S/G의 B/D계통 격리밸브 BM-HS-203 

비상-3 2.0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207 STM GEN 2 BLDN SAMPLE ISO VV A-7J-BM-HS-207

부수-2.1 1.0 S/G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207 STM GEN 2 BLDN SAMPLE ISO VV B-7J-BM-HS-207A

부수-0 10.5 S/G 시료채취 밸브 BM-HS-207

회복H.10 2.1 S/G B/D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207

비상-2 4.0 S/G의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207

비상-3 3.5 S/G의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207

비상-0 5.0 S/G 시료 채취 밸브 BM-HS-207 

회복S.10 12.0 S/G B/D 시료 채취 격리밸브 BM-HS-207 

회복H.30 9.2 과충수 S/G의 B/D 격리밸브 BM-HS-302 STM GENERATOR 3 BLOWDOWN ISO B-7J-BM-HS-302

비상-3 32.1 S/G “C” BM-HS-302

부수-3.1 29.1 S/G “C” BM-HS-302

부수-3.2 23.1 S/G “C” BM-HS-302

부수-3.3 16.1 S/G “C” BM-HS-302

비상-0 5.0 S/G B/D 격리밸브 BM-HS-302

비상-3 3.4 S/G B/D 격리밸브 BM-HS-302

회복H.10 2.1 S/G B/D 격리밸브 BM-HS-302

회복H.50 2.0 S/G B/D 격리밸브 BM-HS-302

부수-0 10.4 S/G B/D 격리밸브 BM-HS-302

부수-2.1 1.0 S/G B/D 격리밸브 BM-HS-302

회복C.10 17.0 S/G B/D 밸브 BM-HS-302

회복H.20 8.0 S/G B/D 차단밸브 BM-HS-302

비상-2 4.0 S/G의 B/D계통 격리밸브 BM-H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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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S.10 12.0 S/G의 B/D 격리밸브 BM-HS-302 

회복H.30 9.2 과충수 S/G의 B/D 격리밸브 BM-HS-303 STM GENERATOR 3 BLOWDOWN ISO A-7J-BM-HS-303

비상-3 32.1 S/G “C” BM-HS-303

부수-3.1 29.1 S/G “C” BM-HS-303

부수-3.2 23.1 S/G “C” BM-HS-303

부수-3.3 16.1 S/G “C” BM-HS-303

비상-0 5.0 S/G B/D 격리밸브 BM-HS-303

비상-3 3.4 S/G B/D 격리밸브 BM-HS-303

회복H.10 2.1 S/G B/D 격리밸브 BM-HS-303

회복H.50 2.0 S/G B/D 격리밸브 BM-HS-303

부수-0 10.4 S/G B/D 격리밸브 BM-HS-303

부수-2.1 1.0 S/G B/D 격리밸브 BM-HS-303

회복C.10 17.0 S/G B/D 밸브 BM-HS-303

회복H.20 8.0 S/G B/D 차단밸브 BM-HS-303

비상-2 4.0 S/G의 B/D계통 격리밸브 BM-HS-303

회복S.10 12.0 S/G의 B/D 격리밸브 BM-HS-303 

비상-3 2.0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307 STM GEN 3 BLDN SAMPLE ISO VV B-7J-BM-HS-307A

비상-0 5.0 S/G 시료 채취 밸브 BM-HS-307 STM GEN 3 BLDN SAMPLE ISO VV A-7J-BM-HS-307

부수-2.1 1.0 S/G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307

부수-0 10.5 S/G 시료채취 밸브 BM-HS-307

회복H.10 2.1 S/G B/D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307

비상-2 4.0 S/G의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307

비상-3 3.5 S/G의 시료채취 격리밸브 BM-HS-307

회복S.10 12.0 S/G B/D 시료 채취 격리밸브 BM-HS-307 

회복H.30 9.1 S/G B/D 열교환기 BM-LI-402 STM GEN BLOWDOWN FLASH TANK LN-7J-BM-LIK-402 1. LI-402 없으며  LIK-402 임

부수-0.2 2.0 RWST 수위 점검 BN-LI-960 REFUELING WTR STOR TK LEVEL 1 A-7J-BN-LI-960

부수-0.2 2.0 RWST 수위 점검 BN-LI-961 REFUELING WTR STOR TK LEVEL B-7J-BN-LI-961

부수-0.2 2.0 RWST 수위 점검 BN-LI-962 REFUELING WTR STOP TANK LVL A-7J-BN-LI-962

부수-0.2 2.0 RWST 수위 점검 BN-LI-963 REFUELING WTR STOR TK LEVEL 4 N-7J-BN-LI-963

부수-0 2.1 트립 스위치 CH-HS-025 TURBINE TRIP N-7J-CH-HS-25 1. CH-HS-25 임

회복S.10 2.1 TBN TRIP CH-HS-025

비상-0 2.1 TBN을 TRIP CH-HS-25

비상-0 2.1 터빈 제어유 P/P CH-HS-11 HYDRAULIC FLUID MAIN PUMP P001 N-7J-CH-HS-11

회복S.10 2.1 터빈 제어유 P/P CH-HS-11

부수-0 2.1 터빈 제어유 P/P CH-HS-11

비상-0 2.1 터빈 제어유 P/P CH-HS-12 HYDRAULIC FLUID MAIN PUMP P002 N-7J-CH-HS-12

회복S.10 2.1 터빈 제어유 P/P CH-HS-12

부수-0 2.1 터빈 제어유 P/P CH-HS-12

부수-0 26.1 NSCW P/P 출구 유량 EF-FI-134 NSCW TRAIN A FLOW A-7J-EF-FI-134

부수-0 26.1 NSCW P/P 출구 유량 EF-FI-234 NSCW TRAIN B FLOW B-7J-EF-FI-234

부수-0 26.2 NSCW P/P EF-HS-101 NSCW TRAIN A PUMP A-P103 A-7J-EF-HS-101

부수-0 26.2 NSCW P/P EF-HS-102 NSCW TRAIN A PUMP A-P104 A-7J-EF-HS-102

부수-0 26.1 NSCW P/P 출구밸브 EF-HS-104 NSCW TRAIN A DISCH ISO VV A-7J-EF-HS-104

부수-0 26.1 NSCW P/P 출구밸브 EF-HS-125 NSCW PP A-P103 DISCHARGE VALVEA-7J-EF-HS-125

부수-0 26.1 NSCW P/P 출구밸브 EF-HS-126 NSCW PP A-P104 DISCHARGE VALVEA-7J-EF-HS-126

부수-0 26.2 NSCW P/P EF-HS-201 NSCW TRAIN B PUMP B-P105 B-7J-EF-HS-201

부수-0 26.2 NSCW P/P EF-HS-202 NSCW TRAIN B PUMP B-P106 B-7J-EF-HS-202

부수-0 26.1 NSCW P/P 출구밸브 EF-HS-204 NSCW TRAIN A DISCH ISO VV B-7J-EF-HS-204

부수-0 26.1 NSCW P/P 출구밸브 EF-HS-225 NSCW PP B-P105 DISCHARGE VALVEB-7J-EF-HS-225

부수-0 26.1 NSCW P/P 출구밸브 EF-HS-226 NSCW PP B-P106 DISCHARGE VALVEB-7J-EF-HS-226

보조-1.3 2.1 RHR Hx A EG-FI-152 PHR HX X024 CCW FLOW N-7J-EG-FI-152

보조-1.3 2.2 RHR Hx B EG-FI-252 PHR HX X025 CCW FLOW N-7J-EG-FI-252

부수-3.3 17.1 RCP 모타로의 CCW 유량 EG-FI-427 CCW TO RCP A BRG CLR FLOW A-7J-EG-FI-427

회복I.30 9.1 RCP 모터 CCW 유량 EG-FI-427

회복P.10 6.1 RCP 모터 CCW 유량 EG-FI-427

회복P.10 13.1 RCP 모터 CCW 유량 EG-FI-427

비상-3 36.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보조-0.2 1.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보조-0.4 1.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보조-1.1 22.2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보조-1.2 12.4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보조-1.2 18.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부수-1.1 14.3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부수-3.1 17.4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부수-3.1 23.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부수-3.2 11.4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부수-3.2 17.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부수-3.3 2.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비상-3 34.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7

보조-1.1 19.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7

보조-1.2 24.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7

회복C.10 3.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7

회복C.20 4.2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7

부수-2.1 28.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7

부수-3.1 30.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7

부수-3.2 24.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7

부수-2.1 31.2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7 

부수-3.3 17.1 RCP 모타로의 CCW 유량 EG-FI-429 CCW TO RCP C BRG CLR FLOW A-7J-EG-FI-429

회복I.30 9.1 RCP 모터 CCW 유량 EG-FI-429

회복P.10 6.1 RCP 모터 CCW 유량 EG-FI-429

회복P.10 13.1 RCP 모터 CCW 유량 EG-FI-429

비상-3 36.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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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0.2 1.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보조-0.4 1.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보조-1.1 22.2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보조-1.2 12.4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보조-1.2 18.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비상-3 34.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9

보조-1.1 19.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9

보조-1.2 24.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9

회복C.10 3.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9

회복C.20 4.2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9

부수-2.1 28.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9

부수-3.1 30.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9

부수-3.2 24.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429

부수-1.1 14.3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부수-2.1 31.2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부수-3.1 17.4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부수-3.1 23.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부수-3.2 11.4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부수-3.2 17.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부수-3.3 2.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429 

회복C.10 3.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1 RCP C TH-BARR CLG COIL FLOW C-7J-EG-FI-431

회복C.20 4.2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1

회복I.30 9.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1

회복P.10 6.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1

회복P.10 13.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1

비상-3 36.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보조-0.1 9.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보조-0.2 1.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보조-0.4 1.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보조-1.1 22.2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보조-1.2 12.4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보조-1.2 18.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부수-3.1 23.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부수-3.2 17.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부수-1.1 14.3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부수-3.1 17.4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비상-3 34.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1

보조-1.1 19.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1

보조-1.2 24.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1

부수-2.1 28.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1

부수-3.1 30.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1

부수-3.2 24.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1

부수-3.3 17.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1

부수-2.1 31.2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부수-3.2 11.4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부수-3.3 2.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1 

회복C.10 3.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3 RCP B TH-BARR CLG COIL FLOW B-7J-EG-FI-433

회복C.20 4.2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3

회복I.30 9.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3

회복P.10 6.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3

회복P.10 13.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3

비상-3 36.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보조-0.1 9.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보조-0.2 1.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보조-0.4 1.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보조-1.1 22.2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보조-1.2 12.4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보조-1.2 18.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부수-3.1 23.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부수-3.2 17.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부수-1.1 14.3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부수-3.1 17.4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비상-3 34.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3

보조-1.1 19.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3

보조-1.2 24.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3

부수-2.1 28.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3

부수-3.1 30.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3

부수-3.2 24.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3

부수-3.3 17.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3

부수-2.1 31.2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부수-3.2 11.4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부수-3.3 2.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3 

회복C.10 3.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5 RCP A TH-BARR CLG COIL FLOW A-7J-EG-FI-435

회복C.20 4.2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5

회복I.30 9.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5

회복P.10 6.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5

회복P.10 13.1 RCP 열차폐벽 CCW 유량 EG-FI-435

비상-3 36.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보조-0.1 9.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보조-0.2 1.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보조-0.4 1.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보조-1.1 22.2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보조-1.2 12.4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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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1.2 18.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비상-3 34.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5

보조-1.1 19.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5

보조-1.2 24.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5

부수-2.1 28.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5

부수-3.1 30.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5

부수-3.2 24.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5

부수-3.3 17.1 RCP 열차폐벽으로의 CCW 유량 EG-FI-435

부수-2.1 31.2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부수-3.1 23.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부수-3.2 11.4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부수-3.2 17.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부수-3.3 2.1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부수-1.1 14.3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부수-3.1 17.4 RCP 열차폐벽으로 공급되는 CCW EG-FI-435 

부수-3.3 17.1 RCP 모타로의 CCW 유량 EG-FI-528 CCW TO RCP B BRG CLR FLOW B-7J-EG-FI-528

회복I.30 9.1 RCP 모터 CCW 유량 EG-FI-528

회복P.10 6.1 RCP 모터 CCW 유량 EG-FI-528

회복P.10 13.1 RCP 모터 CCW 유량 EG-FI-528

비상-3 36.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보조-0.2 1.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보조-0.4 1.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보조-1.1 22.2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보조-1.2 12.4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보조-1.2 18.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부수-1.1 14.3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부수-3.1 17.4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부수-3.1 23.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부수-3.2 11.4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부수-3.2 17.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부수-3.3 2.1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비상-3 34.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528

보조-1.1 19.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528

보조-1.2 24.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528

회복C.10 3.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528

회복C.20 4.2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528

부수-2.1 28.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528

부수-3.1 30.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528

부수-3.2 24.1 RCP 모터로의 CCW 유량 EG-FI-528

부수-2.1 31.2 RCP 모터로 공급되는 CCW 유량 EG-FI-528 

부수-0.1 3.2 CCW P/P EG-HS-108 COMPONENT CLG WATER PUMP P06 A-7J-EG-HS-108

보조-3.1 9.1 A 계열  CCW P/P EG-HS-108

보조-3.3 7.1 A 계열  CCW P/P EG-HS-108

보조-3.2 7.1 A 계열  CCW P/P EG-HS-108

부수-0.1 3.2 붙임-02 (CCW 계통 : CCW P/P 기동EG-HS-114 COMPONENT CLG WATER PUMP P06 A-7J-EG-HS-114

보조-3.1 9.1 A 계열  CCW P/P EG-HS-114

보조-3.3 7.1 A 계열  CCW P/P EG-HS-114

보조-3.2 7.1 A 계열  CCW P/P EG-HS-114

부수-0.2 5.1 CCW P/P EG-HS-114

부수-3.1 8.4 CCW P/P EG-HS-114

부수-0.1 3.2 CCW P/P EG-HS-208 COMPONENT CLG WATER PUMP P06 B-7J-EG-HS-208

보조-3.1 9.2 B 계열  CCW P/P EG-HS-208

보조-3.2 7.2 B 계열  CCW P/P EG-HS-208

보조-3.3 7.2 B 계열  CCW P/P EG-HS-208

부수-0.1 3.2 CCW P/P EG-HS-214 COMPONENT CLG WATER PUMP P06 B-7J-EG-HS-214

보조-3.1 9.2 B 계열  CCW P/P EG-HS-214

보조-3.2 7.2 B 계열  CCW P/P EG-HS-214

보조-3.3 7.2 B 계열  CCW P/P EG-HS-214

부수-0.2 5.1 CCW P/P EG-HS-214

부수-3.1 8.4 CCW P/P EG-HS-214

보조-1.3 2.1 RHR Hx A EG-HS-152 PHR HX 24 INLET VV A-7J-EG-HS-152

부수-1.1 1.4 RHR Hx CCW 공급밸브 EG-HS-152

부수-3.1 8.4 RHR Hx로 CCW를 공급 EG-HS-152

부수-0.2 2.1 RHR Hx의 CCW 공급밸브 EG-HS-152

보조-1.3 2.2 RHR Hx B EG-HS-252 PHR HX X025 INLET VV B-7J-EG-HS-252

부수-1.1 1.4 RHR Hx CCW 공급밸브 EG-HS-252

부수-3.1 8.4 RHR Hx로 CCW를 공급 EG-HS-252

부수-0.2 2.1 RHR Hx의 CCW 공급밸브 EG-HS-252

부수-0.2 10.1 CIS-B 관련 밸브 EG-HS-301 CCW TO RCP CLRS INLET PEN VALVEB-7J-EG-HS-301 1. 밸브번호와 와 HS 혼용함

부수-0 21.2 CIS-B 관련밸브 EG-HS-301

회복Z.10 3.4 CIS-B 밸브 EG-HS-301

부수-0.2 10.1 CV 외측 밸브 EG-HS-301

부수-0 21.2 CIS-B 관련밸브 EG-HV-301 

회복Z.10 3.4 CIS-B 밸브 EG-HS-305 1.밸브 재확인요

회복Z.10 3.4 CIS-B 밸브 EG-HS-306

회복Z.10 3.4 CIS-B 밸브 EG-HS-307

회복Z.10 3.4 CIS-B 밸브 EG-HS-308

부수-0.2 5.1 CCW P/P EG-HS-106

부수-3.1 8.4 CCW P/P EG-HS-106

부수-0.2 5.1 CCW P/P EG-HS-206

부수-3.1 8.4 CCW P/P EG-HS-206

부수-0.2 10.1 CIS-B 관련 밸브 EG-HS-335 RCP CCW OUT PEN VV (INSD) B-7J-EG-HS-335

부수-0 21.2 CIS-B 관련밸브 EG-HS-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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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0.2 10.1 CIS-B 관련 밸브 EG-HS-336 RCP CCW OUT PEN VV (OTSD) B-7J-EG-HS-336 1. 밸브번호와 와 HS 혼용함

부수-0 21.2 CIS-B 관련밸브 EG-HS-336

부수-0.2 10.1 CV 외측 밸브 EG-HS-336

부수-0 21.2 CIS-B 관련밸브 EG-HV-336 RCP CCW OUT PEN VV (OTSD) B-7J-EG-HS-336

부수-0.2 10.1 CIS-B 관련 밸브 EG-HS-337 RCP TB CLRS OUT PEN VV (INSD) A-7J-EG-HS-337

부수-0 21.2 CIS-B 관련밸브 EG-HS-337

부수-0.1 1.2 CV 내측 CCW 회수 격리밸브 EG-HS-337

부수-0.2 4.2 CV 내측 CCW 회수 격리밸브 EG-HS-337

부수-0.2 10.1 CIS-B 관련 밸브 EG-HS-338 RCP TB CLRS OUT PEN VV (OTSD) B-7J-EG-HS-338 1. 밸브번호와 와 HS 혼용함

부수-0 21.2 CIS-B 관련밸브 EG-HS-338

부수-0.2 10.1 CV 외측 밸브 EG-HS-338

부수-0.2 4.2 CV 외측 CCW 회수 격리밸브 EG-HS-338

부수-0.2 4.2 CV 외측 CCW 회수 격리밸브 EG-HS-338

부수-0.1 1.2 CV 외측 RCP 열차폐벽 CCW 회수EG-HS-338

부수-0 21.2 CIS-B 관련밸브 EG-HV-338 

부수-0 8.0 CV 외측 RCP 열차폐벽 CCW 회수EG-HV-338 

회복H.30 2.1 수동으로 정지 FC-HS-101 MFWP TURB C TRIP N-7J-FC-HS-101

회복H.30 2.1 MFWP FC-HS-101 MFWP TURB C TRIP RESET N-7J-FC-HS-101A

회복H.30 2.1 수동으로 정지 FC-HS-102 MFWP TURB B TRIP N-7J-FC-HS-102

회복H.30 2.1 MFWP FC-HS-102 MFWP TURB B TRIP RESET N-7J-FC-HS-102A

회복H.30 2.1 수동으로 정지 FC-HS-103 MFWP TURB A TRIP N-7J-FC-HS-103

회복H.30 2.1 MFWP FC-HS-103 MFWP TURB A TRIP RESET N-7J-FC-HS-103A

비상-0 7.2 증기공급 밸브 FE-HS-128 STM TO AUX FW TURBINE ISO VV A-7J-FE-HS-128A

회복S.10 3.2 증기공급 밸브 FE-HS-128 STM TO AUX FW TURBINE ISO VV B-7J-FE-HS-128B

회복H.20 4.0 T/D AFW P/P 증기 공급밸브 FE-HS-128

회복H.20 8.0 T/D AFW PP로의 증기 공급밸브 FE-HS-128

부수-0.2 5.5 필수냉각기 P/P GJ-HS-105 ESSEN CHILLED WATER PUMP A A-7J-GJ-HS-105

부수-0.2 5.5 필수냉각기 압축기 GJ-HS-109 ESSENTIAL CHILLER A A-7J-GJ-HS-109

부수-0.2 5.5 필수냉각기 P/P GJ-HS-205 ESSEN CHILLED WATER PUMP B B-7J-GJ-HS-205

부수-0.2 5.5 필수냉각기 압축기 GJ-HS-209 ESSENTIAL CHILLER B B-7J-GJ-HS-209

회복I.30 16.2 S/G 격실 순환 팬 GN-HS-1 SG1 COMPARTMENT RECIRC FAN F00N-7J-GN-HS-1

회복I.30 16.2 CV 냉각 팬 GN-HS-10 CONTAINMENT FAN COOLER B-7J-GN-HS-10 1. 용어 통일 요망

회복I.30 16.2 CV 냉각 팬 GN-HS-10

부수-0.2 5.4 CV 냉각기 팬 GN-HS-10

부수-0.1 3.4 CV 냉각팬 GN-HS-10

부수-1.1 7.0 CV 팬냉각기 GN-HS-10

회복I.30 16.2 CRDM 냉각 팬 GN-HS-11 CRDM COOLING FAN F011 A-7J-GN-HS-11

보조-0.2 12.1 CRDM 냉각팬 GN-HS-11

보조-0.2 5.0 CRDM 냉각팬 GN-HS-11

회복I.30 16.2 CRDM 냉각 팬 GN-HS-12 CRDM COOLING FAN F012 B-7J-GN-HS-12

보조-0.2 12.1 CRDM 냉각팬 GN-HS-12

보조-0.2 5.0 CRDM 냉각팬 GN-HS-12

회복I.30 16.2 CRDM 냉각 팬 GN-HS-13 CRDM COOLING FAN F013 B-7J-GN-HS-13

보조-0.2 12.1 CRDM 냉각팬 GN-HS-13

보조-0.2 5.0 CRDM 냉각팬 GN-HS-13

회복I.30 16.2 CRDM 냉각 팬 GN-HS-14 CRDM COOLING FAN F014 A-7J-GN-HS-14

보조-0.2 12.1 CRDM 냉각팬 GN-HS-14

보조-0.2 5.0 CRDM 냉각팬 GN-HS-14

회복I.30 16.2 Rx CAVITY 냉각 팬 GN-HS-15 REACTOR CAVITY CLG UNIT F015 N-7J-GN-HS-15

회복I.30 16.2 Rx CAVITY 냉각 팬 GN-HS-16 REACTOR CAVITY CLG UNIT F016 N-7J-GN-HS-16

회복I.30 16.2 S/G 격실 순환 팬 GN-HS-2 SG1 COMPARTMENT RECIRC FAN F00N-7J-GN-HS-2

회복I.30 16.2 S/G 격실 순환 팬 GN-HS-3 SG2 COMPARTMENT RECIRC FAN F00N-7J-GN-HS-3

회복I.30 16.2 S/G 격실 순환 팬 GN-HS-4 SG2 COMPARTMENT RECIRC FAN F00N-7J-GN-HS-4

회복I.30 16.2 S/G 격실 순환 팬 GN-HS-5 SG3 COMPARTMENT RECIRC FAN F00N-7J-GN-HS-5

회복I.30 16.2 S/G 격실 순환 팬 GN-HS-6 SG3 COMPARTMENT RECIRC FAN F00N-7J-GN-HS-6

회복I.30 16.2 CV 냉각 팬 GN-HS-7 CONTAINMENT FAN CLR F007 A-7J-GN-HS-7

회복I.30 16.2 CV 냉각 팬 GN-HS-7

부수-0.2 5.4 CV 냉각기 팬 GN-HS-7

부수-0.1 3.4 CV 냉각팬 GN-HS-7

부수-1.1 7.0 CV 팬냉각기 GN-HS-7

회복I.30 16.2 CV 냉각 팬 GN-HS-8 CONTAINMENT FAN COOLER A-7J-GN-HS-8

회복I.30 16.2 CV 냉각 팬 GN-HS-8

부수-0.2 5.4 CV 냉각기 팬 GN-HS-8

부수-0.1 3.4 CV 냉각팬 GN-HS-8

부수-1.1 7.0 CV 팬냉각기 GN-HS-8

회복I.30 16.2 CV 냉각 팬 GN-HS-9 CONTAINMENT FAN CLR F009 B-7J-GN-HS-9

회복I.30 16.2 CV 냉각 팬 GN-HS-9

부수-0.2 5.4 CV 냉각기 팬 GN-HS-9

부수-0.1 3.4 CV 냉각팬 GN-HS-9

부수-1.1 7.0 CV 팬냉각기 GN-HS-9

비상-0 24.0 CV 압력 GN-PI-950 CONTAINMENT PRESSURE A-7J-GN-PI-950

비상-0 24.0 CV 압력 GN-PI-951 CONTAINMENT PRESSURE B-7J-GN-PI-951

비상-0 24.0 CV 압력 GN-PI-952 CONTAINMENT PRESSURE C-7J-GN-PI-952

비상-0 24.0 CV 압력 GN-PI-953 CONTAINMENT PRESSURE D-7J-GN-PI-953

회복Z.30 2.3 유량 조절기 GT-FIK-117 CTMT L-VO PURGE EXH DIFF PRESS N-7J-GT-FIK-117

회복Z.30 2.3 전열기 핸드 스위치 GT-HS-1

회복Z.30 2.3 CV 저체적 환기 공급팬 GT-HS-101 CTMT LOW VOLUME PURGE SPLY AH N-7J-GT-HS-101

부수-0 20.1 수동으로 댐퍼를 닫는다 GT-HS-105 CTMT L-VO PURGE SPLY PEN VALVE A-7J-GT-HS-105 1. 밸브번호와 와 HS 혼용함

부수-0 20.1 환·배기 댐퍼 GT-HS-105

회복Z.30 1.1 환․배기 댐퍼 GT-HS-105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S-105

회복S.10 5.1 CV 환기 차단 댐퍼 GT-H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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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Z.30 2.3 CV 환기 차단 밸브 GT-HS-105

회복Z.10 2.1 CV 환기차단 댐퍼 GT-HS-105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Y-105

부수-0 20.1 SSILS 관련 댐퍼의 퓨즈를 제거 GT-HY-105

부수-0 20.1 환·배기 댐퍼 GT-HS-106 CTMT L-VO PURGE SPLY PEN VV HV1B-7J-GT-HS-106

회복Z.30 1.1 환․배기 댐퍼 GT-HS-106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S-106

회복S.10 5.1 CV 환기 차단 댐퍼 GT-HS-106

회복Z.30 2.3 CV 환기 차단 밸브 GT-HS-106

회복Z.10 2.1 CV 환기차단 댐퍼 GT-HS-106

부수-0 20.1 환·배기 댐퍼 GT-HS-107 CTMT L-VO PURGE EXH PEN VV HV10A-7J-GT-HS-107

회복Z.30 1.1 환․배기 댐퍼 GT-HS-107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S-107

회복S.10 5.1 CV 환기 차단 댐퍼 GT-HS-107

회복Z.10 2.1 CV 환기차단 댐퍼 GT-HS-107

회복Z.30 2.3 CV 환기차단 밸브 GT-HS-107

부수-0 20.1 수동으로 댐퍼를 닫는다 GT-HS-108 CTMT L-VO PURGE EXH PEN VALVE B-7J-GT-HS-108 1. 밸브번호와 와 HS 혼용함

부수-0 20.1 환·배기 댐퍼 GT-HS-108

회복Z.30 1.1 환․배기 댐퍼 GT-HS-108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S-108

회복S.10 5.1 CV 환기 차단 댐퍼 GT-HS-108

회복Z.10 2.1 CV 환기차단 댐퍼 GT-HS-108

회복Z.30 2.3 CV 환기차단 밸브 GT-HS-108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Y-108

부수-0 20.1 SSILS 관련 댐퍼의 퓨즈를 제거 GT-HY-108

회복Z.30 2.3 CV 저체적 환기 배출팬 GT-HS-112 CTMT LOW VOLUME PURGE EXH AHUN-7J-GT-HS-112

부수-0 20.1 수동으로 댐퍼를 닫는다 GT-HS-123 CTMT H-VO PURGE SPLY PEN VALVEA-7J-GT-HS-123 1. 밸브번호와 와 HS 혼용함

부수-0 20.1 환·배기 댐퍼 GT-HS-123

회복Z.30 1.1 환․배기 댐퍼 GT-HS-123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S-123

회복S.10 5.1 CV 환기 차단 댐퍼 GT-HS-123

회복Z.10 2.1 CV 환기차단 댐퍼 GT-HS-123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Y-123

부수-0 20.1 SSILS 관련 댐퍼의 퓨즈를 제거 GT-HY-123

부수-0 20.1 환·배기 댐퍼 GT-HS-124 CTMT H-VO PURGE SPLY PEN VV HV B-7J-GT-HS-124

회복Z.30 1.1 환․배기 댐퍼 GT-HS-124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S-124

회복S.10 5.1 CV 환기 차단 댐퍼 GT-HS-124

회복Z.10 2.1 CV 환기차단 댐퍼 GT-HS-124

부수-0 20.1 환·배기 댐퍼 GT-HS-125 CTMT H-VO PURGE EXH PEN VV HV1 A-7J-GT-HS-125

회복Z.30 1.1 환․배기 댐퍼 GT-HS-125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S-125

회복S.10 5.1 CV 환기 차단 댐퍼 GT-HS-125

회복Z.10 2.1 CV 환기차단 댐퍼 GT-HS-125

부수-0 20.1 수동으로 댐퍼를 닫는다 GT-HS-126 CTMT H-VO PURGE EXH PEN VALVE B-7J-GT-HS-126 1. 밸브번호와 와 HS 혼용함

부수-0 20.1 환·배기 댐퍼 GT-HS-126

회복Z.30 1.1 환․배기 댐퍼 GT-HS-126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S-126

회복S.10 5.1 CV 환기 차단 댐퍼 GT-HS-126

회복Z.10 2.1 CV 환기차단 댐퍼 GT-HS-126

부수-0.2 9.1 CV 환·배기 댐퍼 GT-HY-126

부수-0 20.1 SSILS 관련 댐퍼의 퓨즈를 제거 GT-HY-126

회복Z.30 2.1 CV내 고준위 방사선 지역 감시기 GT-RE-001

회복Z.30 2.1 CV내 고준위 방사선 지역 감시기 GT-RE-002

회복Z.30 2.1 CV 환기 배출가스 및 입자, 옥소시GT-RE-119

회복Z.30 2.1 핵연료 재장전 기중기 지역 감시기GT-RE-220

비상-0 24.0 CV 방사능 GT-RI-001

회복Z.30 3.1 CV 방사선 준위 GT-RI-001

비상-0 24.0 CV 방사능 GT-RI-002

회복Z.30 3.1 CV 방사선 준위 GT-RI-002

비상-0 24.0 CV 방사능 GT-RI-220 CTMT RFL BRDG AREA RAD B-7J-GT-RI-220

회복Z.30 3.2 CV 핵연료 재장전 기준기 지역 방사GT-RI-220

비상-1 17.1 수소 분석기 GT-UI-1 H2 ANALYZER SUB-PANEL TR A A-7J-GT-UI-1

보조-1.2 30.1 수소 분석기 GT-UI-1

부수-1.1 37.1 수소 분석기 GT-UI-1

부수-3.2 31.1 수소 분석기 GT-UI-1

회복C.10 6.1 수소 분석기 GT-UI-1

회복I.30 12.1 수소 분석기 GT-UI-1

부수-3.1 37.1 수소농도를 측정 GT-UI-1

비상-1 17.1 수소 분석기 GT-UI-3 H2 ANALYZER SUB-PANEL TR B A-7J-GT-UI-3

보조-1.2 30.1 수소 분석기 GT-UI-3

부수-1.1 37.1 수소 분석기 GT-UI-3

부수-3.2 31.1 수소 분석기 GT-UI-3

회복C.10 6.1 수소 분석기 GT-UI-3

회복I.30 12.1 수소 분석기 GT-UI-3

부수-3.1 37.1 수소농도를 측정 GT-UI-3

비상-3 10.1 공기 압축기 KA-C001 AIR COMPRESSOR A RUNNING N-7J-KA-ZL-101 1. KA_ZL-101 임

보조-1.1 3.1 공기 압축기 KA-C001

보조-1.2 3.1 공기 압축기 KA-C001

회복H.10 17.1 공기 압축기 KA-C001

부수-2.1 14.1 공기 압축기 KA-C001

부수-3.1 3.1 공기 압축기 KA-C001

비상-0 34.1 공기압축기 KA-C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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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P.10 9.1 공기압축기 KA-C001

부수-0.1 3.1 공기 압축기 KA-C001 

부수-1.1 17.1 공기 압축기 KA-C001 

부수-0.2 5.6 공기 압축기 전원 KA-C001 

부수-0.2 5.6 공기압축기 KA-C001 

비상-0 34.1 공기 압축기 KA-ZL-101

비상-3 10.1 공기 압축기 KA-ZL-101

보조-1.1 3.1 공기 압축기 KA-ZL-101

보조-1.2 3.1 공기 압축기 KA-ZL-101

회복H.10 17.1 공기 압축기 KA-ZL-101

회복P.10 9.1 공기 압축기 KA-ZL-101

부수-0.1 3.1 공기 압축기 KA-ZL-101

부수-1.1 17.1 공기 압축기 KA-ZL-101

부수-2.1 14.1 공기 압축기 KA-ZL-101

부수-3.1 3.1 공기 압축기 KA-ZL-101

비상-3 10.1 공기 압축기 KA-C002 AIR COMPRESSOR B RUNNING N-7J-KA-ZL-201 1. KA_ZL-201 임

보조-1.1 3.1 공기 압축기 KA-C002

보조-1.2 3.1 공기 압축기 KA-C002

회복H.10 17.1 공기 압축기 KA-C002

부수-2.1 14.1 공기 압축기 KA-C002

비상-0 34.1 공기압축기 KA-C002

회복P.10 9.1 공기압축기 KA-C002

부수-1.1 17.1 공기 압축기 KA-C002 

비상-0 34.1 공기 압축기 KA-ZL-201 AIR COMPRESSOR B RUNNING N-7J-KA-ZL-201

비상-3 10.1 공기 압축기 KA-ZL-201

보조-1.1 3.1 공기 압축기 KA-ZL-201

보조-1.2 3.1 공기 압축기 KA-ZL-201

회복H.10 17.1 공기 압축기 KA-ZL-201

회복P.10 9.1 공기 압축기 KA-ZL-201

부수-0.1 3.1 공기 압축기 KA-ZL-201

부수-1.1 17.1 공기 압축기 KA-ZL-201

부수-2.1 14.1 공기 압축기 KA-ZL-201

부수-3.1 3.1 공기 압축기 KA-ZL-201

비상-3 10.1 공기 압축기 KA-C003 AIR COMPRESSOR C RUNNING N-7J-KA-ZL-301 1. KA_ZL-301 임

보조-1.1 3.1 공기 압축기 KA-C003

보조-1.2 3.1 공기 압축기 KA-C003

회복H.10 17.1 공기 압축기 KA-C003

부수-2.1 14.1 공기 압축기 KA-C003

부수-3.1 3.1 공기 압축기 KA-C003

비상-0 34.1 공기압축기 KA-C003

회복P.10 9.1 공기압축기 KA-C003

부수-0.1 3.1 공기 압축기 KA-C003 

부수-1.1 17.1 공기 압축기 KA-C003 

부수-0.2 5.6 공기 압축기 전원 KA-C003 

부수-0.2 5.6 공기압축기 KA-C003 

비상-0 34.1 공기 압축기 KA-ZL-301 AIR COMPRESSOR C RUNNING N-7J-KA-ZL-301

비상-3 10.1 공기 압축기 KA-ZL-301

보조-1.1 3.1 공기 압축기 KA-ZL-301

보조-1.2 3.1 공기 압축기 KA-ZL-301

회복H.10 17.1 공기 압축기 KA-ZL-301

회복P.10 9.1 공기 압축기 KA-ZL-301

부수-0.1 3.1 공기 압축기 KA-ZL-301

부수-1.1 17.1 공기 압축기 KA-ZL-301

부수-2.1 14.1 공기 압축기 KA-ZL-301

부수-3.1 3.1 공기 압축기 KA-ZL-301

부수-0.1 2.2 CV로 공급되는 I/A 공급밸브 KA-HS-425 INSTRUMENT AIR TO CTMT ISO VV B-7J-KA-HS-425

비상-0 34.3 I/A 공급밸브 KA-HS-425

비상-0 34.3 I/A 공급밸브 KA-HS-425

비상-3 10.3 I/A 공급밸브 KA-HS-425

비상-3 10.3 I/A 공급밸브 KA-HS-425

보조-1.1 3.3 I/A 공급밸브 KA-HS-425

보조-1.1 3.3 I/A 공급밸브 KA-HS-425

보조-1.2 3.3 I/A 공급밸브 KA-HS-425

보조-1.2 3.3 I/A 공급밸브 KA-HS-425

회복H.10 17.3 I/A 공급밸브 KA-HS-425

회복H.10 17.3 I/A 공급밸브 KA-HS-425

회복P.10 9.3 I/A 공급밸브 KA-HS-425

회복P.10 9.3 I/A 공급밸브 KA-HS-425

부수-2.1 14.3 I/A 공급밸브 KA-HS-425 

부수-3.1 3.3 I/A 공급밸브 KA-HS-425 

부수-1.1 17.3 I/A 공급밸브 KA-HS-425 

부수-1.1 17.3 I/A 공급밸브 KA-HS-425 

부수-2.1 14.3 I/A 공급밸브 KA-HS-425 

부수-3.1 3.3 I/A 공급밸브 KA-HS-425 

부수-0 16.2 S/G PORV 구동용 공기 KA-HV-64 SFTY RLTD CAS TR  A BLOCK VV A-7J-KA-HS-64 1. 밸브번호와 와 HS 혼용함

부수-0 16.2 S/G PORV 구동용 공기 KA-HV-84 SFTY RLTD CAS TR  B BLOCK VV B-7J-KA-HS-84

비상-0 34.2 I/A 모관 압력 KA-PI-423 INSTRUMENT AIR PRESSURE N-7J-KA-PI-423

비상-3 10.2 I/A 모관 압력 KA-PI-423

보조-1.1 3.2 I/A 모관 압력 KA-PI-423

보조-1.2 3.2 I/A 모관 압력 KA-PI-423

회복H.10 17.2 I/A 모관 압력 KA-PI-423

회복P.10 9.2 I/A 모관 압력 KA-PI-423

부수-0.1 3.1 I/A 모관 압력 KA-PI-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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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1.1 17.2 I/A 모관 압력 KA-PI-423

부수-2.1 14.2 I/A 모관 압력 KA-PI-423

부수-3.1 3.2 I/A 모관 압력 KA-PI-423

회복S.10 6.1 M-G SET 전원 공급 차단기 M-G SET A 480 V LD CTR S05 SUPPLY BREAKER N-7J-NG-HS-106 1. HS 로 표현요

부수-0 1.0 M-G 세트 전원 차단기 NG-HS-106

회복S.10 1.0 M-G 세트 전원 차단기 NG-HS-106 

회복S.10 1.0 M-G 세트 전원 차단기 NG-HS-208 480V LD CTR S12 SUPPLY BREAKER N-7J-NG-HS-208 1. HS 로 표현요

회복S.10 6.1 M-G SET 전원 공급 차단기 M-G SET B

비상-0 28.0 AFW 신호 RESET SA-HS-107 MD AUX FW SYS TRAIN A RESET A-7J-SA-HS-107

비상-2 4.0 AFW 신호 RESET SA-HS-107

회복H.30 3.2 AFW 작동신호 SA-HS-107

비상-0 30.0 S/G B/D Reset후 시료 채취밸브 SA-HS-107

회복Z.30 2.2 CPIS SA-HS-111 CTMT PURGE TRAIN A RESET A-7J-SA-HS-111

비상-0 28.0 AFW 신호 RESET SA-HS-116 TD AUX FW SYS TRAIN A RESET A-7J-SA-HS-116

비상-2 4.0 AFW 신호 RESET SA-HS-116

회복H.30 3.2 AFW 작동신호 SA-HS-116

비상-0 30.0 S/G B/D Reset후 시료 채취밸브 SA-HS-116

비상-0 28.0 AFW 신호 RESET SA-HS-207 MD AUX FW SYS TRAIN B RESET B-7J-SA-HS-207

비상-2 4.0 AFW 신호 RESET SA-HS-207

회복H.30 3.2 AFW 작동신호 SA-HS-207

비상-0 30.0 S/G B/D Reset후 시료 채취밸브 SA-HS-207

회복Z.30 2.2 CPIS SA-HS-211 CTMT PURGE TRAIN B RESET B-7J-SA-HS-211

비상-0 28.0 AFW 신호 RESET SA-HS-216 TO AUX FW SYS TRAIN B RESET B-7J-SA-HS-216

비상-2 4.0 AFW 신호 RESET SA-HS-216

회복H.30 3.2 AFW 작동신호 SA-HS-216

비상-0 30.0 S/G B/D Reset후 시료 채취밸브 SA-HS-216

비상-0 30.0 S/G B/D Reset후 시료 채취밸브 SB-HS-101 SAFETY INJECT TRAIN A RESET A-7J-SB-HS-101

비상-0 27.0 SI 신호 RESET SB-HS-101

비상-1 8.2 SI 신호 RESET SB-HS-101

비상-1 14.3 SI 신호 RESET SB-HS-101

비상-2 4.0 SI 신호 RESET SB-HS-101

비상-3 8.0 SI 신호 RESET SB-HS-101

보조-1.1 1.0 SI 신호 RESET SB-HS-101

보조-1.2 1.0 SI 신호 RESET SB-HS-101

보조-1.3 1.0 SI 신호 RESET SB-HS-101

부수-0 18.2 SI 신호 RESET SB-HS-101

부수-1.1 2.0 SI 신호 RESET SB-HS-101

부수-2.1 7.3 SI 신호 RESET SB-HS-101

부수-2.1 12.0 SI 신호 RESET SB-HS-101

부수-3.1 1.0 SI 신호 RESET SB-HS-101

회복P.10 7.0 SI 신호 RESET SB-HS-101

회복H.10 15.0 SI 신호 RESET SB-HS-101

회복H.30 3.1 SI 신호 RESET SB-HS-101

회복Z.30 2.2 SIS SB-HS-101

회복Z.30 2.2 CIS-A RESET SB-HS-102 CIS-A TRAIN A RESET A-7J-SB-HS-102

비상-0 33.0 CIS-A 및 CIS-B 신호 RESET SB-HS-102

비상-3 9.0 CIS-A 신호 RESET SB-HS-102

비상-3 35.2 CIS-A 신호 RESET SB-HS-102

보조-1.1 20.2 CIS-A 신호 RESET SB-HS-102

보조-1.2 25.2 CIS-A 신호 RESET SB-HS-102

부수-2.1 29.2 CIS-A 신호 RESET SB-HS-102

부수-3.1 31.2 CIS-A 신호 RESET SB-HS-102

부수-3.2 25.2 CIS-A 신호 RESET SB-HS-102

부수-3.3 18.2 CIS-A 신호 RESET SB-HS-102

회복I.10 4.2 CIS-A 신호 RESET SB-HS-102

보조-1.1 2.0 CIS-A와 CIS-B 신호 RESET SB-HS-102

회복H.10 16.0 CIS-A와 CIS-B 신호 RESET SB-HS-102

보조-1.2 2.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102

부수-1.1 16.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102

부수-0.1 2.1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102

부수-2.1 13.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102

부수-3.1 2.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102

회복P.10 8.0 CIS-A와 CIS-B를 Reset SB-HS-102

비상-0 33.0 CIS-A 및 CIS-B 신호 RESET SB-HS-103 CIS-B TRAIN A RESET A-7J-SB-HS-103

부수-3.3 18.2 CIS-A 신호 RESET SB-HS-103

보조-1.1 2.0 CIS-A와 CIS-B 신호 RESET SB-HS-103

회복H.10 16.0 CIS-A와 CIS-B 신호 RESET SB-HS-103

보조-1.2 2.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103

부수-1.1 16.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103

부수-0.1 2.1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103

부수-2.1 13.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103

부수-3.1 2.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103

회복P.10 8.0 CIS-A와 CIS-B를 Reset SB-HS-103

비상-3 9.0 CIS-B 신호 RESET SB-HS-103

부수-0 21.3 CV 살수 신호 RESET SB-HS-104 CTMT SPRAY TRAIN A RESET A-7J-SB-HS-104

회복H.10 18.3 CV 살수 신호 RESET SB-HS-104

비상-1 7.3 CV 살수신호 RESET SB-HS-104

비상-3 26.3 CV 살수신호 RESET SB-HS-104

보조-1.1 11.3 CV 살수신호 RESET SB-HS-104

부수-2.1 8.3 CV 살수신호 RESET SB-HS-104 

부수-3.1 5.3 CV 살수신호 RESET SB-HS-104 

회복H.10 6.2 PZR “저”압력 SI SB-HS-112 PZR PRESS SI TRN A BLK-RESET A-7J-SB-HS-112

회복I.30 13.2 PZR 저압력 SI 신호 SB-H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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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0.2 9.0 PZR 저압력 SI 신호차단 SB-HS-112

보조-0.2 9.0 주증기관 저압력 SI 신호차단 SB-HS-113 STEAMLINE SI TRN A BLK-RESET A-7J-SB-HS-113

회복H.10 6.2 증기관 “저”압력 SI SB-HS-113

부수-1.1 3.0 SI (RWST로 자동전환) 신호 SB-HS-114 SFTY INJ (RWST) TRAIN A RESET A-7J-SB-HS-114 

비상-0 4.2 SI가 동작했는지 확인 SB-HS-114A SI (RWST) TRAIN A TEST A-7J-SB-HS-114A

비상-0 30.0 S/G B/D Reset후 시료 채취밸브 SB-HS-201 SFTY INJ TRN B RESET & BLOCK B-7J-SB-HS-201

비상-0 27.0 SI 신호 SB-HS-201

비상-1 8.2 SI 신호 SB-HS-201

비상-1 14.3 SI 신호 SB-HS-201

비상-2 4.0 SI 신호 SB-HS-201

비상-3 8.0 SI 신호 SB-HS-201

보조-1.1 1.0 SI 신호 SB-HS-201

보조-1.2 1.0 SI 신호 SB-HS-201

보조-1.3 1.0 SI 신호 SB-HS-201

부수-0 18.2 SI 신호 SB-HS-201

부수-2.1 7.3 SI 신호 SB-HS-201

부수-2.1 12.0 SI 신호 SB-HS-201

부수-3.1 1.0 SI 신호 SB-HS-201

회복P.10 7.0 SI 신호 SB-HS-201

회복H.10 15.0 SI 신호 SB-HS-201

회복H.30 3.1 SI 신호 SB-HS-201

회복Z.30 2.2 SIS SB-HS-201

부수-1.1 2.0 SI 신호 SB-HS-201 

회복Z.30 2.2 CIS-A SB-HS-202 CIS-A TRAIN B RESET B-7J-SB-HS-202

비상-0 33.0 CIS-A 및 CIS-B 신호 SB-HS-202

비상-3 9.0 CIS-A 신호 SB-HS-202

비상-3 35.2 CIS-A 신호 SB-HS-202

보조-1.1 20.2 CIS-A 신호 SB-HS-202

보조-1.2 25.2 CIS-A 신호 SB-HS-202

부수-2.1 29.2 CIS-A 신호 SB-HS-202

부수-3.1 31.2 CIS-A 신호 SB-HS-202

부수-3.2 25.2 CIS-A 신호 SB-HS-202

회복I.10 4.2 CIS-A 신호 SB-HS-202

보조-1.1 2.0 CIS-A와 CIS-B 신호 SB-HS-202

회복H.10 16.0 CIS-A와 CIS-B 신호 SB-HS-202

보조-1.2 2.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202

부수-1.1 16.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202

부수-0.1 2.1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202

부수-2.1 13.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202

부수-3.1 2.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202

회복P.10 8.0 CIS-A와 CIS-B를 Reset SB-HS-202

비상-0 33.0 CIS-A 및 CIS-B 신호 SB-HS-203 CIS-B TRAIN B RESET B-7J-SB-HS-203

보조-1.1 2.0 CIS-A와 CIS-B 신호 SB-HS-203

회복H.10 16.0 CIS-A와 CIS-B 신호 SB-HS-203

보조-1.2 2.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203

부수-1.1 16.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203

부수-0.1 2.1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203

부수-2.1 13.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203

부수-3.1 2.0 CIS-A와 CIS-B 신호를 RESET SB-HS-203

회복P.10 8.0 CIS-A와 CIS-B를 Reset SB-HS-203

비상-3 9.0 CIS-B 신호 SB-HS-203

부수-0 21.3 CV 살수 신호 SB-HS-204 CTMT SPRAY TRAIN B RESET B-7J-SB-HS-204

회복H.10 18.3 CV 살수 신호 SB-HS-204

비상-1 7.3 CV 살수신호 SB-HS-204

비상-3 26.3 CV 살수신호 SB-HS-204

보조-1.1 11.3 CV 살수신호 SB-HS-204

부수-2.1 8.3 CV 살수신호 SB-HS-204 

부수-3.1 5.3 CV 살수신호 SB-HS-204 

회복H.10 6.2 PZR “저”압력 SI SB-HS-212 PZR PRESS SI TRN B BLK-RESET B-7J-SB-HS-212

회복I.30 13.2 PZR 저압력 SI 신호 SB-HS-212

보조-0.2 9.0 PZR 저압력 SI 신호차단 SB-HS-212

보조-0.2 9.0 주증기관 저압력 SI 신호차단 SB-HS-213 STM     FTY INJ TRN B BLK-RESET B-7J-SB-HS-213

회복H.10 6.2 증기관 “저”압력 SI SB-HS-213

부수-1.1 3.0 SI (RWST로 자동전환) 신호 SB-HS-214 SFTY INJ (RWST) TRAIN B RESET B-7J-SB-HS-214

비상-0 4.2 SI가 동작했는지 확인 SB-HS-214A SI (RWST) TRAIN B TEST B-7J-SB-HS-214A

회복H.10 9.0 SI SB-HS-301 SAFETY INJECTION ACTUATOR S-7J-SB-HS-301

비상-0 4.1 SI를 동작 SB-HS-301

비상-0 6.1 CIS-A SB-HS-302 CIS-A/CPIS ACTUATOR S-7J-SB-HS-302

부수-0.2 8.1 CIS-A SB-HS-302

부수-0 19.1 CIS-A를 수동으로 발생 SB-HS-302

비상-0 14.1 CV 살수 SB-HS-303 CSAS/CIS-B/CPIS ACTUATOR S-7J-SB-HS-303

부수-0 21.1 CV 살수신호 SB-HS-303

비상-0 14.1 CV 살수 SB-HS-304 CSAS/CIS-B/CPIS ACTUATOR S-7J-SB-HS-304

부수-0 21.1 CV 살수신호 SB-HS-304

회복H.10 9.0 SI SB-HS-311 SAFE11 IKCECIIOKI ACTUATOR S-7J-SB-HS-311

비상-0 4.1 SI를 동작 SB-HS-311

비상-0 6.1 CIS-A SB-HS-312 CIS-A/CPIS SYSTEM ACTUATOR S-7J-SB-HS-312

부수-0.2 8.1 CIS-A SB-HS-312

부수-0 19.1 CIS-A를 수동으로 발생 SB-HS-312

비상-0 14.1 CV 살수 SB-HS-313 CSAS/CIS-B/CPIS ACTUATOR S-7J-SB-HS-313

부수-0 21.1 CV 살수신호 SB-HS-313

비상-0 14.1 CV 살수 SB-HS-314 CSAS/CIS-B/CPIS ACTUATOR S-7J-SB-HS-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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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부수-0 21.1 CV 살수신호 SB-HS-314

회복S.20 1.3 핵계측 기록계 SE-HS-1 NUC INSTR SYS RCDR PEN 1 SEL N-7J-SE-HS-1

비상-3 37.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1

보조-1.1 23.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1

보조-1.1 23.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1

보조-1.2 26.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1

부수-0.1 14.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1

부수-2.1 32.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1

부수-3.1 32.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1

부수-3.2 26.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1

부수-3.3 19.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1

보조-0.1 10.3 핵계측 기록계(SE-NR-45)를 SR 검 SE-HS-1

회복S.20 1.3 핵계측 기록계 SE-HS-2 NUC INSTR SYS RCDR PEN 2 SEL N-7J-SE-HS-2

비상-3 37.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2

보조-1.2 26.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2

부수-0.1 14.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2

부수-2.1 32.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2

부수-3.1 32.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2

부수-3.2 26.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2

부수-3.3 19.3 핵계측 기록계(NR-45)를 SR 검출기SE-HS-2

보조-0.1 10.3 핵계측 기록계(SE-NR-45)를 SR 검 SE-HS-2

비상-3 37.2 SR 검출기 SE-NI-31B SOURCE RG 1 COUNT RATE N-7J-SE-NI-31B

부수-0.1 14.2 SR 검출기 SE-NI-31B

부수-3.3 19.2 SR 검출기 SE-NI-31B

회복S.20 1.2 SR 검출기 SE-NI-31B

보조-0.1 10.2 SR 검출기 SE-NI-31B

보조-1.1 23.2 SR 검출기 SE-NI-31B

보조-1.2 26.2 SR 검출기 SE-NI-31B

부수-3.2 26.2 SR 검출기 SE-NI-31B

부수-2.1 32.2 SR 검출기 확인 SE-NI-31B

부수-3.1 32.2 SR 검출기 확인 SE-NI-31B

부수-0 17.0 SR 기동율 SE-NI-31B

회복S.20 2.0 SR 검출기의 기동율 SE-NI-31D SOURCE RG 2 START-UP RATE N-7J-SE-NI-31D

비상-3 37.2 SR 검출기 SE-NI-32B SOURCE RG 2 COUNT RATE N-7J-SE-NI-32B

부수-0.1 14.2 SR 검출기 SE-NI-32B

부수-3.3 19.2 SR 검출기 SE-NI-32B

회복S.20 1.2 SR 검출기 SE-NI-32B

보조-0.1 10.2 SR 검출기 SE-NI-32B

보조-1.1 23.2 SR 검출기 SE-NI-32B

보조-1.2 26.2 SR 검출기 SE-NI-32B

부수-3.2 26.2 SR 검출기 SE-NI-32B

부수-2.1 32.2 SR 검출기 확인 SE-NI-32B

부수-3.1 32.2 SR 검출기 확인 SE-NI-32B

부수-0 17.0 SR 기동율 SE-NI-32B

회복S.20 2.0 SR 검출기의 기동율 SE-NI-32D SOURCE RG 2 START-UP RATE N-7J-SE-NI-32D

회복S.20 1.1 중성자속 SE-NI-35B IMTMD RANGE 1 CURRENT N-7J-SE-NI-35B

보조-0.1 10.1 IR 검출기 SE-NI-35B

부수-0 17.0 IR 기동율 SE-NI-35B

보조-1.1 23.1 IR 중성자속 SE-NI-35B

비상-3 37.1 IR 중성자속 SE-NI-35B

보조-1.2 26.1 IR 중성자속 SE-NI-35B

부수-2.1 32.1 IR 중성자속 점검 SE-NI-35B

부수-3.2 26.1 IR 중성자속 점검 SE-NI-35B

부수-3.3 19.1 IR 중성자속 점검 SE-NI-35B

부수-0.1 14.1 IR 중성자속점검 SE-NI-35B

부수-3.1 32.1 IR 중성자속점검 SE-NI-35B

회복S.20 1.1 중성자속 SE-NI-36B INTMD RANGE 2 COUNT RATE N-7J-SE-NI-36B

보조-0.1 10.1 IR 검출기 SE-NI-36B

부수-0 17.0 IR 기동율 SE-NI-36B

보조-1.1 23.1 IR 중성자속 SE-NI-36B

비상-3 37.1 IR 중성자속 SE-NI-36B

보조-1.2 26.1 IR 중성자속 SE-NI-36B

부수-2.1 32.1 IR 중성자속 점검 SE-NI-36B

부수-3.2 26.1 IR 중성자속 점검 SE-NI-36B

부수-3.3 19.1 IR 중성자속 점검 SE-NI-36B

부수-0.1 14.1 IR 중성자속점검 SE-NI-36B

부수-3.1 32.1 IR 중성자속점검 SE-NI-36B

비상-0 1.0 원자로를 트립 SF-HS-309 1. 스위치번호 재확인요

회복S.10 1.0 트립 스위치 SF-HS-309

부수-0 1.0 트립 스위치 SF-HS-309

비상-0 1.0 원자로를 트립 SF-HS-319 REACTOR TRIP & RESET S-7J-SF-HS-319

회복S.10 1.0 트립 스위치 SF-HS-319

부수-0 1.0 트립 스위치 SF-HS-319

회복C.10 3.4 RCP "B" S-NA-S05-01

회복C.10 3.4 RCP "A" S-NA-S06-01

회복C.10 3.4 RCP "C" S-NA-S07-01

보조-1.1 26.0 건전한 S/G 수위

부수-0.1 16.0 건전한 S/G 수위

부수-0 24.0 붙임-03 (1차 직류전원 차단 부하)

부수-0 24.0 붙임-04 (2차 직류전원 차단 부하)

비상-0 1.0 우회 BKR

비상-0 1.0 제어봉 바닥등

부수-0 1.0 제어봉 바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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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Step No Tag name Tag number Tag name Tag number

LIST-P LIST-I
검토의견

회복S.10 1.0 제어봉 바닥등

비상-1 2.1 주증기관 배수밸브

비상-0 4.1 주증기관 압력

비상-0 6.1 CIS-A

비상-0 6.2 CIS-A 차단밸브

비상-0 4.1 CTMT PRESS HI SI RCT TRIP

비상-0 4.1 CV 압력

회복Z.30 2.1 CV 압력

부수-0 5.1 D/G “A”

부수-0 5.1 D/G “B”

부수-0 1.0 IR 중성자속 

비상-0 1.0 IR  중성자속

회복S.10 1.0 IR  중성자속

비상-1 2.1 MFCV

비상-1 2.1 MFCV 우회밸브

비상-1 2.1 MFIV

비상-1 2.1 MSIV 및 MSIV 우회밸브

비상-0 4.1 PRZR PRESS LOW SFTY INJECT

보조-1.1 26.0 PZR 수위

부수-0.1 16.0 PZR 수위

비상-0 4.1 PZR 압력

보조-1.1 26.0 PZR 압력

부수-0.1 16.0 RCS 압력

보조-1.1 26.0 RCS 온도

부수-0.1 16.0 RCS 온도

보조-0.1 2.1 RCS 평균온도

비상-0 1.0 Rx TRIP BKR

회복S.10 1.0 Rx TRIP BKR 및 우회 BKR

부수-0 1.0 Rx TRIP BKR 및 우회 BKR 

비상-3 2.0 S/G "A"

비상-3 2.0 S/G "B"

비상-3 2.0 S/G "C"

부수-1.1 6.2 S/G B/D

보조-3.1 5.3 S/G B/D 

보조-3.2 5.2 S/G B/D 

보조-3.3 5.2 S/G B/D 

보조-3.3 15.3 S/G B/D 

부수-1.1 30.2 S/G B/D 

부수-1.1 31.1 S/G B/D 

부수-1.1 34.2 S/G B/D 

부수-1.1 36.2 S/G B/D 

부수-3.1 11.3 S/G B/D 

부수-3.2 6.3 S/G B/D 

부수-3.3 32.3 S/G B/D 

보조-3.2 15.3 S/G B/D  

비상-3 14.2 S/G B/D 계통

회복C.20 9.2 S/G B/D 계통

회복C.20 13.2 S/G B/D 계통

회복H.10 6.3 S/G B/D 계통

부수-3.3 24.2 S/G B/D 계통 사용

비상-0 4.1 ST LN LO PRESS STM LN ISO /SI /RCT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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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MCR MMI 합성 평가결과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경보창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경보창-밝기, 색상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글자크기

6.3.3.1
6.3.3.3
6.3.3.5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글자색상 6.5.1.6 사용된 색상의 수가 11을 넘지 말 것
색 의미에 부합되게 사용

용어/약어 6.3.3.4
6.5.1.4 표 이나 례화된 용어나 약어 사용

경보창 
배열 6.3.3.3 기능이나 시스템에 의하여 grouping

경보창
위치

6.3.1.3
6.3.3.1 연 된 조종장치나 표시장치 쪽에 치

경보창
간격/크기

6.3.3.3
6.3.3.5

경보창
밝기

6.3.1.5
6.3.3.2
6.5.3.3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경보창을 밝혀주는 전구의 밝기 차이로 인해 인접해 있는 경보창이 켜진것인지 

꺼진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음

2. 경보창내의 타일간의 대비가 너무 적어 켜진것과 꺼진것의 구분이 미비

3. 타일의 밝기가 균일하지 않음- 반쪽만 들어온 것(관리문제), 절반씩 밝기가 다

른 것 등 - 확인요

4. 글자 색상의 consistency를 유지

5. 경보창과 Status Light Box를 구분하면 좋겠음, 예를 들어 테두리 색 변경 

6. 조명에 의해서 경보창의 밝기가 틀림 (환경평가에서 재검토)

7. 자색상 : JP004B의 경우 자가 지워져 가독성이 결여된 tile이 존재하고, 자

가 완 히 검정색이 아니어서 시인성 결여된 tile 존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램프교체 및 글자 색상 consistency 유지 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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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경보창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경보창-글자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글자크기

6.3.3.1
6.3.3.3
6.3.3.5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글자색상 6.5.1.6 사용된 색상의 수가 11을 넘지 말 것
색 의미에 부합되게 사용

용어/약어 6.3.3.4
6.5.1.4 표 이나 례화된 용어나 약어 사용

경보창 
배열 6.3.3.3 기능이나 시스템에 의하여 grouping

경보창
위치

6.3.1.3
6.3.3.1 연 된 조종장치나 표시장치 쪽에 치

경보창
간격/크기

6.3.3.3
6.3.3.5

경보창
밝기

6.3.1.5
6.3.3.2
6.5.3.3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글자 크기의 consistency를 유지(font type, stroke width, ratio letter width to 

height)

   - 글자크기, 글자체, 글자음영(진하기)에서 일관성이 부족함.

   - 여백에 비해서 글자의 크기가 작아서 자간이 넓어서 이해하기 힘듦.

   - TILE 의 공간 충분한데도 3줄 또는 4줄에 걸쳐  표기된 것 있음

2. 문자 획폭비, 문자 종횡비, 숫자 종횡비 문자높이 기준에 부적합하여 운전원의 

위치에서  읽기에는 부적합, 특히 추가되는 문자, 숫자의 체, 폰트가 다양함

3. 글자체 불일치 예) 안전설비제어반의 RK-UA-902

4. 글자크기 문제, Font 일관성 문제 : 줄 간격을 줄이고 글자크기를 키우기

5. 글자 색상의 consistency를 유지

6. 글자색상 : JP004B의 경우 글자가 지워져 가독성이 결여된 tile이 존재하고, 글

자가 완전히 검정색이 아니어서 시인성 결여된 tile 존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글자크기 문제, Font 일관성 문제 : 줄 간격을 줄이고 글자크기를 키우기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 - JP007B 4x3 : 셋째 줄(TD AFWP STM SPLY VV)을 두 줄로 표시하고 큰 글
자로 사용함이 바람직함

   - JP007A 4,5x2,3 : 글자 크기가 다른 창보다 큼. 이 크기가 더 잘 보임.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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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경보창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경보창-용어 및 약어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글자크기

6.3.3.1
6.3.3.3
6.3.3.5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글자색상 6.5.1.6 사용된 색상의 수가 11을 넘지 말 것
색 의미에 부합되게 사용

용어/약어 6.3.3.4
6.5.1.4 표 이나 례화된 용어나 약어 사용

경보창 
배열 6.3.3.3 기능이나 시스템에 의하여 grouping

경보창
위치

6.3.1.3
6.3.3.1 연 된 조종장치나 표시장치 쪽에 치

경보창
간격/크기

6.3.3.3
6.3.3.5

경보창
밝기

6.3.1.5
6.3.3.2
6.5.3.3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TRN, TRAIN, Hi/LO, HiGH-LOW와 HI/LO 등 용어 및 약어의 혼용

2. 이중 경보창 사용 예) 안전설비제어반의 RK-UA-901: 50개의 타일중 9개 사용, 

HIGH/LOW, TROU/DISA

3. status light 중에 증기발생기를 STG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 일반 제어기 및 지

시계는 STEAM GENERATOR 등 표기 방식이 매우 다양함(Steam GEN, STM. 

GEN., STM Generator 등)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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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경보창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경보창-배치, 그룹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글자크기

6.3.3.1
6.3.3.3
6.3.3.5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글자색상 6.5.1.6 사용된 색상의 수가 11을 넘지 말 것
색 의미에 부합되게 사용

용어/약어 6.3.3.4
6.5.1.4 표 이나 례화된 용어나 약어 사용

경보창 
배열 6.3.3.3 기능이나 시스템에 의하여 grouping

경보창
위치

6.3.1.3
6.3.3.1 연 된 조종장치나 표시장치 쪽에 치

경보창
간격/크기

6.3.3.3
6.3.3.5

경보창
밝기

6.3.1.5
6.3.3.2
6.5.3.3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JP0013, JP0014에 있는 경보창이 허리 높이 이하에 있는 것이 있다. 자주 사

용되지 않더라도, 확인에 불편함이 있으며, 확인의 정확성을 떨어뜨리 요소가 

충분히 있다.

2. Annunciator panel에 있는 visual tile을 위해 pattern recognition을 적절히 설계 

(Matrix 당 최대 50개, 논리적 그룹화) :예, JP015B

   - 경보창 배열 : 경보창별로 중요도에 따른 color coding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3. 경보창에 운전 normal상태일대 점등되는 상태창에 ●(파란)●(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색에 coding의 의미없이 사용중). 운전원이 각각 확인하

여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는 불편을 없애고 운전원의 임의적인 color coding의 

문제를 없애도록 해당 경보창의 색을 교체한다. 일반적으로 white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color coding에 중복된 의미의 사용이 없도록 한다. 

4. 발전소의 Normal 상태일 경우 : status 상태등은 파란색 스티커로 표시

5. 경보창과 Status Light Bx를 구분하면 좋겠음, 예를 들어 테두리 색 변경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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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경보창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경보창-legend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글자크기

6.3.3.1
6.3.3.3
6.3.3.5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글자색상 6.5.1.6 사용된 색상의 수가 11을 넘지 말 것
색 의미에 부합되게 사용

용어/약어 6.3.3.4
6.5.1.4 표 이나 례화된 용어나 약어 사용

경보창 
배열 6.3.3.3 기능이나 시스템에 의하여 grouping

경보창
위치

6.3.1.3
6.3.3.1 연 된 조종장치나 표시장치 쪽에 치

경보창
간격/크기

6.3.3.3
6.3.3.5

경보창
밝기

6.3.1.5
6.3.3.2
6.5.3.3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전체 36개의 경보창중 약 31개의 창이 50개 Matrix로 구성되어있음(5×10,

10×5), JP014의 RK-UA-932는 10×10으로 과다배치되었음, 방화방사능검사패

널

2. Annunciator panel의 수직, 수평축이 문자와 숫자로 label화 되어야 함 : 일관성 

유지, N-7J-RL-QL-003W는 없음

   - 경보창 배열 번호가 가로-세로 동일하여 인지 불편(가로 1,2,3..., 세로 

0,1,2,...)하므로 경보창 배열 번호를 영문-숫자로 표기(타발전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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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경보창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경보창-기타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JP006 

N-7J-RL-QL-4B

JP006 

N-7J-RL-QL-3H

JP006C 

RK-UA-911

글자크기

6.3.3.1
6.3.3.3
6.3.3.5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글자색상 6.5.1.6 사용된 색상의 수가 11을 넘지 말 것
색 의미에 부합되게 사용

용어/약어 6.3.3.4
6.5.1.4 표 이나 례화된 용어나 약어 사용

경보창 
배열 6.3.3.3 기능이나 시스템에 의하여 grouping

경보창
위치

6.3.1.3
6.3.3.1 연 된 조종장치나 표시장치 쪽에 치

경보창
간격/크기

6.3.3.3
6.3.3.5

경보창
밝기

6.3.1.5
6.3.3.2
6.5.3.3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PRZR CH A PRESS HI P11"에서 P11 로 ENGRAVING 요함 -> 유성펜으로 

표시 추가됨

2. LO POWER PERMISSIVE(P7)-> P7 (∵ P7과 “ P7 ”을 오판할 수 있음)

   - TURB STM PRESS LO PERMISSIVE(P13) -> P13 (∵ P8과 “ P8 ”을 오판

할 수 있음)

   - LO POWER PERMISSIVE(P8) -> P8 (∵ P13과 “ P13 ”을 오판할 수 있음)

3. 경보의 DESCRIPTION 으로 경보의 의미 파악이  안됨

   - "SR RMSP NON-OPERATE" 

   - "WR RMSP NON-OPERATE"

   - “SRC RANGE HI SHUTDOWN FLX ALM NOT BLK ” 

   경보의 DESCRIPTION 으로 경보의 의미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수정요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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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Pushbutton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und Pushbuttons-배치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3.2

덮개 6.4.1.2

피드백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상  controller가 해당 button을 가려 tag name을 읽을 수가 없음 : , 

A-7J-SB-HS-114A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8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Pushbutton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und Pushbuttons-글자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3.2

덮개 6.4.1.2

피드백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TAG 의 DESCRIPTION 만 보고도 해당 스위치의 기능이 이해가되도록 수정요구

됨

2. 사진 1의 “TEST / LP " 는 ”TEST LAMP"의 의미이며 TEST와 LP 의 위치가 있

는 것이 아니며 본 버튼은 LAMP TEST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램프가 

마치 SI TEST 또는 LAMP TEST를 위한 스위치로 판단이 가능함

3. 사진 2 본 LAMP 가 들어올 때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요(A/B 

TRAIN 동일 사항)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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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Pushbutton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und Pushbuttons-덮개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3.2

덮개 6.4.1.2

피드백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덮개 문제 : button이나 방어구조물에 의해 명 이 가림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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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Pushbutton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und Pushbuttons-

  control 및 feedback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3.2

덮개 6.4.1.2

피드백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pushbutton return 문제 : 기기 정기 검  검교정시 검 필요

2. 사진 3의 푸쉬버튼의 깊이가 너무 깊음 예), AUX FP TBN TRIP 버튼

3. 푸쉬버튼은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홈 필요 - 예) 안전설비 제어반의 푸쉬버튼

에는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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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Pushbutton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und Pushbuttons-

  용어 및 약어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B-7J-SB-HS-214A

2

3

4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3.2

덮개 6.4.1.2

피드백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B-7J-SB-HS-214A : SI RWST TRAIN B TEST를 위한 푸시버튼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큼,  보완 교체 필요함,  더불어 안전설비 제어반에도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같이 보완 교체해야 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12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Pushbutton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Legend Pushbuttons 

-밝기,색상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2.2
6.4.3.3

버튼
배열 방식 6.4.3.3

표시 자체,
자크기, 
배열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덮개 6.4.1.2

표시등 6.5.3.2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button의 자색 일 성 유지 : , N-7J-CC-AI-029B(generator condition monitor)

의 자색이 흰색이라 독이 어려움

2. close의 light 색깔이 빨강과 주황이 혼용되고 있음

3. 녹색 및 주황색 바탕에 흰색글자 및 lamp 로 인하여 Generator Condition 

Monitor의 button 글자가 잘보이지 않는다.

4. Stop과 OFF의 등의 색채가 다른 경우가 있음(Stop:노란색, OFF:주황색)

5. 상태등 기능이 있는 legend pushbutton은 panel의 위치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

임

6. 위치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노란색은 detection하기 힘들어 보일 정

도로 희미하게 보임.

7. 2번 사진 (STATUS LIGHT) CLOSED LAMP 주황색 -> CLOSE 는 녹색등이어

야 함, JP008 N-7J-BM-ZL-40

8. 3번 사진 OFF LAMP 주황색 -> OFF 는 녹색등이어야 함, P008 

N-7J-FC-ZL-52, N-7J-FC-ZL-19, N-7J-FC-ZL-23

9. 4번 사진 기존의 다른 legend pushbutton과 달리, 버튼의 background를 검은

색으로 하여 글자가 램프의 빛으로 밝게 되도록 되어 있는 coding으로 버튼의 

name을 알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detection 자체도 힘듦. 

예),N-7J-AF-HS-375, N-7J-DA-HS-62, N-7J-DA-HS-65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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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Pushbutton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Legend Pushbuttons -덮개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2.2
6.4.3.3

버튼
배열 방식 6.4.3.3

표시 자체,
자크기, 
배열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덮개 6.4.1.2

표시등 6.5.3.2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덮개 문제 : button이나 방어구조물에 의해 명판이 가림

   - 덮개 위의 글자 및 glare로 인하여 button의 상태파악이 곤란함

   - 덮개의 문구와 조명에 의한 버튼 및 덮개의 반사광 발생으로 버튼의 name을 

읽기 힘듦.

   - 세번확인한번조작 덮개 글씨가 커서 내부내용이 잘 안보임 (HEATER Drain 

PumpB, J-7J-AF-HS-20)

   - 안전덮개 glare가 심함, 안전덮개 상의 경고글씨가 내용물의 가시성을 방해하

고 있음

   - 조명의 간접조명장치(날개의 깊이를 좀더 깊게 할 것) 개선으로 glare 방지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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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Pushbutton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Legend Pushbuttons -글자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2.2
6.4.3.3

버튼
배열 방식 6.4.3.3

표시 자체,
자크기, 
배열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덮개 6.4.1.2

표시등 6.5.3.2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안전설비 제어반의 FLOOD ALARM TRAIN(A-7J-LI-UA-948)의 경우 글자가 부

담스럽게 채워져 있고, 가독성이 떨어짐

2. 글자크기 범위내에서 최대한 식별용이하게 크기 조절 (ex. LP FW HEATER 2A 

CSCD DRN Valve N-7J-AF-HS-I75)

3. 새로 추가하는 경우 종이에 name을 적어 끼워 넣는 경우, 램프의 불빛이 종이 

때문에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음.

4. 3번 사진 TURNING GEAR 모터의 운전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ON/OFF” 가 

아니고  “ START /STOP"으로 수정 요구됨, P008 N-7J-FC-ZL-52,

N-7J-FC-ZL-19, N-7J-FC-ZL-23

5. 4번 사진 TAG 의 글씨가 가려서 안보임, 예) JP004 A-7J-EG-HS-341

6. 2번 사진 N-7J-가-HS-815에서 'SIL'이 표시되어있지 않다. 운전원 확인 결과 

지워진 경우이므로 보수하여 글씨를 표시한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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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Pushbutton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Legend Pushbuttons -기타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2.2
6.4.3.3

버튼
배열 방식 6.4.3.3

표시 자체,
자크기, 
배열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덮개 6.4.1.2

표시등 6.5.3.2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지시등과 pushbutton 구별 모호
2. 터빈설비의 LP FW HEATER 2A(CSCD DRN Valve), 2B, 2C Push button의 

Low load 및 High load가 다른 button 과 형태가 다름, 검정색 바탕에 빨간색 
legend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램프에 불이 들어 왔는지 아닌지 구분이 어
려움

3. Push button의 우측에 따로 부착한 빨강, 파랑 스티커는 정상운전상태에서의 
button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계기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4. S/G EXERCISE button은 현재의 기능이 없어졌으므로 MCB에서 없애야 함
5. 버튼 외부 보드의 고정나사가 너무 크고 눈에 부각됨(전력설비계통)
6. 4번사진
   - Annunciator의 경우, 가독성이 떨어짐, 예를 들어 버튼의 색상을 다르게 하였

으면 함
   - 공기조화설비(N-7J-ZJ-P013)의 Annunciator(N-7J-RK-HS-807)의 위치가 

낮음
   - 각 panel의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지 못하고 있어 보

임.
   -대부분 panel의 상단에 위치해 있는 annunciator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이 위치

해 있고, 공기조화설비 panel의 annunciator는 무릎높이의 하단에 설치되어 있
었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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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J-Handles- feeback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선택 치 
개수 6.4.4.2

선택 치 
표시모양 6.4.4.2

크기 6.4.4.2 길이 : 최소 3.75
간격 : 최소 1.0

선택 치 
간격

6.5.1.2
6.4.4.2

조작하는데 
드는 힘

표시등 
색상

6.5.1.6
6.5.3.2

표시등 
치 6.5.3.2

표시등 
갯수 6.5.3.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스 치의 스 링 강도가 강해서 조작시 손에 무리를  : N-5J-KC-HS-902A
2. 조작 후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태등과 같은 방법으로 

피드백을 주도록 함 : , 고리 2호기 참고

3. feedback 제시와 제시방법: 조작 후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feedback과 조작 

상태에 대한 feedback중에서 하나의 경우만 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제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feedback의 제시 방법으로 선택등(램프)를 사용

하였지만, 선택등이 없는 경우도 많음.

4. spring return type이라는 표시가 없음: controller의 모양에 별 의미가 없으므로, 

spring return type의 controller를 한 가지 유형을 사용해서 모양에서 spring 

return type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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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J-Handles- position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선택 치 
개수 6.4.4.2

선택 치 
표시모양 6.4.4.2

크기 6.4.4.2 길이 : 최소 3.75
간격 : 최소 1.0

선택 치 
간격

6.5.1.2
6.4.4.2

조작하는데 
드는 힘

표시등 
색상

6.5.1.6
6.5.3.2

표시등 
치 6.5.3.2

표시등 
갯수 6.5.3.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position문제 3개의 position이 있으나 tag는 2개 뿐임-> return type에서 normal 표

시 없음

2. Position의 정확한 위치 표시가 필요함 또한 손잡이 모양이 쥐고 조작하기엔 너

무 작아 개선이 필요함

3. controller의 손잡이 부분으로 선택 position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음.

4. panel의 기울어짐에 따라 선택 position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음.

5. 선택 position의 간격이 좁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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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J-Handles- tag name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선택 치 
개수 6.4.4.2

선택 치 
표시모양 6.4.4.2

크기 6.4.4.2 길이 : 최소 3.75
간격 : 최소 1.0

선택 치 
간격

6.5.1.2
6.4.4.2

조작하는데 
드는 힘

표시등 
색상

6.5.1.6
6.5.3.2

표시등 
치 6.5.3.2

표시등 
갯수 6.5.3.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상위 controller가 해당 button을 가려 tag name을 읽을 수가 없음

2. tag description 일관성 재검토 : S-7J-SA-HS-215(TD AUX FW SYS 

ACTUATION)가 ACTUATION과 ACTUATOR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음, 통일 요

   - S-7J-SA-HS-317  : AUX FEED WATER SYSTEM ACTR (MD)

   - S-7J-SA-HS-307  : MD AUX FW SYS ACTUATOR

   - S-7J-SA-HS-115  : TD AUX FW SYS ACTUATOR

   - S-7J-SA-HS-215  : TD AUX FW SYS ACTUATION

3. TAG DESCRIPTION 오타 : B-7J-SA-HS-216  : TO AUX FW SYS TRAIN B 

RESET    -> TO 오타 TD

4. 선택위치에 관한 포인터(위치점) 표기가 필요/선택 위치 문구가 선명하지 않고 

일부는 지워져 있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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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J-Handles- 조작방향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선택 치 
개수 6.4.4.2

선택 치 
표시모양 6.4.4.2

크기 6.4.4.2 길이 : 최소 3.75
간격 : 최소 1.0

선택 치 
간격

6.5.1.2
6.4.4.2

조작하는데 
드는 힘

표시등 
색상

6.5.1.6
6.5.3.2

표시등 
치 6.5.3.2

표시등 
갯수 6.5.3.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원자로 trip 스위치는 12시를 기준으로 Trip Position이 왼쪽에 있어 다른 핸들과 

일관성이 결여됨

2. J-handle 조작시 방향선택 모호 (Disel Gen MAN Volt regulator, 

A-7J-PE-HS-I05 등)

3. J-handle 위에 선택방향 표시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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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J-Handles- 상태등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선택 치 
개수 6.4.4.2

선택 치 
표시모양 6.4.4.2

크기 6.4.4.2 길이 : 최소 3.75
간격 : 최소 1.0

선택 치 
간격

6.5.1.2
6.4.4.2

조작하는데 
드는 힘

표시등 
색상

6.5.1.6
6.5.3.2

표시등 
치 6.5.3.2

표시등 
갯수 6.5.3.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J Handle의 상태등 문제 : 램프의 형식이 상이, 상태를 알수 없는 램프의 밝기 

예, N-7J-CF-HS-30, 34, 38

2. Auto(green) 경우 녹색램프재질의 불투명으로 on/off 여부 인지 어려움 

(N-7J-CF-HS-30 등)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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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Key-Operated Control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선택 치 
개수 6.4.4.2

선택 치 
표시모양 6.4.4.2

크기 6.4.4.2 길이 : 최소 3.75
간격 : 최소 1.0

선택 치 
간격

6.5.1.2
6.4.4.2

조작하는데 
드는 힘

표시등 
색상

6.5.1.6
6.5.3.2

표시등 
치 6.5.3.2

표시등 
갯수 6.5.3.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position 결정문제 ; 키 삽입위치가 수직이 되어야 함(기준 NUREG-0700)

   - Lock의 위치는 12시 방향이어야 함

2. 열쇠보관방법 및 관리 미흡, 예를 들어 JP002에는 열쇠조작 스위치가 3군데이

나 하나의 열쇠로 모두 조작이 가능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이 한곳에 항시 

꽂아둠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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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Continuous Adjustment Controls

- scale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다이얼 
지침표시

6.4.4.4
6.5.2.2
6.5.2.4

다이얼 
범

6.4.1.1
6.5.1.2
6.5.1.5

다이얼 
단

6.5.1.4
6.5.1.2
6.5.1.5

다이얼 
형태

6.4.2.2
6.4.4.4

다이얼의 
조작방향 6.4.2.1 조작방향 스테 오타입에 부합되게 이동

다이얼의 
치

6.4.1.2
6.4.2.2 비의도  행 로 조작되지 않도록 함

다이얼의 
크기

6.4.2.2
6.4.4.4

다이얼의 
색 6.4.2.2

조작하는데 
드는 힘 6.4.4.4 4.5에서 6.0 인치/온스의 범 에 있어야 함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다이얼 스위치의 크기와 스위치의 숫자 값이 너무 작음

   - N-7J-BG-HC-137은 위치상(벤치보드의 상단쪽) scale의 눈금을 읽기가 힘들

다.

   - N-7J-BB-HS-1의 scale의 글씨가 작아 확인 힘들다. 좌측하단 그림 유형의 

제어기는 모두 scale값을 확인하기 힘들다.

2. scale의 크기를 늘릴 수 없으면, 다른 제어기류를 선택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3. 지시계 눈금의 값이 20. 40, 60과 같이 권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가함 : 선형

눈금은 1,2,5,10단위사용을 권장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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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Continuous Adjustment Controls

- tag/평판/labe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다이얼 
지침표시

6.4.4.4
6.5.2.2
6.5.2.4

다이얼 
범

6.4.1.1
6.5.1.2
6.5.1.5

다이얼 
단

6.5.1.4
6.5.1.2
6.5.1.5

다이얼 
형태

6.4.2.2
6.4.4.4

다이얼의 
조작방향 6.4.2.1 조작방향 스테 오타입에 부합되게 이동

다이얼의 
치

6.4.1.2
6.4.2.2 비의도  행 로 조작되지 않도록 함

다이얼의 
크기

6.4.2.2
6.4.4.4

다이얼의 
색 6.4.2.2

조작하는데 
드는 힘 6.4.4.4 4.5에서 6.0 인치/온스의 범 에 있어야 함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명판이름이 제어기에 중복 표기되어 운전원에게 처리 정보량만 늘여주고 있다. 

제어기의 쓰여진 이름(CLOSE,OPEN 제외)을 검은색으로 칠한다.

2. 노후되어 RHR~, open, close 글자의 일부가 지워져 있으므로 교체가 필요하고 

업체명“hagan"이 오히려 선명함

3. 다이얼의 조작방향(시계, 반시계방향)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label이 없음

4. 밸브의 "OPEN"은 BTRS DEMI FLOW를 BYPASS 시키고 “CLOSE”는 BTRS 

DEMI FLOW를 통과시키는 것이므로 “OPEN/CLOSE" 표현과 밸브가 상반됨

5. TAG 에는 “BTRS DEMI FLOW CONTROL VV" 이며 제어기에는 “ BTRS 

BYPASS VLV" 로 표시되어 오조작 우려가 있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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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Continuous Adjustment Controls

- knob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다이얼 
지침표시

6.4.4.4
6.5.2.2
6.5.2.4

다이얼 
범

6.4.1.1
6.5.1.2
6.5.1.5

다이얼 
단

6.5.1.4
6.5.1.2
6.5.1.5

다이얼 
형태

6.4.2.2
6.4.4.4

다이얼의 
조작방향 6.4.2.1 조작방향 스테 오타입에 부합되게 이동

다이얼의 
치

6.4.1.2
6.4.2.2 비의도  행 로 조작되지 않도록 함

다이얼의 
크기

6.4.2.2
6.4.4.4

다이얼의 
색 6.4.2.2

조작하는데 
드는 힘 6.4.4.4 4.5에서 6.0 인치/온스의 범 에 있어야 함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노브의 표면이 매끄러운데 세로홈을 지닌 형태라면 조작시 조작의 효율 및 조작

오류를 줄일수 있을 것임

2. 다이얼제어기의 손잡이 크기가 작아 조작하는데 불편할 것으로 예측되며 운전원

의 손관련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다이얼의 노브크기 개선

3. 다이얼 스위치의 크기가 너무 작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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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Continuous Adjustment Controls

- 조작방향, 조작성, 덮개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다이얼 
지침표시

6.4.4.4
6.5.2.2
6.5.2.4

다이얼 
범

6.4.1.1
6.5.1.2
6.5.1.5

다이얼 
단

6.5.1.4
6.5.1.2
6.5.1.5

다이얼 
형태

6.4.2.2
6.4.4.4

다이얼의 
조작방향 6.4.2.1 조작방향 스테 오타입에 부합되게 이동

다이얼의 
치

6.4.1.2
6.4.2.2 비의도  행 로 조작되지 않도록 함

다이얼의 
크기

6.4.2.2
6.4.4.4

다이얼의 
색 6.4.2.2

조작하는데 
드는 힘 6.4.4.4 4.5에서 6.0 인치/온스의 범 에 있어야 함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시계방향은 증가인데 시계방향으로 조작 시 OPEN 값을 증가하는지 CLOSE 값
을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판단이 어려움, 표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침이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OPEN에 근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 
다이얼은 시계반대방향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작방향의 양립성에 
위배됨 

2. 다이얼에 의해 다이얼 수치 값이 가리어짐
3. 다이얼 다이얼의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다이얼제어기와 표시기의 C/R 비를 고려하여 민감도 조정필요
4. 전체적으로 다이얼의 민감도(너무 쉽게 도는 경향)로 인해서 사용상 주의가 필

요하다.
5. rotary controller을 조작할수 없을 정도의 덮개 존재, 예, A-7J-GT-UI-3, 

B-7J-GT-UI-3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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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tary Selector Controls-

position 문제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선택 치

표시
6.4.4.5

선택 치 

개수
6.4.4.5

손잡이

모양
6.4.2.2

선택 치

간격
6.4.4.5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position 결정문제 : 많은 position 존재, tag가 없는 기기 존재 , , 

N-7J-MB-HS-804(REGULATOR CONT SWITCH)

2. position 결정문제 : 같은 유형의 기기가 서로 position 수가 다르고 tag가 없음(혼

동의 가능성) : , B-7J-PG-HS-205(480V LC SO3 VOLT/GROUND DET)

3. position 문제 : tag에 없는 치에 스 치의 포지션이 있음, , 

N-7J-BB-TS-408(RCS LOOP AVG TEMP MID BYPASS), 표준위치(normal)에 대

한 tag가 필요함

4. position tag 일 성 문제 : 스 치의 포지션이 3개인데 평행을 tag가 붙어있음. 

, B-7J-GT-UT-3(H2 ANALYZER SUB-PANEL TR B, A)

5. 표 치(normal)에 한 tag가 필요함

6. 상태확인  position 치 불분명 : , A-7J-GT-UT-I(H2 ANALYZER 

SUB-PANEL TR A)

7. control 형식은 같은나 다변수 position 존재 : 기기교체  tag 부착, , 

B-7J-BB-HS-409(AT BYPASS TEMPERATURE)

8. 조작 위치를 표시하는 POINTER(위치점)을 추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조작해

야 하는 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조작이 효율적으로 행해짐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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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tary Selector Controls-

control 문제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선택 치

표시
6.4.4.5

선택 치 

개수
6.4.4.5

손잡이

모양
6.4.2.2

선택 치

간격
6.4.4.5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STOP', 'START' 표시의 중간위치를 knob이 지시하고 있음. stop, start에 대한 
indication 유무 확인필요(JP015B GT-HS-307,407)

2. SBD와 AUTO 사이에 간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위치의 간격이 졸음/제어기가 선택
위치를 표시하는 “SBA"를 가림

3. 조작 후 상태 정보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태등이 필요함
4. (Bypass temperature N-7J-BB-HS-409) LABEL LP1 LP2 가 이중으로 부착되

어 LP1, P2 선택시 선택오류 발생할 수 있음
5. 디젤발전기 Auto/Man 선택스위치(전력설비제어반)에서 Auto와 Man 선택 후의 

확인 방법이 없음
평상시에는 Auto로 되어 있고, 운전시에 많이 사용되는 기기가 아님(현장)
부속기기를 제어해보고 manual로 조작이 되지 않으면 현재 Auto 상태에 있다
고 판단한다고 함, 따라서 수동으로 조작하고 싶으면 manual로 한번 돌린 후
에 조작하면 됨

6. 전력설비제어반에서 동일한 기능의 S/W인데 모양이 다른 경우가 있음
7. 전력설비 480V LC S03 volt/Ground Det Select S/W는 Low를 제외한 나머지 
position의 표시가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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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tary Selector Control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선택 치

표시
6.4.4.5

선택 치 

개수
6.4.4.5

손잡이

모양
6.4.2.2

선택 치

간격
6.4.4.5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조작 위치 문제 : 제어기의 조작위치가 너무 높아 조적의 불편 및 현재 position

의 확인 불가능

    - 핵계측설비제어반의 Nuclear Instrumentation Protection Channel IV의 가장 

위쪽의 Selector 스위치는 위치가 너무 높아 position의 위치도 파악이 어렵고, 

Selection 위치도 의자를 밟고 올라가야 확인이 가능할 정도임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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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tary Selector Controls

tag, label문제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선택 치

표시
6.4.4.5

선택 치 

개수
6.4.4.5

손잡이

모양
6.4.2.2

선택 치

간격
6.4.4.5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Pressurizer Level N-7J-BR-LS-459Y: 선택위치 label이 손잡이에 가려서 보이

지 않음. 선택위치에 관한  LABEL를 가리고 있음

2. tag 문제 : controller의 모양의 depth가 깊어 tag의 식별이 어려움 

3. 선택위치 표시 글자가 옆으로 표시됨(JP002 N-7J-SE-HS-1, JP002 

N-7J-SE-HS-2)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Label을 암기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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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tary Selector Controls

조작성 문제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선택 치

표시
6.4.4.5

선택 치 

개수
6.4.4.5

손잡이

모양
6.4.2.2

선택 치

간격
6.4.4.5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조작성 문제 : controller의 모양이 손에 무리들 주고 조작의 많은 힘이 필요

2. 손잡이 모양 변경이 필요함

3. 설치위치가 낮아있어 제어하기 힘듬(JP002 N-7J-SE-HS-1, JP002 

N-7J-SE-HS-2)

3.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rotary controller의 shape coding: controller의 모양은 별 의미가 없음. 그러므로 

손 조작의 불편을 주는 controller는 손 조작이 편한 controller로 바꿔야 함. 특

히, 이 rotary selector controller는 손 조작의 불편함을 주는 대표적인 

controller라고 생각함.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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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otary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tary Selector Controls

position, 기타 문제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선택 치

표시
6.4.4.5

선택 치 

개수
6.4.4.5

손잡이

모양
6.4.2.2

선택 치

간격
6.4.4.5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선택형 제어기이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range는 최대 360도, 좌우 45도까지 활

용할 수 있음에도 선택 위치간격이 45도보다 작음    

2. 안전설비 제어반의 Steam Line ST TRN A BLK-RESET, A-7J-5B-HS-113_와 

같이, 조작후 리턴 SW인 경우 조작후 표시 등과 같은 feedback이 필요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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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Other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cker Switche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방향 6.4.5.4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되어야함

항 6.4.5.4

부주의

작동시
6.4.5.4

작동표시 6.4.5.4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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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Other Control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Toggle Switche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치표시

자크기

6.4.5.3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손잡이

크기
6.4.5.3

길이:최소0.5,최 2.0

끝 직경:최소 .125,최 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tag의 표시문제 : 현재 ESP 포지선의 tag는 ASP 또는 RSP로 수정 필요. 원격

정지제어반 및 기타제어반 통일요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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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눈금간격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눈금간격의 증가치가 매우 다양한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경우가 빈번히 관

측됨

1.5씩 증가, 500씩 증가, 0.5씩 증가, 25씩 증가, 200씩 증가, 50씩 증가(10, 

60, 110...), 20씩 증가(10, 30, 50...)

5배수(0.5, 5, 50, 500)씩 증가하면서 주눈금의 간격이 10인 경우에는 한 번

에 눈금을 읽기가 불편하여 바람직하지 못함

권장하는 단위 증가값: 1,2,5,10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 오판독 가능 예)
N-7J-AE-PI-508 ( SCALE : 15/35/55/75/95/105)

N-7J-MA-JI-1   ( SCALE : -850/ -425/ 0 / +425/ +850)

N-7J-AF-LI-55  ( SCALE : -65/ -40/ -15/ 0 / 10/ 35/ 60/ 85)

N-7J-AF-FI-3 (SCALE : 0/700/1400/2100/2800

- JP007 STEAM GEN2 FW PRESS (A-7J-AE-PI-151, B-7J-AE-PI-251, 

C-7J-AE-PI-351)

- JP006 N-7J-HG-FI-38/43 (RDS RCDT HX INL/RECIR FLOW)

- JP004 GT-PI-054, 055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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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단위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output scale에 표시되어 있는 글자(output)는 아래 그림 중 앞의 것과 같이 표

시 되어있다. 그러면, 아래의 둘 중에서 가독성면(인지시간과 오류발생 등)에서 

어느 것이 좋은가? 

(NUREG-0700 Rev.2에서는 아래와 같은 글씨 표기방식에 대한 내용은 확인 안

됨). 

혹은, scale옆 숫자 아래에 단위를 표기하는 등의 차후 제어기 선택시 guideline

을 제공한다. 

2. pressurizer pressure n-7j-bb-pi-455~457 : 단위 표기 세로방향 대신 가로방

향으로 정정

3. 단위 표시위치의 일관성이 없음: 

예) B-7J-AB-PI-474(오른쪽 단위표시)와 A-7J-AE-PI-151(왼쪽 단위표시)

4. 시계에 기록된 수치는 log scale이 아닌데, 눈금간격의 표기를 마치 log-scale

인 것처럼 되어 있는 지시계가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5. 급수설비제어반 SG Flash TK STM our Flow의 단위가 ×103kg/hr로 되어 있는

데 이는 ton을 나타내므로 단위를 차라리 ton으로 바꾸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

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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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color coding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운전원이 안전한 범위에 green, 경고 범위에 yellow, alarm 범위(법적규제치)에 

red를 사용하고 있는 원전내 다른 color coding과 한 색의 의미가 상충되도록 

사용되고 있다. 원전 전체의  color coding의 기준을 확립하고 적용한다.

2. 표면에 부착한 INDICATOR가 눈금과 수치값을 가리어 판독의 어려움이 있으며 

색상이 바랜 것이 있어 색상을 이용한 상태표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3. 기존의 계기와 개선된 계기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개선계기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현재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개선 내용은 계기에 운전영역 및 경보/주의 영

역을 색상으로 보강한 점

예: N-7J-BB-FI-415(RCS LOOP1 Flow2) -> 바람직

현재 계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데도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은 구매시에 인적요소 요건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면 쉽게 개선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

4. setpoint 표시가 7rro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 혼동 여지가 있음

JP001 RCS LOOP3 WIDE RG PRESS (D-7J-BB-PI-402)

5. 다른 색의 스티커로 설정치를 표시해 두었는데, scale에 색을 넣는다면 스티커

를 많이 붙여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현재 계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데도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은 구매시에 인적요소 요건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면 쉽게 개선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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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위치/배열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수직제어반의 하단에 위치함 수직지시계는 값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허리를 굽

히거나, 앉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공간확보가 가능하다면 수평시시계의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가압기 압력지시계(4개), 가압기 스레이이 온도지시계(3개)의 지시계가 너무 붙

어 있어 명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게 부착되어 있음

3. Containment HVAC의 지시계는 ACBD의 순서로 지시계가 배열되어 있고, 그 

오른쪽 상단의 Boric Acid Tank Level은 ABCD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 HVAC 

지시계의 개선이 요구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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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휘광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수직지시계는 휘광에 의한 불편함이 있음

2. 덮개의 굴곡으로 인해 휘도 발생으로 눈금을 읽기 어려움이 있어 보임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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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기타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NDICATOR 배치순서(N-7J-AC-PI-446 / 447) 와 선택스위치 선택위치

(PT-447 / PT-446)가 반대로 되어있어서 오선택 가능함

2. INDICATOR 와 선택스위치가 너무 멀리 배치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오조작 가능

성있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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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Horizontal Indicator

color coding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scale이 사용되는 모든 제어기/지시기에 scale pointer가 black, red 혼용되고 

있는데, color coding도 고려하여 pointer 의 색을 적용 하고, 이에 따르는 제어

기로 유지 보수하는 guideline을 제시한다. 

2. 기존의 계기와 개선된 계기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개선계기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현재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개선 내용은 계기에 운전영역 및 경보/주의 영

역을 색상으로 보강한 점

예: N-7J-BG-PDI-156(사진 3) -> 바람직

현재 계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데도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은 구매시에 인적요소 요건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면 쉽게 개선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현재 계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데도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은 구매시에 인적요소 요건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면 쉽게 개선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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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Horizontal Indicator-가독성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표면에 굴 이 있어서, 조명에 의한 휘도가 발생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수평형 계측기 보다는 수직형 계측기가 가독성이 높으며 가 이면 굴곡형 보다는 

평면 계측기가 더 가독성이 높을 것 같다.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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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Horizontal Indicator-단위/눈금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드럼형 및 굴곡형 표시기로서 3가지 변수(furity,  air, ~)를 나타내다 보니 좌측

의 furity~에 관한 수치값을  읽기 불편하고 상태표시용 label이 부착되어 있어 

불편이 가중됨. 그러므로 평면 표시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독성이 높을 것임(사

진 2)

2. 눈금 간격 1, 숫자간격 5, 눈금 판독 오류가 있으므로 눈금 설계기준 중 “내삽”

을 적용하는 것이 읽기 쉬움(N-7J-거-UI-2)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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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Horizontal Indicator-tag/label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RCP No.1 SEAL DP 지시계 내부 DESCRIPTION 재검토 수정요 

N-7J-BG-PDI-154 : RCP 1 SEAL DP     -> RCP A No.1 SEAL DP

N-7J-BG-PDI-155 : RCP No.1 SEAL DP  -> RCP B No.1 SEAL DP

N-7J-BG-PDI-156 : RCP 3 SEAL DP     -> RCP C No.1 SEAL DP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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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Circular Indicator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단지 slow, fast로만 표시할 뿐  구체 인 표시가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ex:

간격)

2. digital indicator fail 확인 불가능.  N-7J-MD-SI-7000

3. 지침이 숫자를 가림(JP003의 REGULATOR BALANCE VOLT, 

A-7J-MB-EI-801)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45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dicato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Round Indicator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지시
덮개모양 6.5.1.3

지침 크기 6.5.2.2

 간격 6.5.1.2
6.5.1.5

 범 6.5.1.2
6.5.1.5

색상 6.5.1.6

단위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지침의 끝이 무 가늘어 지시하는 치가 보이지 않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46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unte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Drum-type Counter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숫자 크기 6.5.5.1

단 6.5.5.1

명 치 6.5.5.1

숫자
자리수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4개 이상의 숫자가 표시될 때는 십진수에 의해 콤마가 사용되어야 한다. 소숫점 

or 천 단위의 표시점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N-7J-HG-FQI-64)

2. 숫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음, 세자리까지 숫자정보가 제공되는 것 같은데 

표시공간이 충분하지만 숫자크기가 너무 작음.

3. 단위 표시되어 있지 않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47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unte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Electronic Counter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5

밝기 6.5.1.3

표시 크기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단 6.5.1,1

표시 선택 
스 치

6.4.4.5
6.5.1.2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단위표시가 없음 : temp가 섭씨온도 인지 화씨온도 인지 단위가 없음(예, 

A,B-7J-SC-UT-800A)

2. N-7J-BC-AI-87 : 단위 표시가 PARTS PER MILLION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을 parts/million으로 변경하면 단위 읽기가 쉬워진다.

3. 표시등의 색상(노량, 녹색, 황색)불분명(사진 3,4)

3. 두 유형 모두 추가로 부착된 것 같은데  회색이 아닌 다른 색상이기 때문에  색

상에  기능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사진 3,4)

4. 음수 -0.81을 -00.81로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사진 2)

5. 색상의 선명도 및 밝기가 떨어짐 : 획폭비와 종횡비, 글자(숫자)체가 고려된다면 

선명도가 향상될 것임(사진 1,2,5)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48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unte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Electronic Counter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사진 (A) (B) 비교

밝기 6.5.1.3

표시 크기 6.5.1.3

문자 획폭비1:6과1:8사이
자 종횡비1:1과3:5사이

숫자 종횡비 3:5
문자높이 : 15‘의 최소시각이나 '0.004X시거리'를 유지해야 함

단 6.5.1,1

표시 선택 
스 치

6.4.4.5
6.5.1.2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TAG를 통일 수정 요(사진 1)

2. JP004의 CORE EXIT TEMP 등 각종 INDICATOR의 TAG가 DESCRIPTION 과 

TAG NO.가 순서가  반대임(사진 2)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49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ecorde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Continuous Recorder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다변수 
기록 방식

6.5.1.5

디지털
표시 모양 

 방식
6.5.5.2

표시 선택 
스 치

6.4.3.1
6.5.1.2

변수 표시 
색상 6.5.1.6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판독불편 : 잉크 및 표시 불량으로 해당값 확인 불가능. 색깔 불확실. 예, 

N-7J-AD-TJR-8

2. 다변수 간 간격이 좁아 선 치에서 쪽 변수가 아래쪽 변수를 가림

3. 단위 문제 : FLOW의 단위가 없음. 예. N-7J-BG-FR-113(BORIC ACID TO 

BLEND SYSTEM FLOW)

4. fw flow(N-7J-AE-FR-498): 잉크가 번진 것인지 TREND를 나타내는 것인지 판

단하기 어려움

5. ROD Group Position 기록계는 digit가 녹색으로 얇게 표시되어 있어 시인성이 

떨어지고, 1～8번 그룹의 위치가 순서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한번 skip된 group

을 다시 보기 위하여 시간 지연이 발생함

6. 펜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프린팅 되고 잇는 현 상태가 보이지 않음(ROD 

GROUP POSITION)(사진 4)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50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Recorder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Continuous Recorder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다변수 
기록 방식

6.5.1.5

디지털
표시 모양 

 방식
6.5.5.2

표시 선택 
스 치

6.4.3.1
6.5.1.2

변수 표시 
색상 6.5.1.6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RECORDER 에서 지시하는 변수와 변수를 선택하는 스위치의 배열이 일치하도

록 위치 변경 요구됨

  - RECORDER (N-7J-AE-FR-478/ 488/ 498)의 펜 순서 :   STEAM FLOW / 

FW FLOW / SG LEVEL

  - 선택스위치의 배치순서 : FW FLOW / SG NR LEVEL / STEAM FLOW 

N-7J-AE-FR-478
N-7J-AE-HS-478Y
N-7J-AE-HS-478Z
N-7J-AB-HS-478Z

N-7J-AE-FR-488
N-7J-AE-HS-488Y
N-7J-AE-HS-488Z
N-7J-AB-HS-488Z

N-7J-AE-FR-498
N-7J-AE-HS-498Y
N-7J-AE-HS-498Z
N-7J-AB-HS-498Z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51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조작성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자체, 크기 6.5.1.3

 범 6.5.1.5

 간격 6.5.1.5

 크기 6.5.1.5

표시-지
침

(색상, 형태, 
크기 근 성)

6.5.2.1
6.5.2.2

램 식 
스 치 색상, 
배열, 개수, 

밝기

6.4.2.2
6.4.3.3

치 6.4.1.2

조작방향 6.4.2.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Setting button과 Push button이 모두 작어서 작동하기가 불편함, 조작시 button들 

간의 간섭문제

2. man과 output램프 간의 간격이 좁아 3개의 램프가 output에 관한 3가지 상태표

시용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램프의 label이 지워질 경우는 이런 가

능성이 커질 것임 그러므로 auto와 man을 근접시키고 output의 두 램프와 간

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52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배치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자체, 크기 6.5.1.3

 범 6.5.1.5

 간격 6.5.1.5

 크기 6.5.1.5

표시-지
침

(색상, 형태, 
크기 근 성)

6.5.2.1
6.5.2.2

램 식 
스 치 색상, 
배열, 개수, 

밝기

6.4.2.2
6.4.3.3

치 6.4.1.2

조작방향 6.4.2.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배치 문제 : Control과 display의 배치의 좌우가 바뀜 (왼쪽 display 오른쪽에 

control)

2. 눈금과 숫자를 이용한 표시기의 설계기준은 눈금 왼쪽(또는 위), 숫자 오른쪽(또

는 아래)배치인데 이와 정반대로 설계되어 기준에 어긋남

3. setpoint를 맞추는 controller와 indicator의 위치로 인해 혼동우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53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label/tag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자체, 크기 6.5.1.3

 범 6.5.1.5

 간격 6.5.1.5

 크기 6.5.1.5

표시-지
침

(색상, 형태, 
크기 근 성)

6.5.2.1
6.5.2.2

램 식 
스 치 색상, 
배열, 개수, 

밝기

6.4.2.2
6.4.3.3

치 6.4.1.2

조작방향 6.4.2.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어떤 기능의 indicator인지 설명이 없음. (조작에 대한 feedback을 보여주는 

indicator인지, 어떤 대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indicator인지 name tag같은 것이 

없음)

2. pushbutton controller의 조작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님 (화살표 위/아래 방향

은 open/close를 뜻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54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기타1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자체, 크기 6.5.1.3

 범 6.5.1.5

 간격 6.5.1.5

 크기 6.5.1.5

표시-지
침

(색상, 형태, 
크기 근 성)

6.5.2.1
6.5.2.2

램 식 
스 치 색상, 
배열, 개수, 

밝기

6.4.2.2
6.4.3.3

치 6.4.1.2

조작방향 6.4.2.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어떤 기능의 indicator인지 설명이 없음. (조작에 대한 feedback을 보여주는 

indicator인지, 어떤 대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indicator인지 name tag같은 것이 

없음)

2. pushbutton controller의 조작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님 (화살표 위/아래 방향

은 open/close를 뜻함)

3. 덮개와 덮개의 굴곡으로 인해 휘도 발생으로 눈금을 읽기 어려움이 있어 보임.

4. lamp와 lamp형 controller의 구별이 없음.

5. 직접 조작할 수 없어 표시기와 제어기에 관한 C/R비를 확인할 수 없음( 제어기

의 조작에 대한 표시기의 민감도가 크다면 제어기의 크기 및 위치 조정이 필요

함 

6. 유량, 압력에 따라 set point 값과 왼쪽의 actual 값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 

어떤 계기는 0～100의 actual 값을 가져서 set point 값과 일치 시키는 것이 용

이하지만, 만약 actual 값의 range가 3, 7 등의 값을 가지게 되면 set point 값

은 0～100%의 값을 의미하게 되고 거기에 range를 곱해서 actual 값을 읽어야 

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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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기타2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자체, 크기 6.5.1.3

 범 6.5.1.5

 간격 6.5.1.5

 크기 6.5.1.5

표시-지
침

(색상, 형태, 
크기 근 성)

6.5.2.1
6.5.2.2

램 식 
스 치 색상, 
배열, 개수, 

밝기

6.4.2.2
6.4.3.3

치 6.4.1.2

조작방향 6.4.2.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녹색 라벨로 7.94로 쓰여진 것은 제어기 조작의 방식을 참고하여 79.4로 변경

되어야 한다. (그냥 보기에는 7.94이나 한번 회전이 0~9까지 10이므로 다이얼

의 1이 실제 값으론 10의 개념이다. 이중근 박사와 김한철과장의 의견 조정된 

사항임)(A-7J-AB-PIK-101, B-7J-AB-PIK-110, A-7J-AB-PIK-201, 

B-7J-AB-PIK-210, A-7J-AB-PIK-301, B-7J-AB-PIK-310)

2. 위아래에 표시된 VALVE OPEN / VALVE CLOSE, CLOSE / OPEN의 값이 다른 

동 유형의 계기와 위치가 반대이다. 운전상의 개념으로 성립된 OPEN, CLOSE 

방향이 아니라면, 변경하여 동종제어기의 표시의 항상성을 유지하여야 한

다.(A-7J-KA-PIK-62, )N-7J-HG-FIK-64)

3. 제어기의 tag 번호 오류
 N-7E-AE-HS-479->N-7J-AE-HS-479,N-7E-AE-HS-478->N-7J-AE-HS-478
 N-7E-AE-HS-489->N-7J-AE-HS-489,N-7E-AE-HS-488->N-7J-AE-HS-488
 N-7E-AE-HS-499->N-7J-AE-HS-499,N-7E-AE-HS-498->N-7J-AE-HS-498
 N - 7 E - A E - F I K - 4 7 8 - > N - 7 J - A E - F I K - 4 7 8 , N - 7 E - A E - F I K - 4 8 8 - > 
N-7J-AE-FIK-488
 N - 7 E - A E - F I K - 4 9 8 - > N - 7 J - A E -F I K - 4 9 8 , N - 7 E - A E -H S - 5 0 9 A - > 
N-7J-AE-HS-509A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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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기타2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자체, 크기 6.5.1.3

 범 6.5.1.5

 간격 6.5.1.5

 크기 6.5.1.5

표시-지
침

(색상, 형태, 
크기 근 성)

6.5.2.1
6.5.2.2

램 식 
스 치 색상, 
배열, 개수, 

밝기

6.4.2.2
6.4.3.3

치 6.4.1.2

조작방향 6.4.2.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제어기의 tag 번호 오류
 N-7E-AE-HS-479->N-7J-AE-HS-479,N-7E-AE-HS-478->N-7J-AE-HS-478
 N-7E-AE-HS-489->N-7J-AE-HS-489,N-7E-AE-HS-488->N-7J-AE-HS-488
 N-7E-AE-HS-499->N-7J-AE-HS-499,N-7E-AE-HS-498->N-7J-AE-HS-498
 N - 7 E - A E - F I K - 4 7 8 - > N - 7 J - A E - F I K - 4 7 8 , N - 7 E - A E - F I K - 4 8 8 - > 
N-7J-AE-FIK-488
 N - 7 E - A E - F I K - 4 9 8 - > N - 7 J - A E -F I K - 4 9 8 , N - 7 E - A E -H S - 5 0 9 A - > 
N-7J-AE-HS-509A 

2. 제어기의 명칭과 밸브표시등의 명칭이 다름
제어기 (N-7J-AE-FK-479) : STM GEN 1 FW FLOW (LO RNG) 

밸브위치 표시등(N-7J-AE-ZL-479) : SG 1 LO PWR CONTR VV POS

ACS/DCS 제어기(N-7E-AE-HS-479) : STM GEN 1 LO PWR ACS/DCS 

SELECT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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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자체, 크기 6.5.1.3

 범 6.5.1.5

 간격 6.5.1.5

 크기 6.5.1.5

표시-지
침

(색상, 형태, 
크기 근 성)

6.5.2.1
6.5.2.2

램 식 
스 치 색상, 
배열, 개수, 

밝기

6.4.2.2
6.4.3.3

치 6.4.1.2

조작방향 6.4.2.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덮개와 덮개의 굴곡으로 인해 휘도 발생으로 눈금을 읽기 어려움이 있어 보임.

2. thumbwheels의 조작하기에 여유 공간이 부족함. 

3. 눈금간격이 기준과 전혀 맞지 않음. 우측 지시계는 1, 4, 7...

4. 왼쪽 밸브 개도가 어떤 계기는 위쪽이 100%Open을 의미하는 경우와 

100%Close를 의미하는 상반되는 경우 존재(JP004  N-7J-HG-FIK-64)

5. 기기의 fail 유뮤 확인 불가능, 램프 교체 필요 : N-7J-GX-TIK-24
(ACCESS CONT BLDG TEMPERATURE)

6. 녹색 indicator 가 눈금 표시가 없는 0 이하에 놓여있는데 녹색의 의미가 정상상

태를 나타낸다면 0이하의 값도 표시기에 눈금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됨,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제어반, RCP COOLANT DRN 사 LEVEL, 

N-7J-HG-LIK-40)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58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자체, 크기 6.5.1.3

 범 6.5.1.5

 간격 6.5.1.5

 크기 6.5.1.5

표시-지
침

(색상, 형태, 
크기 근 성)

6.5.2.1
6.5.2.2

램 식 
스 치 색상, 
배열, 개수, 

밝기

6.4.2.2
6.4.3.3

치 6.4.1.2

조작방향 6.4.2.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가독성 : 오른쪽의 지기계의 눈금이 너무 작아 가독성이 떨어짐

2. 덮개 : 덮개와 덮개의 굴곡으로 인해 휘도 발생으로 눈금을 읽기 어려움이 있어 

보임.

3. 어떤 기능의 indicator인지 설명이 없음. (조작에 대한 feedback을 보여주는 

indicator인지, 어떤 대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indicator인지 name tag같은 것이 

없음)

4. 두 표시기가 같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밸브의 OPEN CLOSE를 표시하는 표시기

의 값들과 OUTPUT % 표시기 값과의 매칭이 필요하다. 

5. OUTPUT 값이 20%이면 좌측의 밸브가 OPEN을 기준(예. 완전 개방-100%, 또

는 CLOSE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열려있는지(20%)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OPEN/CLOSE의 판단오류가 감소할 것이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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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Horizontal Indicator + Controllers

배치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3.2

덮개 6.4.1.2

피드백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Control과 display의 배치의 상하가 바뀜 (위쪽 display 아래쪽에 control). 예, 

N-7J-NG-HS-109(480V LC OE-SC3 SUPPLY BREADER

2. 표시기와 제어기의 배치는 표시기-위, 제어기-아래로 공간양립성이 유지되는데 

배치가 정반대이므로 배지 정정이 필요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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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Horizontal Indicator + Controllers

덮개, scale,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3.2

덮개 6.4.1.2

피드백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세 번 확인, 한 번 조작"문구에 의해 표시기 및 제어기의 정보판독이 어렵다. 

그리고  덮개의 용도는 제어기 조작시  주의환기용으로 사용되는데  표시기에도 

덮개가 씌우져 있어 정보인식에 불편이 초래됨

2. 제어/지시계는 scale을 읽기가 힘들다. 배경에 비해 Indicator(가로) 크기를 더 

넓게 개선가능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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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Horizontal Indicator + Controllers

기타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JP008 N-7J-AE-HS-932

버튼 색상 6.4.2.2

버튼 크기 6.4.3.2

덮개 6.4.1.2

피드백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START LAMP 하부의 LAMP는 밸브가 15도 열리면 켜지는 LAMP임 명확히 표

시요(JP009 N-7J-EA-HS-102 JP009 N-7J-EA-HS-202)(사진 1)

2. 밸브의 개도는 0~100%가 정상임 HS-111의 경우 밸브 개도표시가 0~125% 

임 검토요(JP004 A-7J-GJ-HS-111)(사진 2)

3. 경보창의 경보 셀과 반대 정보를 주기 위해서 legend bushbutton control을 사

용하였음.(JP008 N-7J-AE-HS-932)(사진 3)

경보창의 경보셀: STUP FW MINIFLOW AE-HV-935/936-OPEN

legend pushbutton : HV 935/936 OPEN

서로 연관 관계를 알기 힘든 거리에 위치함.

legend pushbutton에서 제시된 name tag에서 정보를 알아보기 힘듦.

서로의 연관성을 알기 힘들뿐 아니라, 서로의 연관성을 알기에 위치적 거리가 

있음.

CLOSE LAMP 적색 -> CLOSE LAMP는 녹색등이어야 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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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Composition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Horizontal Indicator + Controllers

기타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4

선택 치 
표시 6.4.4.5

선택 치 
갯수 6.4.4.5

표시등 
색상

6.5.1.6
6.5.3.2

표시등 
치 6.5.3.2

표시등
갯수

6.5.1.2
6.5.3.1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조작성 문제 : controller의 모양이 손에 무리들 주고 조작의 많은 힘이 필요(사

진 1)

2. tag 문제 : controller의 모양의 depth가 깊어 tag의 식별이 어려움 (사진 1)

3. 램프재질의 불투명성으로 빨간색 램프 인지 어려움 (사진 1)

4. 위치표시 label이 가려짐(사진 1)

5. 명판은 표시기, 제어기위에 배치되어야 함, 선택위치가 open과 close 사이에 있

어 open인지 close인지 확인이 되지 않음 만약 선택위치가 open,  close 이외의 

선택위치가 있다면  이를 표기해야 함 (사진 2)

6. Rotary Controls가 3개 선택위치 중 어느 위치에 있을 때 power on 상태이며 

stanby와 anaylyze의 구분은 lamp 색상으로 구분하는지 알 수 있음, 또한  Rotary 

Controls의 선택 위치를 표시하는 label을 추가해서 조작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사진 3)

7. 선택위치 5개와 lamp상태 3개가 어떻게 매칭되는지 알수 없음 (사진 4)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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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put Device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Alphanumeric Keyboards

 + Function Key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키보드
정렬 6.7.1.4

키 치수 6.7.1.4

키보드의 효율성을 최 화하기 해서 키의 두께와 분리간격은(inches)

두께 최  0.75
두께 최소 0.385
선호 두께 0.5

최소 분리간격 0.25
선호 분리간격 0.25

키 치와
키 항력

6.7.1.4

키보드
기울기 6.7.1.4

시각
피드백 6.7.1.4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UTIL

CRT2

ALARM

CRT

OPER

CRT2

UTIL

CRT1

OPER

CRT1

1. 경보 CRT(원자로 설비)는 경보가 발생한 내용이 빨간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로 

표시되어 있어 시인성 및 가독성이 매우 불량함

2. panel의 높이 때문에 keyboard 자체의 높이가 낮아서 조작 시 불편함 유발

3. 같은 모양, 색, key name을 가지고 있어서 기능에 따라 구별이 되어 있지 않

음.  (조작 key와 화면 선택 key가 따로 있음에도 같은 모양, 색, key name을 

부여해 둔 상태)

4. key 위치에 대한 특별한 coding이 아님. 

키위치: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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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put Device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Trackball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트래킹
속도

미리 지정된 트래킹 속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기본 속도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 손, 손목, 팔의 지지 가 제공되어야 한다.

home 
position

“home position"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운전원들의 부주의(스침, 덮개 떨어뜨림 등 )에 의해 트랙볼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덮개를 활용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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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Input Devices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Joysticks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치 
조이스틱의 

한 사용
조이스틱은 빨리 위치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위치하는 것이 요구될 때 사용한다.

강세 
조이스틱의

한 사용

두 개 혹은 더 많은 차원의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제어나 계속 인 제어가 요구될 때 치 
조이스틱보다 선호된다.

치
조이스틱의 

특징

위치 조이스틱은 중앙에서 조이스틱까지의 선택점이 같은 비율의 방향으로 되어야한다.
중앙점에서 45도를 넘으면 안됨.

강세
조이스틱의 

특징

강세 조이스틱은 사용자의 지각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같은 비율의 방향으로 되어야한다.
최대힘은 118N을 넘으면 안됨.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out - in 두 방향으로만 이동하므로 스 치 상, 하에 ↑, ↓표시가 있으면 더욱 

명확할 듯 하다

2. out - in tag가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있는 것이 바람직.

3. 위치 조이스틱형태로서 조이스틱의 방향은 중앙점에서 45도를 넘으면 안되는데 

중앙점에 대한 표기가 없어 식별이 45도한계를 유지하는지 식별이 어렵고  표

시기와 제어기 배치 및 운동양립성을 고려한다면  제어기의 out 방향은 왼쪽, 

in 방향은 오른쪽이 되어야 한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66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etc.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digital display의 fail 유무 확인불가능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67

제목  MCB MMI 적합성 검토 - etc. 확

인

실사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위치 계기명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2월   일

현재상태 속성 기준(0700) 요약내용

1

2

3

평가의견 현장의견

문제

1. 대칭 배열은 가급적 피해야 함(사진 1, mirror 형 배치)

2. 서로 연관성이 없는 계기들을 하나의 board에 배치하면 기능의 오해유도. (옆의 

그림은 위의 모니터에 대한 lamp형 pushbutton과 모니터의 recorder이다. 하지

만 검은색 board가 demarcation처럼 보여 pushbutton과 recorder 간의 관계성

이 있어보임.)(사진 2)

3. lamp/ indicator/ controller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한 grouping이 필요하

고, grouping이 되어 있다면 demarcation이 필요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부록 F  MCR 부 배치 시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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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MCR 부 배치 시설  환경

제 목  주제어실 부 배치 시설  환경 련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강 주   (서명)  2004년  2월   9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주제어실  부 시설 배치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주운  지역  운 치
- 제어반  부 시설
- 비치 자료
- 비품, 소모품  비상장비
- 출입 통제

문제

 1. 인원에 비해 좁고 동선에 부담이 되는 수 . 운 련자료 보  부  :  CRDR(Y1,2 -CS-102)
   - 자료가 분산 보 되어 체계 인 리가 어려움(출입 , 책상 , 제어반 뒤)
   - 자료의 종류 는 자료명을 표기한 명 이 없거나 오손되어 자료의 종류별 치 는 

해당 자료명의 식별이 어려움
   - 자료가 바닥에 낮게 설치되어 있음 
 2. 발   송 제어반Ⅱ는 환기계통제어반에 의해 시선이 가려짐
 3. 비부품의 치가 한지 불확실 함. 사용하지 않고 있는 린터기가 발 부장 책상 오

른쪽에 배치, 불필요한 것으로 측되는 기타 사물들이 책상 에 흩어져 있음
 4. 안 모는 비치되어 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방독면은 다른 방에 배치되어 있어 찾는데 시

간이 소요된다
 5. 출입구의 입구가 좁으며 제어실 앞쪽에 설치되어 동선 부담. 기계실 출입 통제가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자료의 종류별로 명 을 부착하고 해당 자료명을 명기하며 체계 으로 분류 보 되도
록 함. 이동식 자료보 함을 추가로 설치 등 사용 후 정 치 리. 요도와 사용빈도에 따른 
자료 치(MCR내/외) 구분, 선 자세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이용 /보 함 높이 조정

 2. 뒷공간을 이용하여 환기계통제어반 치 이동
 3. 불필요한 린터와 사물들을 정돈하여 운 련 자료의 열람공간를 확보 필요.
 4. 박한 상황에서 당황할 경우 방독면  안 모를 미착용할 수 있으므로 MCR에 배치된 사물함

에 함께 보 ,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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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제어실 부 배치 시설  환경 련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강 주   (서명)  2004년  2월   9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환경 조건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온도  습도

- 환기

- 조명

- 소음

- 사물함

- 분 기  안락감

문제

 1. MCR 내부 상시감시 기능 확인 필요, 습도 조 기능 미흡 : CRDR(Y1,2-CS-151)
  - MCR 온습도를 정범 (40-60%)내로 조 하기 해 HVAC 계통내에 가습기와 제습기

가 설치되어 있으나 습도계와 연계 불확실하며 성능불량/고장
 2. 환기-> 유속이 느껴지지 않고 온도차가 크지 않아야함 -> 추가 조사 필요
 3. 직 조명에 grid를 사용하여 제어반의 상부, 직립, 벤치보드의 치에 따라 조도가 균일

하지 않다. -> 체 조도 수 은 높은 편으로 보임 -> 추가 조사 필요
   벤치보드  수직제어반  운 원 콘솔에 도달하는 빛의 입시각이 달라 조명에 의한 

반사로 부심이나 그림자로 인해 모니터링에 주의가 필요하다
   운 원 콘솔과 운 원 책상과의 간격이 좁아 통행에 불편을 래하고 운 원 책상 에 

배치된 모니터에 의해 콘솔상의 정보를 가리고 있음
 4. 소음 -> 배경음 수  추가 조사 필요
 5. MCR 외부 TSC와 시각 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아(특히 후면 시선) 안락감을 해한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습도를 40-60%로 유지하도록 기존설비 개선
 2. 제어기의 각 다른 치에 떨어지는 조도가 같도록 만들고, 제어기에 반사 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한다. 간 조명의 수 으로 맞추어 다. 
 3. 계기  명 의 부심과 CRT 부심 그리고 조명에 의한 가려짐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정

조도를 유지하기 해 구의 교체 는 후드 설치  LCD모니터로 교체
 4. 반 인 공간 부족 해결 방안 필요 - 발 부장 뒤쪽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재배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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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제어실 부 배치 시설  환경 련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강 주   (서명)  2004년  2월   9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제어반 구조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운 종사자 콘솔

- 벤치보드

- 수직제어반

- 운 종사자 책상  의자

문제

 1. 보조설비제어반 CTMT/AIR/PURIF(수직제어반)의 제어기  표시기가 하부에 설치되어 있어 조작 

 감시작업이 부 합 -수직제어반 하단과 상단에 설치된 표시등의 가독성이 떨어지며 하

단에 배치된 제어기는 통행 에 옷에 걸려 오조작될 가능성이 높음 

 2. 벤치보드와 운 원 작업공간과의 거리가 멀어 정보 독에 불편

 3. 벤치보드상의 일부 제어기가 팔의 도달범  이상의 높은 치에 설치되어 있어 조작에 불편을 

래함

 4. 운 원 콘솔이 팔의 도달 범 가 제어반 면부에 미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어기 조작에 

불편을 래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운 원의  신장이 보다 커진 을 고려할 때 개선이 요구되고 기 과의 편차가 크지 않다면 

객 인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하단에 설치된 제어기에는 덮개를 부착, 시야를 벗

어난 표시기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 시설( , 컴퓨터 로그램화)을 활용

 2. 벤치보드상의 계기정보의 크기조정, 정보제공용 보조 도구활용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든가 작업 

 통행이 불편이 없는 범 내에서 배치거리를 재보다 가깝게 조정

 3. 벤치보드의 높이  경사각도 조정

 4. 벤치보드의 높이  경사각도 조정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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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제어실 부 배치 시설  환경 련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강 주   (서명)  2004년  2월   9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제어반  계기 배치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계기 배치 일반

- 계기 배치 내용 구분 방식

- 계기 배열 방식 일반

- 계기간 이격  군집 배열 방식

- 련 제어기와 지시기의 배치

문제

 1. 배치 일반 -  경보창의 높이 과다, 수직면의 표시등의 크기가 작다. 지시계의 치

가 무 깊은 곳에 설치, 제어기조작을 한 수평 제어반의 높이 검토 필요 

 - 운 원 콘솔이 앙을 차단하여 동선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개선 곤란)

 - 보드 가장자리의 서류/자료 참고 공간 부족, 

 - 개인별 사무공간  지원 기술인력의 작업 공간 부족

 2. 계기 배치는 양호하나 미믹, 계통구분, grouping이 불확실함

 4. 계기 간격 소 -> 상세 측정 필요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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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제어실 부 배치 시설  환경 련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강 주   (서명)  2004년  2월   9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명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명  치

- 표시 내용  용어 일반

- 표시 문자 일반

- 임시 명 의 사용  통제

- 배치 내용 구분(경계구분  도식  표시)

문제

 1. 명 이 계기의 아래쪽에 치(다른 명 은 계기 상단) - A-7J-HJ-HS-929

 2.증기발생기계통의 N-7J-BB-PI-445, N-7J-BB-PI-455, N-7J-BB-PI-456, N-7J-BB-PI-457, 

N-7J-BB-PI-450, N-7J-BB-PI-451, N-7J-BB-PI-452의 7개 계기가 연속 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명 과 제어기가 동일 선상에 치하지 않아 정확한 계기확인 불편.(그림 참조)

 3. 명 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에 의해 명 과 해당 제어기, 표시기와 상하로 매칭이 되지 

않음 

 4. 새로이 추가되는 명 이 동일기능, 동일기기임에도 부분 으로 다른 색상, 용어/약어를 지님.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다른 명 의 치와 consistency유지하도록 명 치이동

 2. 명 의 씨의 숫자와 크기의 향이 아니라 명 의 착에 사용되는 나사의 크기 때

문에 발생하므로, 명 을 나사없이 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나사가 없는 만큼의 

공간을 없애 명 의 비를 여서 제어기와 동일한 수직선 상에 착한다.

 3. 나사못 신 착제를 이용하여 명 과 표시기 제어기간의 매칭

 4. 명 색상, 용어/약어 등을 동일하게 -> 계측제어분야의 구매기   리 지침 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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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제어실 부 배치 시설  환경 련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강 주   (서명)  2004년  2월   9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경보 계통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계통 설계 개념

- 음향 경보기 일반

- 시각 경보기 일반

- 경보 작동 제어기

문제

 1. 경보창의 치명시를 한 LABEL은 경보지침서에 좌측은 알 벳, 상부에는 숫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좌측, 상부 모두 숫자사용

 2. 같은 경보반 내에서도 경보의 특성에 따라 SUBSYSTEM, 기능 는 논리에 따라 그룹핑이 미흡
하다

 3. 용어  약어가 표 화되어 있지 않음
 4. TILE의 공간이 충분한데도 2 , 3 로 내용표기
 5. security alarm status N-7J-RL-QL-003은 입체명 을 사용하여 운 원이 선자세에서 볼 경우 가리

어짐  
 6. 자체 종류, 자간격, 자크기, 간 간격, 여백 일 성 부족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경보지침서에 따라 죄측 알 벳, 상부 숫자로 변경
 2. 상태에 따라 종이색상을 부착하기 보다 TILE의 테두리에 색상( 구활용)을 주어 그룹핑하는 것이 

식별이 훨씬 쉽다 
 3. 기 을 정하여 용어 약어 표 화작업 필요
 4. 좌우 여백등을 고려하여  수를 표 화하기 
 5. 다른 명 처럼 평면명 으로 교체
 6. 자체의 종류를 제한하여 사용하되 가독성을 고려해야 함
 6. 자색과 배경색의 조합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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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제어실 부 배치 시설  환경 련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강 주   (서명)  2004년  2월   9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컴퓨터 계통(OACS 별도 검토 정)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검퓨터 계통 사용  리 일반

- CRT 화면 일반

- 린터

문제

 1. 구형 CRT에 의해 운 원의 평소 치에서 독 어려움 

 2. 조명의 의한 표면 반사, 비도 부족  glare 로 CRT 정보의 독 어려움

 3. CRT해상도/ 비도가 낮음 - CRT상에 표기된 문자, 숫자정보의 색상이 선명하지 않아 구분이 않

됨(조명에 의한 향은 아님, 황색, 밤색,), 크기(획폭비, 종횡비, 높이 등)도 작아 독이 불가능

 4. 변수 제어용 키보드가 용도에 따른 색상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는 제어반 panel에 사용된 색상과

의 일치성 여부 확인 필요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2. 3. 4. 컴퓨터 CRT 기종의 통일 -> LCD등 최신 기기로 교체

   - 후드   필터 설치  조도조정을 통해 조명에 의한 향 제거

   - 소 트웨어 로그램을 수정하여  색의 선명도 높이기, 한 CRT의 특성과 조명에 의한 향도 

함께 고려하여 문자, 숫자 정보의 재설계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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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제어실 부 배치 시설  환경 련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강 주   (서명)  2004년  2월   9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통신 계통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일반 화계통

- 싸운드 워드 화계통

- 방송계통

- 비상 통신계통

문제
 1. 호출 설비 미흡 : CRDR(Y1,2-CS-154)

   - 휴게실, 식당, 화장실  탈의실에 운 원을 호출할 수 있는 통신설비가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페이지 폰 설치 : 휴게실, 식당, 화장실  탈의실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부록 G  환경요소평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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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Y호기 주기 안 성평가 : 9. 인 요소평가 -  환경요소

원  X,Y호기 환경요소평가 계획서

2005. 1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한국원자력연구소

※ 이 문서의 작권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있으며 재시 사 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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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 개요

2. 평가항목  기

3. 평가방법

4. 참고문 헌

부록 1 . 원  X,Y호기 주제어실 Layout

부록 2. 추진일정

부록 3. 측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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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원  X,Y호기는 이미 주기 안 성평가를 통하여 MMI에 한 인간공학  평가를 수

행한 바 있다. 원  X,Y호기 주기 안 성평가의 인간공학평가 분야에서 평가 상이 되

는 주제어실 환경은 MMI와 직 으로 련하여 조작이나 확인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조도, 소음, 온도, 습도, 풍향  풍속의 5가지 항목으로 제한하 다.

  조명의 경우, MMI의 직 인 조작과의 련성 때문에 평가되었다. 그러나 운 원들

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소는 조명 이외에도 주제어실의 소음, 온․습도, 풍향 

 풍속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NUREG-0700 Rev.0). 이는 작업자의 수행도  작업행

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업수행도 형성요인(PSPs : Performance Shaping 

Factors)  외 인 요인이다. 그러나 본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상 조도와 소

음, 온도  습도에 국한하여 구체 인 평가를 실시하고, 1,2호기 주제어실 운 환경의 

성 여부를 단하여 안 성  업무 수행도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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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  기

  원  X,Y호기 주제어실 환경평가항목에 포함된 측정변수는 조도, 소음, 온도, 습도, 풍

향  풍속의 5가지 항목으로 제한하 다.

  5가지 항목들에 한 세부기   내용은 NUREG-0700 Rev.0(1981)을 따르며, 

NUREG-0700 Rev.2(2002), Human Factors Design Handbook(Woodson), KS규격 등을 

참고하 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1  조 도

  KSA3011(1998)의 조도기 에 따라 발 소-내부(원자력 발 소)의 제어실에 한 조도

분류는 "F" 즉, 150~300Lux( 간값:200Lux)에 해당한다. KSA3011(1998)에서 제시하는 

조정실의 경우, 운 실은 "G"(400)로 그 기 을 제시하고 있다.

2.1.1 일반조명

  task 별 조도에 한 세부기 은 표 1과 같다. 표 1의 값은 nominal 값이고, 시각조건

이 좋은 경우나 요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낮을 수도 있다

(NUREG-0700 Rev.0).

Work Area of Type of Task
Task Illuminance, footcandles

Minimum Recommended Maximum 참고(Rev.2)

Panels, primary operating area 20 30 50  50

Auxiliary panels 20 30 50  50

Scale indicator reading 20 30 50  50

Seated operator stations 50 75 100 100

Reading : 

  - handwritten (pencil)

  - printed of typed

  - VDU

50

20

75

30

100

50

100

 50

 10

Writing and data recording 50 75 100 100

Maintenance and wiring areas 20 30 50  50

Emergency operating lighting 10 As above for area/task  10

표 1  Task 종류별 조도수 (NUREG-0700 Rev.0('81) and Rev.2('02))

(※ 1footcandle = 10.75lx)

2.1.2 비상조명

  비상조명은 주제어실의 정상시의 조명이 작동에 실패하 을 경우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며, 주제어실의 작동 실패한 조명시스템이 비상조명 시스템에 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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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수 은 주요 운 역의 모든 work station에 하여 최소 10 footcandle (108lx) 이

상 되어야 한다(NUREG-0700 Rev.0).

2.2 온 도   습 도

2.2.1 정 온습도 범

  각 계 별 정 온습도 범 (Comfort Zone)는 아래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NUREG-0700 Rev.0).

○ 온도

겨울 : 68℉ ～ 75℉ 유지 (약 20℃ ～ 24℃)

여름 : 73℉ ～ 79℉ 유지 (약 23℃ ～ 26℃)

○ 습도

상 습도 : 30% ～ 60%

○유속기

유속 : 50ft/min 이하에서 용

2.2.2 온도차

  바닥면과 운 원의 머리부분과의 온도차이는 10℉(약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NUREG-0700 Rev.0).

2.3 소음

  여기서 소음이란 배경소음을 의미하며, 배경소음은 주요 운 구역에서 임의의 두 지  

사이의 의사소통이 방해가 될 정도가 되서는 안되고, 최 의 상태를 유지하기 해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거리를 최소 1m라고 하 을 때, 최  65dB(A) 이하

가 되어야 한다(NUREG-0700 Rev.0 & Rev.2). 그리고 표 2는 일반산업체의 1일 노출소

음한도를 나타낸 것이다(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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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작업자 거리별 소음수

음압수 [dB(A)] 1일 노출 허용시간[hr]

90 8

95 4

100 2

105 1

110 1/2

115 1/4

(비고)115dB(A)을 과하는 소음수 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표 2 1일 노출소음한도(OSHA)

2.4 풍 향   풍 속

2.5.1 공기량

  주제어실에 작업자당 최소 15cfm(cubic feet per minute)으로 외부 공기 주입이 가능해

야 한다(NUREG-0700 Rev.0).

2.5.2 유속

  주요 운 구역에서의 유속은 운 원 머리 정도의 높이에서 45fpm(feet per minute)을 

과해서는 안되고, 공기의 흐름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NUREG-0700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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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3.1  고려사 항

3.1.1 공간분포

  조도의 경우에는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task 별 혹은 작업공간별로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 에 따라 공간분포를 결정하고 각 해당 치에서 측정한다. 그리고 다른 측

정변수의 경우에는 MCB 주변 운 역과, 업무책상  기타 공간에 해당하는 주거 역

으로 분류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색채의 경우에는 주 상이 MCB상의 계기  주변 색

채이기 때문에, 상을 MCB로 한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천정  벽, 바닥으로 제한한

다.

3.1.2 시간분포

  색채를 제외한 온․습도, 소음, 진동, 풍향․풍속 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값에 변

동이 가능한 변수들이므로 모두 3회의 시간 로 구분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유무

를 측정한다.

3.1.3 유효값

  유효값의 의미는 측정 변수들이 실제로 운 원들에게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이 방법은 재 주제어실의 환경에 한 항목을 결정하고, 그러한 항목들에 

의하여 운 이나 기타 주제어실내의 활동에서 향을 받는지를 운 원들에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측정된 변수들의 값이 기 에 맞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 원들이 별 

향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되면, 그 항목에 한 우선순 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3.2 변 수 ( 항목) 별  측정방법

  실측 상이 되는 측정변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미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

별 혹은 공간별로 구분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변수 실측유무 공간분포 시간분포고려 유무 비고

조도 ○ task 별 혹은 작업공간별 측정 ○

온도  습도 ○ 운 역, 주거 역 ○

소음 ○ 운 역, 주거 역 ○

풍향  풍속 ○ 운 역, 주거 역 ○

표 3 각 변수별 측정공간  측정시간



G-8

3.2.1 조도

  조도는 조도계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원  X,Y호기 MCR/MCB, ASP는 실내에 책상, 

작업  등의 작업 상면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어실 앙에서 3회 조도를 측정

한다. 그리고 각 패  방 5cm 지 에서의 값을 측정하고, 패  뒷부분에 해서는 각 

섹션에 하여 동등 분할하여 측정한다(단, 조도 측정 치는, 조명 기구의 배 과 부착

높이를 고려하여 조도 변화가 큰 방향이나 장소는 조도 측정 간격을 작게, 조도 변화가 

작은 방향이나 장소에서는 조도 측정의 간격을 크게 정한다). 운 원 책상에 해서도 

동등 분할하여 책상 의 지 과 모니터 부분에서의 조도를 측정한다. 모든 지 에 하

여 3회 측정하여, 그 상가 평균치를  측정 범 의 평균조도로 한다. 마찬가지로 ASP

에 해서도 3회 측정한다.

  비상조명의 경우에는 재로서는 직  실측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

에 장 기부의 문의  조의 필요하고, 문가와의 의를 통하여 성 여부를 

단할 계획이다.

3.2.2 온도  습도

  온도  습도는 온습도계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NUREG-07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도 

값은 계 별 구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측정에서는 여름에 해당하는 값을 기 으로 

측정을 실시할 정이다. 측정 치는 각 패  방 1m 방 19개소와 운 원 업무용 책

상 치에서 1개소를 측정한다. 모든 측정 치에 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3회 측정한다. 

마찬가지방법으로 ASP에서 3회 측정한다

3.2.3 소음

  소음은 소음계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소음의 경우 이미 기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운

원간의 최소거리를 1m라고 하 을 때, 화가 가능한 소음수 이 65dB(A)이며, 따라

서 주제어반의 거의 모든 지 에서의 소음수 은 실질 으로 65dB(A) 미만이 되어야 한

다. 소음은 각 섹션별로 두 지 에서 측정하고, 운 원의 책상부 에서 각 1지 씩 측정

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3회 측정하고 그 변화를 측한다. ASP에 해서도 3

회 측정한다.

  운 자가 없을 경우 측정은 소음 발생 가능 치의 앙에 microphone을 두고, 운 자

가 있을 경우, microphone은 운 자 오른쪽 귀에서 수평으로 6in(약 15cm)거리에 둔다. 

한 운 자가 서 있을 경우 5ft(약 150cm), 앉아 있을 경우 4ft(120cm)에 치시킨다.

3.2.4 풍향  풍속

  풍향  풍속은 풍향풍속계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주요운 지역에 해당되는 각 섹션의 

2지 에서 측정하고, 마찬가지로 운 원의 책상에서 각 1지 씩 측정한다. 풍향풍속도 시



G-9

간경과에 따라 3회 측정한다. ASP 해서도 각 3회씩 측정한다.

3.3 계측기

  본 평가에 사용될 계측기들은 아래와 같다

품  명 제조사  모델 사  양

조도계 TES 1332
․측정범  - 0 ～ 200,000

․측정정도 - ±2% digital

온․습도계 Heat Stress Monitor

․측정범  - 10～60℃(±1℃)

․Natural wet temperature - 5 to 40 ℃(±0.5℃)

․Data rogger - 총 기록용량 512kb

․Communications : RS232/ IRDA future expansion

․Applicable Standards : ISO 7243/7726, OSHA

소음계 TES 1361

․정확도 - ±1.5dB

․Digital display - 4digital LCD

․측정수  - 35dB ～ 130dB

․주 수 범  - 31.5Hz～ 8KHz

풍향/풍속계 풍향풍속계 7730-00

․측정범  - 풍속:3-30m/s, 풍향:16방 /360°

․정도 - ±0.5m/s이내, 5%이내

․측정방법 - 풍배, 교류발 식

․크기,무게 - 350×380mm, 3kg

․기동풍속/내압풍속 - 2m/s / 40m/s

3.4 문 가평가

  학교  산업체, 그리고 운 경험자 등의 문가 패 을 구성하고, 실측이 수행된 이후

에 실측된 값의 분설결과에 한 문가 패 평가를 수행할 정이며, 인간공학  측면

에서 결과에 한 성 여부를 단하고, 장의 상황  기타요인을 고려한 개선안을 

도출할 정이다.

3.5 측정부소( 개수 )

  환경측정의 주 상이 되는 부분은 주제어반이기 때문에, 주제어반에 해서는 에서 

언 한 공간  시간 분포에 따른 측정을 모두 실시한다. 그리고 ASP 공간은 주제어실

과 동일하게 측정을 실시할 만큼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제어반 주 를 상으로 

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측정변수도 조도, 온․습도, 색채 정도로 제한하여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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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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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원  X,Y호기 주제어실 Layout

(단, 진동과 풍향/풍속은 차후 지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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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추진일정

(1) 총 상 소요일 : 약 6주

○ 실측 : 2일

○ 측정결과 확인 : 1주

○ 분석 : 1주

○ 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확인 : 3주

(2) 실측시 일정

○ 1일차 오

 - 실사내용 설명  조

 - MCR/ASP 실측 비

○ 1일차 오후

 - MCR/ASP 1차 실측

○ 2일차 오

 - MCR/ASP 2차 실측

○ 2일차 오후

 - MCR/ASP 3차 실측

(3) 상소요 인력

○ 실측항목 수 : 총 2개 항목

○ 항목별 투여 인력 : 총 3명 소요 상

   - 조도 : 1인

   - 소음 : 1인

   - checklist 작성 : 1인

   - 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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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측정양식

(1) 조도 측정 양식

 

날짜 :    .   .   .                     온도 :   ℃                    습도 :      %                            측정자 :

(단  : Lux)

부소 운 자수 작업내용

근로형태

실 근로시간

발생형태

발생시간

측정시간

(시작 ~ 종료)
측정치 평균치 노출기

노출기

과여부
측정방법

M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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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 측정 양식(일부)

날짜 :    .   .   .                     온도 :   ℃                    습도 :      %                            측정자 :

(단  : dB)

부소 운 자수 작업내용

근로형태

실 근로시간

발생형태

발생시간

측정시간

(시작 ~ 종료)
측정치 평균치 노출기

노출기

과여부
측정방법

MCR



부록 H  MCR 환경요소 측정결과



부록 H MCR 환경요소 측정결과

날짜 : 05.01.27~28 온도 : 22 ℃ 습도 : 55%

단위 : Lux

1회 2회

MCR 930 952

(1호기) 954 962

960 963

903 899

895 903

899 897

900 899

903 895

940 912

907 896

880 897

890 889

806 799

800 780

802 802

Y1-I2

안전설비(2)
상

하

부서 PANEL명

전체

안전설비(1)
상

발생형태
측정시간

(시작-종료)

측정치

Y1-I1 8시간

측정위치 근로시간

Y1-I3

Y1-I4

Y1-I5

893

798

14:10 - 15:10

측정방법

954

899

평균치 노출기준

(1) 조도 측정양식

노출기준
초과여부

908하

연속적

H-1



날짜 : 05.01.27~28 온도 : 22 ℃ 습도 : 55%

단위 : Lux

1회 2회

MCR 1140 1120

(1호기) 1200 1020

1204 1100

1074 932

1079 925

1074 927

940 912

966 956

950 948

890 889

887 895

886 867

610 627

620 629

628 623

623
원자로 설비

상
Y1-I10

886하 Y1-I9

945
원자로 보조기기

상
Y1-I8

하 Y1-I7 1002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여부

측정방법

안전설비(3)
상

Y1-I6 8시간 연속적 14:10 - 15:10 1131

발생형태
측정시간

(시작-종료)

측정치
평균치

(1) 조도 측정양식

부서 PANEL명 측정위치 근로시간

H-2



날짜 : 05.01.27~28 온도 : 22 ℃ 습도 : 55%

단위 : Lux

1회 2회

MCR 996 965

(1호기) 1000 958

1002 948

628 630

630 625

650 642

910 895

909 903

910 905

634 632

630 648

635 654

1070 1073

1080 1069

1074 1068

1072하 Y1-I15

639
급수설비

상
Y1-I14

905하 Y1-I13

634
증기발생기설비

상
Y1-I12

14:10 - 15:10 978
원자로 설비

하
Y1-I11 8시간 연속적

평균치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여부

측정방법근로시간 발생형태
측정시간

(시작-종료)

측정치

(1) 조도 측정양식

부서 PANEL명 측정위치

H-3



날짜 : 05.01.27~28 온도 : 22 ℃ 습도 : 55%

단위 : Lux

1회 2회

MCR 793 607

(1호기) 823 607

801 610

926 930

932 925

934 930

897 650

899 585

900 577

980 993

983 959

981 964

443 303

447 300

448 298

373
전력설비(2)

상
Y1-I20

977하 Y1-I19

751
전력설비(1)

상
Y1-I18

930하 Y1-I17

14:10 - 15:10 707
터빈설비

상
Y1-I16 8시간 연속적

평균치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여부

측정방법근로시간 발생형태
측정시간

(시작-종료)

측정치

(1) 조도 측정양식

부서 PANEL명 측정위치

H-4



날짜 : 05.01.27~28 온도 : 22 ℃ 습도 : 55%

단위 : Lux

1회 2회

MCR 443 481

(1호기) 447 480

448 478

582 495

583 544

586 555

555 414

552 420

560 416

481 481

483 469

480 470

406 407

402 403

404 398

403하 Y1-I25

477
방화,방사선감시

상
Y1-I24

486하 Y1-I23

558
공기조화설비

상
Y1-I22

14:10 - 15:10 463하 Y1-I21 8시간 연속적

평균치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여부

측정방법근로시간 발생형태
측정시간

(시작-종료)

측정치

(1) 조도 측정양식

부서 PANEL명 측정위치

H-5



날짜 : 05.01.27~28 온도 : 22 ℃ 습도 : 55%

단위 : Lux

1회 2회

MCR 470 478

(1호기) 490 454

487 456

450 452

437 346

442 340

560 530

557 543

559 540

510 469

509 478

503 485

456 481

459 472

460 478

468
부대설비(2)

상
Y1-I30

492하 Y1-I29

548
부대설비(1)

상
Y1-I28

411하 Y1-I27

14:10 - 15:10 473
핵계측설비

상
Y1-I26 8시간 연속적

평균치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여부

측정방법근로시간 발생형태
측정시간

(시작-종료)

측정치

(1) 조도 측정양식

부서 PANEL명 측정위치

H-6



날짜 : 05.01.27~28 온도 : 22 ℃ 습도 : 55%

단위 : Lux

1회 2회

MCR 480 450

(1호기) 485 445

483 446

1047 1034

1050 1025

1049 1050

1200 1120

1210 1135

1204 1123

1079 1220

1075 1124

1072 1206

1100 1090

1063 1002

1090 1073

1070SRO Y1-I35

1129중앙3 Y1-I34

1165중앙2 Y1-I33

1043중앙1 Y1-I32

14:10 - 15:10 465하 Y1-I31 8시간 연속적

평균치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여부

측정방법근로시간 발생형태
측정시간

(시작-종료)

측정치

(1) 조도 측정양식

부서 PANEL명 측정위치

H-7



날짜 : 05.01.27~28 온도 : 22 ℃ 습도 : 55%

단위 : Lux

1회 2회

MCR 460 457

(1호기) 475 462

458 459

14:10 - 15:10 462CRT Y1-I36 8시간 연속적

평균치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여부

측정방법근로시간 발생형태
측정시간

(시작-종료)

측정치

(1) 조도 측정양식

부서 PANEL명 측정위치

H-8



부록 I  OACS 가용성  합성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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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OACS 가용성  합성 검토의견

제 목 SPDS MMI 기기 가용성 개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NUREG-0737 Suppl.1, RG 1.97

문제

1. 모든 화면상에서 필수 안 기능 상태를 항시 확인할수 없다.

2. 비상시 주제어실 등과 연계하여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 상태를 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7가지 필수 안  기능은 모든 

화면에서 그 상태를 보여 주기 

때문에(왼쪽 아래 7개의 

사각형)  설득력이 없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1. 안 기능 상실시 원하는 정보 확인에 있어서 신속성 하

2. 정보 혼동  비상시 응 조치의 지연 혹은 실패의 가능성

개선방향  
개선효과

1. 모든 화면상에 7가지 안 기능 상태 확인 버튼 추가

2. 주제어실 등 정보를 공유하는 각실에 동일한 정보 기기를 제공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고리 2호기 OACS 종합 개선 권고(안) 참조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I-2

제 목  SPDS MMI의 정보 가용성 보완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NUREG-0737 Suppl.1, RG 1.97

문제
1.  정보와 그 지 않은 정보의 구분이 확실치 않다

2. 필수 안 기능 상태 등 체 화면간의 자유롭고 신속한 이동이 어렵다

- LEVEL 1,2,3 로 구분

- 단축키 활용 가능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1. 화면상의 정보를 통한 운 자의 정보처리에 한 신뢰성이 하되며, 운 원이 

요한 정보를 분리해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 안 기능에 향을 주는 충분한 정보를 동시에 감시  평가하기가 어렵다.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즉각 인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에 한 정보에 하여서는 화면상에서 깜빡인다

든지 경보음 등으로 정보에 한 함을 알려 다.

2. LCD 컬러 CRT, 계층 인 화면, Touch screen 등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고리 2호기 OACS 종합 개선 권고(안) 참조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I-3

제 목  화면 구성의 합성 : 사용성 일반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MCR 내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화면 구성 그림

기 항목
(NUREG-0700)

미비

 기본 인 사용성 하 우려

- 사용을 한 기본 제 : 사용시 이나 EOP 등과의 연계방식 불확실

- 역 배치 : 화면의 Level 별로 기본구성이 상이하고 일 성 부족

- 이동 역 불확실 : 버튼 조작인지 키조작인지 불확실

- 요도 배치 부 합 : 동 역 불확실, 화면 주제 정보가 분산됨

- 화창 부  : 메시지 형식이나 발생 치 불확실

  -> 결과 으로, OACS 사용빈도  선호도가 히 떨어짐

- 필수 안 기능의  정도에   

  따라 표시되는 색채가 틀리기 

  때문에 조기에 조치 가능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조작부담  오류 가능성 

안 상태 악시 OACS의 종합 인 기능 사용 회피로 업무 혼란 우려

개선방향  
개선효과

 별도 개선 업무시 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통합이 가능함.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다른 산 정보표시를 연계한 화면 구성 개선 : 사용성 검토 필수

 산 기능 련 인 요소 리방안 : 지침/기  마련  연계성 검토 우선

  -> OACS를 포함한 장기  인 요소 개선 방안(안) 설정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I-4

제 목  화면 구성의 합성 : 정보 합성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MCR 내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화면 구성 그림

기 항목
(NUREG-0700)

미비

사용 편의성

1. SPDS 기능을 한 필수정보와 부가된 참고 정보의 활용시 구별 안됨

2. 화면의 정보량이 과도하게 게 설계되어 이동 조작 부담.

3. 상세 정보 부족  제한  정보만 연계됨 -> 연  정보 획득 곤란

4. 정보 구성의 친숙성이나 제어반 정보와 일 성 불확실

-> 즉각 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쉽고 자연스럽게 설계되지 않음

 - 부가 정보 제공

 - 련 차서 정보 제공

 - 복잡하면 정보 달 혼선유발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화면이동 조작으로 인한 업무 부담  오류 가능성 

 안  정보감시 련 기능 분산  사용 회피 -> 업무 부담/혼란 우려

개선방향  
개선효과

 사용자 선호도 하, 

 훈련시 친숙도 개선을 한 노력  SPDS로서의 활용방식 고려 필요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통합 개선을 한 직무정보요건분석(Task Information Req')분석 우선

  ->   일부 화면 개선 방안 추진  훈련 로그램 설정

SPDS 이외에 다른 기능을 포함하여 고유한 화면구성 설계 통합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I-5

제 목  화면 구성의 합성 : 화면내 정보순항 곤란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MCR 내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화면 구성 그림

기 항목
(NUREG-0700)

미비

 OACS 화면간의 이동  화면 변경을 한 기능 불확실

- L2에서 L3로 진행하는 화면 정보순항 요소 없음 : 키조작

- L2의 보조화면인 변수추이화면에서 다른 Level 로 이동 불가능

- 목록을 통해서만 재 정보 순항 치를 악 가능

- 동일한 Level 내에서는 순환형식으로 제공하여 치 혼동

 - 이  화면을 보기 한 (PREV) 기능 혼동 우려

- 화면을 역을 구분하여 사용

- 연계정보 화면이동 제공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화면이동 조작으로 인한 인터페이스 련 업무 부담  오류 가능성

개선방향  
개선효과

 화면 정보순항 방식 개선 설계 -> 산기기조작에 한 부담 제거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OACS 활용을 한 정보순항 방식 연구 필요

 혹은 산 련 기능의 통합 개선

  -> 화면설계 개선  장기 인 OACS 개선 방안 설정시 고려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I-6

제 목  화면 세부 요소 합성 : 항목별 요약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MCR 내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화면 구성 그림

기 항목
(NUREG-0700)

미비

 화면의 세부요소 부 합

- 자/숫자 표시 : 폰트 지정 가독성 개선 필요

- 용어 : MCB 용어  출력 용어와 일 성 보완 필요

- 기호 : P&ID 등 다른 기호 표시와 일 성 유지 필요

- 선과 표시 역 : 굵기  역 변화에 유의차가 분명하도록

- 색상 : 색상 사용 기 과 의미 불확실, MCB와 일 성 우려

- OACS 는 통일된 기  용

- 용어 변경은 차에 의거 조치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화면 정보 획득시 부담  긴 시 인지  오류 가능성

개선방향  
개선효과

 일부 요소의 직  개선
 화면 요소의 표시 방식 개선 설계 <- 통합  표시기  설정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산기능 련 통합 인 인간공학 설계  검토를 한 기 /지침 필요
 장기 으로 인 요소 리방안 필요
  -> 산기능 반에 한 장기 인 개선 방안 설정시 고려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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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SPDS 환경 합성 개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MCR 내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화면 구성 그림

기 항목
(NUREG-0700)

미비

 OACS 외부요소의 부 합 사항

- 연계기능 : EOP 등과의 연계성 불확실

- 설치 치 : MCB나 차서와 연계하여 활용이 원활하지 않음

- 외부 조명 : 재의 조명은 glare는 없으나 시각 으로 불편

- 보수 리를 한 지원 기능  공간 필요

- 사용을 한 기본 환경 : 의자  차서 활용공간 없음

  - 용 EOP 정보 제공

 - 사용 환경은 최 화 상태

 - CRT에서 LCD 로 환경개선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화면 정보 활용시 부담, 시각  방해 혹은 오류 가능성

개선방향  
개선효과

 일부 요소의 직  개선을 한 별도 검토
 설치 치를 보다 극 인 활용이 가능한 치로 조정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통합 인 인간공학 설계/검토의 기 /지침 필요
  -> 화면설계 개선  장기 인 OACS 개선 방안 설정시 고려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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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면별 검토의견 : L1 (안 기능 표시) 화면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MCR 내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7가지 SF의 종합 Bar 

Graph 표시 화면 구성 

그림

기 항목
(NUREG-0700)

미비

 최상  화면의 표시  의미 불확실

- 상시표시 요건은 만족하지만 달 정보량 부족

- 안 기능별 Bar Graph 표시 높이/범 /변동 등 표시 의미 불확실

- 마우스 click이나 이동을 한 조작 역 구분 불확실

- 상세 정보 획득을 한 안내 메시지나 표시 없음.

 - 정보의 추 이 가능토록 설계

 - 화면 역 구분

 - 조작 방법 정보제공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SPDS 화면 정보 활용시 부담, 시각  방해 혹은 오류 가능성
 ->  효과 인 화면 정보 구성 보강으로 극 인 활용 필요,

개선방향  
개선효과

 재 상태에서 가능한 개선 항목을 확인하기 한 가능성 검토 필요
 산 기능으로서 활용성 제고를 한 극 인 재설계 추진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개선 가능한 사항에 해서는 극 인 보완 추진
 인간공학 련 지침/기   리 방안(인 요소 리 차?)확보 필요
  -> 화면설계 개선  장기 인 OACS 개선 방안 설정시 고려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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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면별 검토의견 : L2 (안 기능별 논리) 화면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MCR 내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7개의 안 기능(Safety 

Function)별 공통  화면 

구성 - 그림

기 항목
(NUREG-0700)

미비

 안 기능(Safety Function)의 논리  구성  표시 불확실

- 안 기능별 논리의 분기  내용 불확실

- 논리 개의 근거 정보나 변동 표시 불충분

- 논리 Y/N 표시 명확성 불충분.

- 연계되는 계통 P&ID  경보항목으로 이동 곤란

- 제한된 수의 변수 표시만 연계 가능,

- 논리  단의 결과에 따른 해당 회복 차서 연계/정보 없음

 - EOP의 알고리듬 용

 - 정보 추 을 한 체계확립

 - SPDS 정보외 운 지원기능

   보유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SPDS 활용시 정보획득  단 부담 혹은 오류 가능성

개선방향  
개선효과

 반 인 정보 구성 개선 필요
 극 인 재설계 추진으로 합성 확보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극 인 재설계 추진
  -> 화면설계 개선  장기 인 OACS 개선 방안 설정시 고려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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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면별 검토의견 : L3 (계통별 상태) 화면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MCR 내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13가지의 계통 혹은 
기능별 화면 구성 - 그림

기 항목
(NUREG-0700)

미비

 각 계통의 안 련 정보 표시 불확실

- P&ID 정보 상세성 부족 -> 다른 MMI 계기 활용 부담을 이지 못함

- 1 차서  MCB와의 일 성 혹은 3개 그룹으로의 분할 근거 불확실

- 안 성 에 한 단 근거로 불충분 -> 추가 확인 필요

- 표시값이 실제값이 아닌 표값이거나, 안 등  표시 없음

- 표시 역여부나 동 인 표시 불확실,

- L1 등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기 한 화면상의 방안 제공 없음

 - 입력신호의 태생  한계

 - 사용빈도에 따른 친숙성 문제

 - 세부 정보 제공 가능

 - 단축키 활용가능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다른 MMI 계기 활용 부담을 이지 못함
 OACS 활용 안 상태 단  감시 능력 부족 혹은 오류 가능성

개선방향  
개선효과

 일부 세부 정보 표시 방식 개선 -> 반 인 정보 구성 개선 필요
 극 인 재설계 추진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일부 개선  장긱 으로 극 인 재설계 추진
  -> 화면설계 개선  장기 인 OACS 개선 방안 설정시 고려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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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면별 검토의견 : 변수추이 화면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MCR 내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변수추이그래  화면 구성 
- 그림

기 항목
(NUREG-0700)

미비

 변수 추이 화면 요소의 합성 보완

- 운 원 설정 가능한 추이 화면 활용성 조

- 해당 변수에 한 화면 근성  기  정보 표시 불확실

- 입력 계측기  표시 특성 조정이 용이하지 않음

- 추이 그래 의 표시 방식 등 가독성 불충분

- 변수의 설정치  조치 등 련 상세 정보 연결 없음

- 표시 역구분 등에 색상 사용 등 재 가능한 추가 보완 가능

 - 운 원 활용빈도 높음

 - 신호등 상세정보 제공

 - HDSR 정보제공

 - 시스템의 한계인정 필요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운 원 심의 변수 표시 기능 재설계 필요
 OACS 활용 변수 감시  단 능력 부족, 오류 가능성

개선방향  
개선효과

 세부 요소 보완  변수 표시 화면의 구성을 반 으로 개선 필요
 계통상태 표시와 연계하여 극 인 재설계 추진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일부 안의 즉각 반   장기 으로 극 인 재설계 추진
  -> 화면설계 개선  장기 인 OACS 개선 방안 설정시 고려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I-12

제 목  화면별 검토의견 : 경보 화면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MCR 내 계기명
(Group명)

OACS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별도의 경보목록 화면 
구성 - 그림

기 항목
(NUREG-0700)

미비

 경보화면의 합성 불확실 사항

- ACK된 경보와 아닌 경보의 역 구분으로 화면 표시 부족

- 신규 발생 경보로 인한 경보목록 변화 내용의 감시 유지 곤란

- 경보 표시의 record별 항목 구성 합성 불충분

- 용어  설정치의 MCB 계기/PPC 설정치와 일 성 불확실 

- 화면 표시 문자의 가독성  역 색상 구분 보강 필요

- 경보 련 변수의 상세 정보 연결 곤란

  - PRINTER,HDSR에서 확인가능

 - EVENT 심으로 제공

 - 경보신호 상세정보 제공 가능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OACS 활용 안 상태 단  감시 능력 부족 혹은 오류 가능성

개선방향  
개선효과

 경보화면의 구성을 반 으로 개선 필요, 
 MCB 경보와 용어  설정치 비교 별도 계획 -> 운 상의 일 성 개선 효과

△

- 오류의 우려는 매우 낮으나 추

가개선은 가능함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극 인 재설계 추진

 경보기능에 한 극 인 재설계 추진-> SPDS 감시 기능을 인터페이스상 통합

 -> 화면설계 개선  장기 인 OACS 개선 방안 설정시 고려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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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J  OACS 화면 합성 검토의견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config1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7.k

문제

Label이 없는 아이콘이 있음

반 으로 씨와 그래픽의 가독성이 낮음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박스형태의 그래픽 내부의 사용된 오 지 색계열의 색상의 채도(saturation)가 낮음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아이콘의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약어를 인지하기 어려워 작업자가 혼동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모니터의 검은색 배경에 흰색을 경 색으로 재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

모니터의 그래픽의 채도를 높도록 설계

아이콘의 의미 악이 쉽도록 재설계

화면의 제목 크기를 일 된 치에 알아보기 쉽도록 씨를 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

아이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아이콘 에 의미를 어놓거나, 한 에 의미를 알 수 

있는 한 아이콘을 설계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config 2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4.o, 6.7.2.7.k

문제

수직으로 쓰여진 label은 가독성이 낮음

회색 박스의 검은색 씨는 가독성이 하됨

반 으로 씨와 그래픽의 가독성이 낮음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박스형태의 그래픽 내부의 사용된 오 지 색계열의 색상의 채도(saturation)가 낮음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아이콘의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약어를 인지하기 어려워 작업자가 혼동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모니터의 검은색 배경에 흰색을 경 색으로 재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

모니터의 그래픽의 채도를 높도록 설계하고 한 색상 비를 이루어 가독성을 향

상되도록 씨를 재설계

아이콘의 의미 악이 쉽도록 재설계

화면의 제목 크기를 일 된 치에 알아보기 쉽도록 씨를 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

수직 방향으로 쓰여진 label을 수평 방향으로 재설게하여 가독성을 향상

아이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아이콘 에 의미를 어놓거나, 한 에 의미를 알 수 

있는 한 아이콘을 설계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반 인 가독성 향상, 약어의 의미 달이 명확한지 확인 과정 필요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3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00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7.k, 6.7.2.2.d

문제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아이콘의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모니터의 검은색 배경에 흰색을 경 색으로 재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

모니터의 그래픽의 채도를 높도록 설계하고 한 색상 비를 이루어 가독성을 향

상되도록 씨를 재설계

씨의 종횡비와 굵기를 고려하여 씨를 재설계

화면의 제목 크기를 일 된 치에 알아보기 쉽도록 씨를 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씨의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4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02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4.o, 6.7.2.7.k

문제

반 으로 씨와 그래픽의 가독성이 낮음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박스형태의 그래픽 내부의 사용된 오 지 색계열의 색상의 채도(saturation)가 낮음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아이콘의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약어를 인지하기 어려워 작업자가 혼동할 수 있음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모니터의 검은색 배경에 흰색을 경 색으로 재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

모니터의 그래픽의 채도를 높도록 설계하고 한 색상 비를 이루어 가독성을 향

상되도록 씨를 재설계

씨의 종횡비와 굵기를 고려하여 씨를 재설계

화면의 제목 크기를 일 된 치에 알아보기 쉽도록 씨를 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

아이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아이콘 에 의미를 어놓거나, 한 에 의미를 알 수 

있는 한 아이콘을 설계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씨의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5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03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4.o, 6.7.2.7.k

문제

수직으로 쓰여진 label은 가독성이 낮음

경색으로 백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 높아서 백색 경색으로 인해 화면 내 다른 

요소들의 가독성이 하됨 (완 한 백색이 아닌 다른 색상을 사용할 것)

회색 박스의 검은색 씨는 가독성이 하됨

반 으로 씨와 그래픽의 가독성이 낮음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약어를 인지하기 어려워 작업자가 혼동할 수 있음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모니터의 검은색 배경에 흰색을 경 색으로 재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

모니터의 그래픽의 채도를 높도록 설계하고 한 색상 비를 이루어 가독성을 향

상되도록 씨를 재설계

씨의 종횡비와 굵기를 고려하여 씨를 재설계

화면의 제목 크기를 일 된 치에 알아보기 쉽도록 씨를 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

아이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아이콘 에 의미를 어놓거나, 한 에 의미를 알 수 

있는 한 아이콘을 설계

수직 방향으로 쓰여 있는 label을 수평 방향으로 재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6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04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문제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그래 의 세로축 과 수치를 왼쪽에도 치시킬 것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움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모니터의 검은색 배경에 흰색을 경 색으로 재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

씨의 종횡비와 굵기를 고려하여 씨를 재설계

그래 의 단 를 제시하고, 그래 의 제목을 제시하여 그래 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

화면의 제목 크기를 일 된 치에 알아보기 쉽도록 씨를 설계하여 가독성을 향상

아이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아이콘 에 의미를 어놓거나, 한 에 의미를 알 수 

있는 한 아이콘을 설계 (화면의 여백이 많기 때문에 아이콘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을 추가할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경색의 채도 증가,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7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05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4.o, 6.7.2.7.k

문제

그래 에서 x축과 y축의 제목이 없음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그래 의 세로축 과 수치를 왼쪽에도 치시킬 것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움(+,-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음)

그래 에 사용된 표시 값의 색상이 잘 보이지 않음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래 를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개선방향  
개선효과

선의 두께를 굵게 하거나,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그래 의 색상을 히 설계하고, 그래 의 단 , 제목을 기입하여 작업자의 기억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계 

아이콘을 의미에 맞게 히 설계(박스 안에 +-표시가 된 아이콘이 수치의 양과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박스 모양을 없애고 다른 씨에 사용된 색채  

씨체와 같은 형태로 제시할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색상의 채도 증가, 가독성 향상, 그래 형 인터페이스의 재설계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8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06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7.k, 6.7.2.2.c, 6.7.2.2.d,

문제

씨에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seconds‘의 씨 크기가 다른 씨에 비하여 작고, 다른 씨와 일 되지 않게 

소문자를 사용함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아이콘의 재설계, 일 성 유지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9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07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7.k, 6.7.2.2.c, 6.7.2.2.d,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seconds‘의 씨 크기가 다른 씨에 비하여 작고, 다른 씨와 일 되지 않게 

소문자를 사용함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아이콘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재설계하거나 에 아이콘의 의미를 을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아이콘의 재설계, 일 성 유지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10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08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7.k, 6.7.2.2.c, 6.7.2.2.d,

문제

'date', 'version'의 씨 크기가 다른 씨에 비하여 작고, 다른 씨와 일 되지 않게 

소문자를 사용함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모두 다 붙임)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아이콘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재설계하거나 에 아이콘의 의미를 을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아이콘의 재설계, 일 성 유지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11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09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오른쪽 화면 상단에 박스안에 제시된 'A'의 의미가 확인이 어려움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아이콘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재설계하거나 에 아이콘의 의미를 을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아이콘의 재설계, 명확하게 의미 달이 되는지 설계 과정에서 확인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12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10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SCARE)

Bar 형태의 그래 의 단 가 작음

단 의 그래 가 어떤 값을 나타내는 지 label이 명확하지 않음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와 씨 유형( 문자/소문자)를 사용할 것

아이콘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재설계하거나 에 아이콘의 의미를 을 것

bar 형태의 그래 의 단 와 label을 부착할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13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12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7.k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오 지 색과 보라색(magenta) 씨의 가독성이 낮음( 씨의 명도를 밝게 하거나, 다른 

색상을 사용)

씨의 크기가 반 으로 작음

지도와 지동의 범례에 사용된 씨가 무 작음

지도에 표시된 선의 색상 간 구별이 잘 되지 않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지도와 씨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와 씨 유형( 문자/소문자)를 사용할 것

아이콘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재설계하거나 에 아이콘의 의미를 을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색상의 채도 증가,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14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13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7.k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박스형태의 그래픽 내부의 사용된 오 지 색계열의 색상의 채도(saturation)가 낮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씨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오 지 색상의 채도를 높여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씨의 종횡비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색상의 채도 증가,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15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15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그래 선의 두께가 얇음
그래 의 에 사용된 씨가 작음
그래 에서 x축과 y축의 제목이 없음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그래 에 사용된 표시 값의 색상이 잘 보이지 않음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자가 소문자인 경우가 있음

색상의 일 성이 없음
화면 하단에 있는 bar 형태의 용도  의미가 불명확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래 를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개선방향  
개선효과

선의 두께를 굵게 하거나,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그래 의 색상을 히 설계하고, 그래 의 단 , 제목을 기입하여 작업자의 기억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계 
y축의  단 를 오른쪽에도 부착
씨의 크기와 유형( 문자, 소문자)을 일 성 있게 설계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그래  재설계, 가독성 향상, 색상 Coding의 재설계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16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16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씨를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씨의 크기가 반 으로 작음

지도에 표시된 선의 색상 간 구별이 잘 되지 않음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색상 Coding의 재설계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17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17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그래 의 , 수치, 단 , 크기가 작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움(박스안에 +-표시가 된 아이콘이 수치의 양과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박스 모양을 없애고 다른 씨에 사용된 색채  씨체와 같은 

형태로 제시할 것) 

에 사용된 큰  사이의 간격이 74이어서 작은  사이의 간격의 정도를 

악하기 어려움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그래픽의 , 수치, 단 의 씨 크기를 키우고, 색상의 조를 이루어 가독성이 

향상되도록 히 설계

의 간격 정도를 10단 로 표시하거나, 50단  등으로 표시하여 쉽게 작업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함 

아이콘의 의미를 에 제시하거나,  해당 기능을 히 표시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재설계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아이콘 재설계, 그래  재설계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18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18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오 지 색과 보라색(magenta) 씨의 가독성이 낮음( 씨의 명도를 밝게 하거나, 다른 

색상을 사용)

씨의 크기가 반 으로 작음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일 성 유지, 가독성 향상, 색상 채도 증가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19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19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에 사용된 큰  사이의 간격이 74이어서 작은  사이의 간격의 정도를 

악하기 어려움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움(박스안에 +-표시가 된 아이콘이 수치의 양과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박스 모양을 없애고 다른 씨에 사용된 색채  씨체와 같은 

형태로 제시할 것)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아이콘의 의미를 에 제시하거나,  해당 기능을 히 표시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재설계

의 간격 정도를 10단 로 표시하거나, 50단  등으로 표시하여 쉽게 작업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함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아이콘 의미의 명확한 달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0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20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색 박스 내부의 씨의 가독성이 낮음

씨가 소문자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 성이 떨어짐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녹색 박스에 쓰여진 씨의 가독성이 낮음

화면 오른쪽 상단의 색 박스의 의미가 불명확

next, previous page의 배치가 부 하고 엔터의 치를 찾기 어려움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next, previous page의 좌우 배치를 바꿀 것

키보드 형태의 박스들의 배치  모양을 실제 키보드와 유사하게 할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채도 증가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1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23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7.k

문제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녹색 박스의 의미 명확하지 않음

씨 크기가 무 작음

오 지 색의 씨의 가독성이 낮음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색상, 약어가 사용되어 작업자에게 혼란을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크게 설계하여 작업자의 가독성을 향상시킴

녹색 박스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할 것

씨의 색상을 밝게 하거나 다른 색상으로 바꿀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2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25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7.k

문제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오 지 색계열의 색상의 채도(saturation)가 낮음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씨의 색상이 어둡고 무 작다.

검은 색 바탕의 회색 씨는 가독성이 매우 낮음

박스 안의 y,n의 상하 배치를 바꿀 것

원들 간의 색상 구분이 어려움, 선을 굵게 할 것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색상, 약어가 사용되어 작업자에게 혼란을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크게 설계하고 씨의 색상 비를 고려하여 히 설계

박스 안의 y,n의 상하 배치를 바꿈으로써 작업자의 인식을 향상시킴

원들간의 색상 구분을 쉽게 하기 하여 원들의 색상 비를 히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원의 두께를 두껍게 할 것

씨의 색상을 밝게 하거나 다른 색상으로 바꿀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색상 Coding의 재설계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3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26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7.k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오 지 색 계역의 씨는 가독성이 떨어짐

그래  선의 두께가 얇음

그래 의 에 사용된 씨가 작음

그래 에서 x축과 y축의 제목과 단 가 없음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그래 에 사용된 표시 값의 색상이 잘 보이지 않음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색상의 일 성이 없음

화면 하단에 있는 bar 형태의 용도  의미가 불명확함

그래 의 오른쪽에 배치된 Y축 단 를 왼쪽에도 치시킬 것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래 를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개선방향  
개선효과

선의 두께를 굵게 하거나,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그래 의 색상을 히 설계하고, 그래 의 단 , 제목을 기입하여 작업자의 기억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계 

y축의  단 를 왼쪽에도 부착

씨의 크기와 유형( 문자, 소문자)을 일 성있게 설계 

△

( 산기 통합시 추후 검토 반 )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그래  재설계, 가독성 향상, 색상 Coding의 재설계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4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27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4.p(강조), 6.7.2.7.a, 6.7.2.2.c, 6.7.2.7.k

문제

두꺼운 하늘색으로 표시된 그래픽에 비해 다른 그래픽 씨의 가독성이 매우 낮음 

씨와 선과 테두리에 사용된 색상을 검은색 배경과 비되도록 변경할 것, 

씨 색상이 어둡고 잘 안보임

아이콘을 알아보기 힘듬

오 지 색계열의 색상의 채도(saturation)가 낮음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화면에 제시된 정보의 수가 무 많음, 요한 정보를 다른 정보보다 강조하여 

표시할 것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래 를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개선방향  
개선효과

선의 두께를 굵게 하거나,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그래 의 색상을 히 설계하고, 그래 의 단 , 제목을 기입하여 작업자의 기억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계 

화면의 약어의 의미를 명확히 달할 수 있도록 설계

씨의 크기와 유형( 문자, 소문자)을 일 성 있게 설계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약어의 의미 달 명확화, 채도 증가, 일 성 유지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5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28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색, 녹색, 황색, 오 지 색의 가독성이 떨어짐

소문자로 씨가 쓰여진 경우가 있어서 일 성이 떨어짐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색상을 을 이용하여 표시하지 말고 박스 체를 칠함으로써 가독성을 향상시킬 것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씨를 문자로 통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일 성 유지,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6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29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7.k

문제

오 지 색과 보라색(magenta) 씨의 가독성이 낮음( 씨의 명도를 밝게 하거나, 다른 

색상을 사용)

씨의 크기가 반 으로 작음

지도와 지동의 범례에 사용된 씨가 무 작음

지도에 표시된 선의 색상 간 구별이 잘 되지 않음

지도 오른쪽에 제시된 값들의 의미가 불명확 함 

값의 이름을 삽입할 것 

지도 상에 표시된 노란색 박스의 의미가 화면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회색 박스 형태의 그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름을 삽입할 것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지도의 가독성이 떨어짐

지도를 보는데 많은 기억을 요구하여 작업자의 오조작을 발생시킬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지도 오른쪽에 제시된 값들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와 씨 유형( 문자/소문자)를 사용할 것

아이콘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재설계하거나 에 아이콘의 의미를 을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신 한 색상 사용,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7

제 목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30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7.k

문제

지도 오른쪽에 제시된 값들의 의미가 불명확 함 

값의 이름을 삽입할 것 

지도 상에 표시된 노란색 박스의 의미가 화면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회색 박스 형태의 그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름을 삽입할 것

오 지 색 가독성 떨어짐

지도 상에 표시된 아이콘의 의미 악이 어려움(아이콘 모양  색상이 불명확)

작은 씨는 가독성이 떨어짐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지도의 가독성이 떨어짐

지도를 보는데 많은 기억을 요구하여 작업자의 오조작을 발생시킬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지도 오른쪽에 제시된 값들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와 씨 유형( 문자/소문자)를 사용할 것

아이콘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재설계하거나 에 아이콘의 의미를 을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색상 Coding의 재설계,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8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31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씨와 그래픽을 해 사용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보라색 씨의 가독성이 떨어짐

갈색 박스내에 제시된 노란색 씨의 굵기가 가늠

씨가 체 으로 작음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에는 흰색을 경 색으로 사용해야 함

문장 형태는 작업자가 신속하게 내용을 악하기 어려우므로 짧게 표 할 것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씨를 문자로 통일

제시하는 내용을 문장 형태가 아닌 짧게 표  할 수 있도록 설계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일 성 유지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29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32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c, 6.7.2.2.d, 6.7.2.7.k

문제

씨를 해 사용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씨 색상의 채도가 낮고, 백색의 경색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낮음

씨의 종횡비가 낮음

씨의 굵기가 무 가늠

제목 씨가 작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30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34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7.k

문제

씨를 해 사용한 하늘색(cyan)은 가독성이 낮음

황색 씨 가독성이 낮음 

소문자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 씨 사용의 일 성이 떨어짐

화면에 사용된 모든 약어(abbreviation 혹은 acronym)의 의미가 작업자에게 명확히 

달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함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화면에 사용된 약어의 의미를 제공하여 작업자의 기억 부담을 여

씨를 일 된 씨 크기를 사용할 것

씨 색의 명도를 높이거나 씨를 굵게 하거나, 씨를 키워서 가독성을 높일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약어 의미 명확화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J-31

제 목 OACS 화면 검토
확인

PSR 검토자  구 진        (서명)  2004 년  7  월    일

계통분류  계기명
(Group명)

H3-36 발 소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항목
(NUREG-0700)

6.7.2.2. 6.7.2.7.k

문제

화면의 제목 크기가 무 작음 (모두 다 붙임)

제목의 정렬 치가 화면끼리 서로 다름(왼쪽 정렬 된 경우, 가운데 정렬된 경우가 

혼재)

일반 으로 검은색 배경을 사용하는데 반해 회색 배경을 사용하고 있어 일 성이 

떨어짐

화면 내 제시된 씨들이 무 작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모니터의 가독성이 낮아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당 기기의 용어와 기능을 악하기 어려워 오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개선효과

씨에 사용된 색상을 배경색에 맞게 조를 이루도록 재설계하고, 색상의 명도를 

높일 것

씨의 종횡비와 두께를 고려하여 씨를 설계할 것

씨 색의 명도를 높이거나 씨를 굵게 하거나, 씨를 키워서 가독성을 높일 것

알람의 종류에 따라 색상을 사용하여 코딩함으로써 알람의 수 을 구분할 것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가독성 향상, 일 성 유지

검토자    (서명)    2004 년     월    일        (서명) 2004 /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부록 K ASP 가용성 평가결과



부록 K  ASP 가용성 평가결과

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이상 112-1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151A

이상 112-2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151A(AB-HV151)

이상 112-3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151A(AB-HV151)

이상 112-4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151A(AB-HV151)

이상 112-1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차단밸브 AB-HS211A

이상 112-2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차단밸브 AB-HS211A(AB-HV211)

이상 112-3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차단밸브 AB-HS211A(AB-HV211)

이상 112-4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차단밸브 AB-HS211A(AB-HV211)

이상 112-1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251A

이상 112-2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251A(AB-HV251)

이상 112-3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251A(AB-HV251)

이상 112-4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251A(AB-HV251)

이상 112-1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351A

이상 112-2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351A(AB-HV351)

이상 112-3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351A(AB-HV351)

이상 112-4 6.9.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351A(AB-HV351)

이상 112-3 6.9.2 JP-201 압력제어기 AB-PIK101A

이상 112-4 6.9.2 JP-201 압력제어기 AB-PIK101A

이상 112-1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

이상 112-1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

이상 112-2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

이상 112-3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

이상 112-4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

이상 112-1 6.9.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101A

이상 112-2 6.9.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101A

이상 112-2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AB-PV101)

이상 112-3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AB-PV101)

이상 112-4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AB-PV101)

이상 112-1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AB-PV101)

이상 112-2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AB-PV101)

이상 112-3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AB-PV101)

이상 112-4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01A(AB-PV101)

이상 112-3 6.9.2 JP-201 압력제어기 AB-PIK201A

이상 112-4 6.9.2 JP-201 압력제어기 AB-PIK201A

이상 112-1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

이상 112-1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

이상 112-2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

이상 112-3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

이상 112-4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

이상 112-1 6.9.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201A

이상 112-2 6.9.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201A

이상 112-2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AB-PV201)

이상 112-3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AB-PV201)

이상 112-4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AB-PV201)

이상 112-1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AB-PV201)

이상 112-2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AB-PV201)

이상 112-3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AB-PV201)

이상 112-4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01A(AB-PV201)

JP-201 SG 2 POWER-OPRD RELIEF VAVE A-8J-AB-PIK-201A

JP-201 SG 1 POWER-OPRD RELIEF VAVE A-8J-AB-PIK-101A

JP-201 SG 3 POWER-OPRD RELIEF BLOCK VV A-8J-AB-HS-351A

JP-201 SG 2 POWER-OPRD RELIEF BLOCK VV A-8J-AB-HS-251A

JP-201 SG 3 STM TO AUX FW PUMP TURB VV A-8J-AB-HS-211A

LIST-P
검토의견

LIST-I

JP-201 SG 1 POWER-OPRD RELIEF BLOCK VV A-8J-AB-HS-151A

K-1



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3 6.9.2 JP-201 압력제어기 AB-PIK301A

이상 112-4 6.9.2 JP-201 압력제어기 AB-PIK301A

이상 112-1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

이상 112-1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

이상 112-2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

이상 112-3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

이상 112-4 7.2.1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

이상 112-1 6.9.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301A

이상 112-2 6.9.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301A

이상 112-2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AB-PV301)

이상 112-3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AB-PV301)

이상 112-4 6.7.2 JP-201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AB-PV301)

이상 112-1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AB-PV301)

이상 112-2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AB-PV301)

이상 112-3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AB-PV301)

이상 112-4 7.1.2 JP-201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01A(AB-PV301)

이상 112-2 6.8.1 JP-201 보조급수 유량지시계를 보면서 수동조절 AL-HC/ZI113A

이상 112-1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2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3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4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1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2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3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4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A

이상 112-3 6.8.1 JP-201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3A

이상 112-4 6.8.1 JP-201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3A 

이상 112-4 6.8.1 JP-201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4A

이상 112-2 6.8.1 JP-201 보조급수 유량지시계를 보면서 수동조절 AL-HC/ZI114A

이상 112-1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2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3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4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1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2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3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4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A

이상 112-3 6.8.1 JP-201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4A

JP-201 STEAM GEN 2 MD AUX FW FLOW N-8J-AL-HC/ZI-114A

JP-201 STEAM GEN 1 MD AUX FW FLOW N-8J-AL-HC/ZI-113A

JP-201 SG 3 POWER-OPRD RELIEF VAVE A-8J-AB-PIK-3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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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4 6.8.1 JP-201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5A

이상 112-2 6.8.1 JP-201 보조급수 유량지시계를 보면서 수동조절 AL-HC/ZI115A

이상 112-1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2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3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4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1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2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3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4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A

이상 112-3 6.8.1 JP-201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5A

이상 112-4 6.8.2 JP-201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3A

이상 112-1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2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3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4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1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2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4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2 6.8.2 JP-201 수동조절하여 증기발생기 수위 AL-HC/ZI213A

이상 112-3 6.8.2 JP-201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3A

이상 112-3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A 

이상 112-4 6.8.2 JP-201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4A

이상 112-2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3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4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1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2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3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4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A

이상 112-2 6.8.2 JP-201 수동조절하여 증기발생기 수위 AL-HC/ZI214A

이상 112-3 6.8.2 JP-201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4A

이상 112-1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4A 

JP-201 STEAM GEN 2 TD AUX FW FLOW N-8J-AL-HC/ZI-214A

JP-201 STEAM GEN 1 TD AUX FW FLOW N-8J-AL-HC/ZI-213A

JP-201 STEAM GEN 3 MD AUX FW FLOW N-8J-AL-HC/ZI-1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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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4 6.8.2 JP-201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5A

이상 112-1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2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3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4 7.2.1 JP-201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1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2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3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4 7.1.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A

이상 112-2 6.8.2 JP-201 수동조절하여 증기발생기 수위 AL-HC/ZI215A

이상 112-3 6.8.2 JP-201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5A

이상 112-1 6.8.1 JP-201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 AL-HS106A

이상 112-2 6.8.1 JP-201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 AL-HS106A(AL-P17)

이상 112-3 6.8.1 JP-201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 AL-HS106A(AL-P17)

이상 112-4 6.8.1 JP-201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 AL-HS106A(AL-P17)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3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3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3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3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4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4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4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4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5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5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5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5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3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3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3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3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4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4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4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4A

이상 112-1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5A

이상 112-2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5A

이상 112-3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5A

이상 112-4 6.7.4 JP-201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5A

이상 112-1 6.8.1 JP-201 AL-P017 출구압력 AL-PI108A

이상 112-2 6.8.1 JP-201 AL-P017 출구압력 AL-PI108A

이상 112-3 6.8.1 JP-201 AL-P017 출구압력 AL-PI108A

이상 112-4 6.8.1 JP-201 AL-P017 출구압력 AL-PI108A

JP-201 MD AUX FW PP P017 DISCH PR A-8J-AL-PI-108A

JP-201 STM GENERATOR 3 AUX FW VV HV215 A-8J-AL-HS-215A

JP-201 STM GENERATOR 2 AUX FW VV HV214 A-8J-AL-HS-214A

JP-201 STM GENERATOR 1 AUX FW VV HV213 A-8J-AL-HS-213A

JP-201 STM GENERATOR 3 AUX FW VV HV115 A-8J-AL-HS-115A

JP-201 STM GENERATOR 2 AUX FW VV HV114 A-8J-AL-HS-114A

JP-201 STM GENERATOR 1 AUX FW VV HV113 A-8J-AL-HS-113A

JP-201 MTR DRIVEN AUX FW PUMP P017 A-8J-AL-HS-106A

JP-201 STEAM GEN 3 TD AUX FW FLOW N-8J-AL-HC/ZI-2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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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1 6.8.1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1A JP-201 CONDS STORAGE TK S-T093 LVL A-8J-AP-LI-101A

이상 112-2 6.8.1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1A(AP-T093)

이상 112-2 6.8.2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1A(AP-T093)

이상 112-3 6.8.1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1A(AP-T093)

이상 112-3 6.8.2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1A(AP-T093)

이상 112-4 6.8.1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1A(AP-T093)

이상 112-4 6.8.2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1A(AP-T093)

이상 112-1 6.8.1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6A JP-201 CONDS STORAGE TK S-T048 LVL A-8J-AP-LI-106A

이상 112-2 6.8.1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6A(AP-T048)

이상 112-2 6.8.2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6A(AP-T048)

이상 112-3 6.8.1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6A(AP-T048)

이상 112-3 6.8.2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6A(AP-T048)

이상 112-4 6.8.1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6A(AP-T048)

이상 112-4 6.8.2 JP-201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106A(AP-T048)

이상 112-1 6.7.5 JP-201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C JP-201 RV HEAD VENT THROTTLE VV A-8J-BB-HIC 443C

이상 112-1 7.1.5 JP-201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C(BB-HV443A)

이상 112-2 6.7.5 JP-201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C(BB-HV443A)

이상 112-2 7.1.5 JP-201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C(BB-HV443A)

이상 112-3 6.7.5 JP-201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C(BB-HV443A)

이상 112-3 7.1.5 JP-201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C(BB-HV443A)

이상 112-4 6.7.5 JP-201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C(BB-HV443A)

이상 112-4 7.1.5 JP-201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C(BB-HV443A)

이상 112-1 6.11.3 JP-201 가압기 보조전열기 BB-HS103A JP-201 PZR BACK-UP HEATERS GROUP A A-8J-BB-HS-103A

이상 112-2 6.11.3 JP-201 가압기 보조전열기 BB-HS103A

이상 112-3 6.11.3 JP-201 가압기 보조전열기 BB-HS103A

이상 112-4 6.11.3 JP-201 가압기 보조전열기 BB-HS103A

이상 112-1 6.11.2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C JP-201 PZR PWR-OPRD RELIEF CTL VV A-8J-BB-HS-445C

이상 112-1 7.2.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C(BB-PV445A)

이상 112-2 6.11.2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C(BB-PV445A)

이상 112-2 7.2.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C(BB-PV445A)

이상 112-3 6.11.2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C(BB-PV445A)

이상 112-3 7.2.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C(BB-PV445A)

이상 112-4 6.11.2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C(BB-PV445A)

이상 112-4 7.2.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C(BB-PV445A)

이상 112-1 6.11.2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D JP-201 PZR PWR-OPRD RELIEF CTL VV A-8J-BB-HS-445D

이상 112-2 6.11.2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D(BB-PV445B)

이상 112-3 6.11.2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D(BB-PV445B)

이상 112-4 6.11.2 JP-20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D(BB-PV445B)

이상 112-1 6.11.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차단밸브 BB-HS5A JP-201 PZR PWR-OPRD RELIEF BLK VV A-8J-BB-HS-005A

이상 112-2 6.11.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차단밸브 BB-HS5A(BB-HV005)

이상 112-3 6.11.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차단밸브 BB-HS5A(BB-HV005)

이상 112-4 6.11.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차단밸브 BB-HS5A(BB-HV005)

이상 112-1 6.11.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차단밸브 BB-HS7A JP-201 PZR PWR-OPRD RELIEF BLK VV A-8J-BB-HS-007A

이상 112-3 6.11.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차단밸브 BB-HS7A(BB-HV007)

이상 112-2 6.11.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차단밸브 BB-HS7A(BB-HV007)

이상 112-4 6.11.1 JP-201 가압기 압력방출차단밸브 BB-HS7A(BB-HV007)

이상 112-1 6.12.1 JP-201 LOOP1 H/L TEMP BB-TI413A JP-201 RCS H-LEG LP1 WIDE RG TEMP A-8J-BB-TI-413A

이상 112-2 6.12.1 JP-201 LOOP1 H/L TEMP BB-TI413A

이상 112-3 6.12.1 JP-201 LOOP1 H/L TEMP BB-TI413A

이상 112-4 6.12.1 JP-201 LOOP1 H/L TEMP BB-TI413A

1. Tag 번호와 일치

1. Tag 번호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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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1 6.12.1 JP-201 LOOP2 H/L TEMP BB-TI423A JP-201 RCS H-LEG LP2 WIDE RG TEMP A-8J-BB-TI-423A

이상 112-2 6.12.1 JP-201 LOOP2 H/L TEMP BB-TI423A

이상 112-3 6.12.1 JP-201 LOOP2 H/L TEMP BB-TI423A

이상 112-4 6.12.1 JP-201 LOOP2 H/L TEMP BB-TI423A

이상 112-1 6.12.1 JP-201 LOOP3 H/L TEMP BB-TI433A JP-201 RCS H-LEG LP3 WIDE RG TEMP A-8J-BB-TI-433A

이상 112-2 6.12.1 JP-201 LOOP3 H/L TEMP BB-TI433A

이상 112-3 6.12.1 JP-201 LOOP3 H/L TEMP BB-TI433A

이상 112-4 6.12.1 JP-201 LOOP3 H/L TEMP BB-TI433A

이상 112-1 6.7.6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C JP-201 RHR HEAT EX OUTLET FLOW N-8J-BC-HC-603C

이상 112-1 7.1.6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C(BC-HV603A)

이상 112-2 6.7.6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C(BC-HV603A)

이상 112-2 7.1.6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C(BC-HV603A)

이상 112-3 6.7.6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C(BC-HV603A)

이상 112-3 7.1.6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C(BC-HV603A)

이상 112-4 6.7.6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C(BC-HV603A)

이상 112-4 7.1.6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C(BC-HV603A)

이상 112-3 7.3.1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A' 출구밸브 BC-HC603C(BC-HV603A)

이상 112-4 7.3.1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A' 출구밸브 BC-HC603C(BC-HV603A)

이상 112-1 7.3.1 JP-201 잔열제거열교환기 'A' 출구밸브 BC-HC603C(BC-HV603A)

이상 112-1 7.3.1 JP-201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101A(BC-HV101) JP-201 RHR PUMP A SUCTION A-8J-BC-HS-101A

이상 112-2 7.3.1 JP-201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101A(BC-HV101)

이상 112-3 7.3.1 JP-201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101A(BC-HV101)

이상 112-4 7.3.1 JP-201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101A(BC-HV101)

이상 112-1 7.3.1 JP-201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102A(BC-HV102) JP-201 RHR PUMP C SUCTION C-8J-BC-HS-102A

이상 112-2 7.3.1 JP-201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102A(BC-HV102)

이상 112-3 7.3.1 JP-201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102A(BC-HV102)

이상 112-4 7.3.1 JP-201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102A(BC-HV102)

이상 112-1 7.3.1 JP-201 잔열제거펌프 BC-HS104A(BC-P024) JP-201 RESIDUAL HEAT REMOVAL PUMP A A-8J-BC-HS-104A

이상 112-2 7.3.1 JP-201 잔열제거펌프 BC-HS104A(BC-P024)

이상 112-3 7.3.1 JP-201 잔열제거펌프 BC-HS104A(BC-P024)

이상 112-4 7.3.1 JP-201 잔열제거펌프 BC-HS104A(BC-P024)

1.절차서 기기명 일치

1. Tag 명칭과 절차서
   용어 일치

1. Tag 번호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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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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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

이상 112-1 6.10.3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IK122A JP-201 CVCS CHARGING FLOW N-8J-BG-FK-122A

이상 112-2 6.10.3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IK122A

이상 112-3 6.10.3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IK122A

이상 112-4 6.10.3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IK122A

이상 112-1 6.7.3 JP-201 충전유량제어밸브 제어기 BG-FK122A

이상 112-1 7.1.3 JP-201 충전유량 밸브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2 7.1.3 JP-201 충전유량 밸브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3 7.1.3 JP-201 충전유량 밸브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4 7.1.3 JP-201 충전유량 밸브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1 7.2.1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1 7.3.1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2 7.2.1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2 7.3.1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3 7.2.1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3 7.3.1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4 7.2.1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4 7.3.1 JP-201 충전유량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2 6.7.3 JP-201 충전유량제어밸브 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3 6.7.3 JP-201 충전유량제어밸브 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4 6.7.3 JP-201 충전유량제어밸브 제어기 BG-FK122A(BG-FV122)

이상 112-1 6.10.1 JP-201 충전펌프 BG-HS21A JP-201 CVCS CHARGING PUMP P091 A-8J-BG-HS-021A

이상 112-2 6.10.1 JP-201 충전펌프 BG-HS21A(BG-P091)

이상 112-3 6.10.1 JP-201 충전펌프 BG-HS21A(BG-P091)

이상 112-4 6.10.1 JP-201 충전펌프 BG-HS21A(BG-P091)

이상 112-1 6.10.1 JP-201 충전펌프 BG-HS23C JP-201 CVCS SWING CHARGING PUMP P093 A-8J-BG-HS-023C

이상 112-2 6.10.1 JP-201 충전펌프 BG-HS23C(BG-P093)

이상 112-3 6.10.1 JP-201 충전펌프 BG-HS23C(BG-P093)

이상 112-4 6.10.1 JP-201 충전펌프 BG-HS23C(BG-P093)

이상 112-1 6.1.1 JP-201 붕산여과기를 거쳐 충전펌프 입구로 가는 밸브 BG-HS27A JP-201 BORIC ACID FLTR TO CHG PUMP VV A-8J-BG-HS-027A

이상 112-1 6.1.1 JP-201 붕산주입밸브 BG-HS27A

이상 112-2 6.1.1 JP-201 붕산여과기를 거쳐 충전펌프 입구로 가는 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3 6.1.1 JP-201 붕산여과기를 거쳐 충전펌프 입구로 가는 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4 6.1.1 JP-201 붕산여과기를 거쳐 충전펌프 입구로 가는 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1 7.2.1 JP-201 붕산이송충전펌프 입구밸브펌프 BG-HS27A(BG-HV27)

이상 112-2 6.1.1 JP-201 붕산주입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3 6.1.1 JP-201 붕산주입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4 6.1.1 JP-201 붕산주입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1 7.3.1 JP-201 비상붕산주입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2 7.3.1 JP-201 비상붕산주입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3 7.3.1 JP-201 비상붕산주입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4 7.3.1 JP-201 비상붕산주입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2 7.2.1 JP-201 충전펌프 입구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3 7.2.1 JP-201 충전펌프 입구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4 7.2.1 JP-201 충전펌프 입구밸브 BG-HS27A(BG-HV27)

이상 112-1 7.3.1 JP-201 BG-HS27A(BG-HV27)

이상 112-2 7.3.1 JP-201 BG-HS27A(BG-HV27)

이상 112-3 7.3.1 JP-201 BG-HS27A(BG-HV27)

이상 112-4 7.3.1 JP-201 BG-HS27A(BG-HV27)

1. FK 와 FIK 혼용
2. 절차서 용어 일치

1. Tag 명칭과 절차서
   용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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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

이상 112-1 6.10.2 JP-201 충전관로 격납용기 차단밸브 BG-HS36A JP-201 CHG LINE ISOL VV A-8J-BG-HS-036A

이상 112-2 6.10.2 JP-201 충전관로 격납용기 차단밸브 BG-HS36A(BG-HV36)

이상 112-3 6.10.2 JP-201 충전관로 격납용기 차단밸브 BG-HS36A(BG-HV36)

이상 112-4 6.10.2 JP-201 충전관로 격납용기 차단밸브 BG-HS36A(BG-HV36)

이상 112-1 6.10.6 JP-201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3A JP-201 LETDOWN ORIFICE BLOCK VV HV-3 A-8J-BG-HS-003A

이상 112-2 6.10.6 JP-201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3A(BG-HV003)

이상 112-3 6.10.6 JP-201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3A(BG-HV003)

이상 112-4 6.10.6 JP-201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3A(BG-HV003)

이상 112-1 6.10.5 JP-201 유출수 격리차단밸브 BG-HS459A JP-201 EMER LETDOWN ISOLATION VV A-8J-BG-HS-459A

이상 112-2 6.10.5 JP-201 유출수 격리차단밸브 BG-HS459A(BG-LV459)

이상 112-3 6.10.5 JP-201 유출수 격리차단밸브 BG-HS459A(BG-LV459)

이상 112-4 6.10.5 JP-201 유출수 격리차단밸브 BG-HS459A(BG-LV459)

이상 112-1 6.1.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 JP-201 BORIC ACID XFR PUMP P004 A-8J-BG-HS-068A

이상 112-1 6.1.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

이상 112-1 7.2.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1 7.3.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1 7.3.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2 6.1.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2 6.1.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2 7.2.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2 7.3.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2 7.3.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3 6.1.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3 6.1.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3 7.2.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3 7.3.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3 7.3.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4 6.1.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4 6.1.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4 7.2.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4 7.3.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4 7.3.1 JP-201 붕산이송펌프 BG-HS68A(BG-P004)

이상 112-1 6.1.1 JP-201 체적제어탱크 수위 BG-LI112 JP-201 VOL CONTROL TANK LEVEL N-8J-BG-LI-112

이상 112-1 6.10.4 JP-201 체적제어탱크(VCT)의 수위 BG-LI112

이상 112-2 6.10.4 JP-201 체적제어탱크(VCT)의 수위 BG-LI112

이상 112-3 6.10.4 JP-201 체적제어탱크(VCT)의 수위 BG-LI112

이상 112-4 6.10.4 JP-201 체적제어탱크(VCT)의 수위 BG-LI112

이상 112-2 6.1.1 JP-201 체적제어탱크 수위 BG-LI112(VCT)

이상 112-3 6.1.1 JP-201 체적제어탱크 수위 BG-LI112(VCT)

이상 112-4 6.1.1 JP-201 체적제어탱크 수위 BG-LI112(VCT)

이상 112-1 6.7.7 JP-201 고압안전주입 계열 'A' 저온관 주입밸브 제어기 BH-HIC937C JP-201 HPSI TR A C-LEG INJ BYP VV CNTR A-8J-BH-HIC-937C

이상 112-1 7.1.7 JP-201 고압안전주입 계열 'A' 저온관 주입밸브 제어기 BH-HIC937C(BH-HV937A)

이상 112-2 6.7.7 JP-201 고압안전주입 계열 'A' 저온관 주입밸브 제어기 BH-HIC937C(BH-HV937A)

이상 112-2 7.1.7 JP-201 고압안전주입 계열 'A' 저온관 주입밸브 제어기 BH-HIC937C(BH-HV937A)

이상 112-3 6.7.7 JP-201 고압안전주입 계열 'A' 저온관 주입밸브 제어기 BH-HIC937C(BH-HV937A)

이상 112-3 7.1.7 JP-201 고압안전주입 계열 'A' 저온관 주입밸브 제어기 BH-HIC937C(BH-HV937A)

이상 112-4 6.7.7 JP-201 고압안전주입 계열 'A' 저온관 주입밸브 제어기 BH-HIC937C(BH-HV937A)

이상 112-4 7.1.7 JP-201 고압안전주입 계열 'A' 저온관 주입밸브 제어기 BH-HIC937C(BH-HV937A)

1. Tag 번호와 일치요

1.Tag 명칭과 절차서
  용어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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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1 6.12.2 JP-201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101A JP-201 NSCW TRAIN A PUMP B-P103 A-8J-EF-HS-101A

이상 112-2 6.12.2 JP-201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101A(EF-P103)

이상 112-3 6.12.2 JP-201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101A(EF-P103)

이상 112-4 6.12.2 JP-201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101A(EF-P103)

이상 112-1 6.12.2 JP-201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102A JP-201 NSCW TRAIN A PUMP B-P104 A-8J-EF-HS-102A

이상 112-2 6.12.2 JP-201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102A(EF-P104)

이상 112-3 6.12.2 JP-201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102A(EF-P104)

이상 112-4 6.12.2 JP-201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102A(EF-P104)

이상 112-1 6.12.3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08A JP-201 COMPONENT CLG WATER PUMP P065 A-8J-EG-HS-108A

이상 112-1 7.3.1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08A(EG-P065)

이상 112-2 6.12.3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08A(EG-P065)

이상 112-2 7.3.1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08A(EG-P065)

이상 112-3 6.12.3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08A(EG-P065)

이상 112-3 7.3.1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08A(EG-P065)

이상 112-4 6.12.3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08A(EG-P065)

이상 112-4 7.3.1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08A(EG-P065)

이상 112-1 6.12.3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14A JP-201 COMPONENT CLG WATER PUMP P066 A-8J-EG-HS-114A

이상 112-1 7.3.1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14A(EG-P066)

이상 112-2 6.12.3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14A(EG-P066)

이상 112-2 7.3.1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14A(EG-P066)

이상 112-3 6.12.3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14A(EG-P066)

이상 112-3 7.3.1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14A(EG-P066)

이상 112-4 6.12.3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14A(EG-P066)

이상 112-4 7.3.1 JP-201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114A(EG-P066)

이상 112-1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정지밸브 FE-HS128C JP-201 STM TO AUX FW TURB ISO VLV A-8J-FE-HS-128C

이상 112-2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정지밸브 FE-HS128C(FE-HV128)

이상 112-3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정지밸브 FE-HS128C(FE-HV128)

이상 112-4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정지밸브 FE-HS128C(FE-HV128)

이상 112-1 6.12.5 JP-201 필수냉각수 계통 GJ-HS105A JP-201 ESS CHILLED WATER PP P030 A-8J-GJ-HS-105A

이상 112-2 6.12.5 JP-201 필수냉각수 계통 GJ-HS105A(GJ-P030)

이상 112-3 6.12.5 JP-201 필수냉각수 계통 GJ-HS105A(GJ-P030)

이상 112-4 6.12.5 JP-201 필수냉각수 계통 GJ-HS105A(GJ-P030)

이상 112-1 6.12.5 JP-201 필수냉각수 계통 GJ-HS109A JP-201 ESS CHILLER Z006 A-8J-GJ-HS-109A

이상 112-2 6.12.5 JP-201 필수냉각수 계통 GJ-HS109A(GJ-Z006)

이상 112-3 6.12.5 JP-201 필수냉각수 계통 GJ-HS109A(GJ-Z006)

이상 112-4 6.12.5 JP-201 필수냉각수 계통 GJ-HS109A(GJ-Z006)

이상 112-1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5A JP-201 TD AUX FW PUMP ROOM AHU F045 A-8J-GL-HS-105A

이상 112-2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5A(GL-F045)

이상 112-3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5A(GL-F045)

이상 112-4 6.8.2 JP-201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5A(GL-F045)

이상 112-1 6.8.1 JP-201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7A JP-201 MD AUX FW PUMP ROOM AHU F047 A-8J-GL-HS-107A

이상 112-2 6.8.1 JP-201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7A(GL-F047)

이상 112-3 6.8.1 JP-201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7A(GL-F047)

이상 112-4 6.8.1 JP-201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7A(GL-F047)

이상 112-1 6.12.4 JP-201 1차기기냉각수 펌프실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9A JP-201 NORTH CCW PP ROOM AHU F041 A-8J-GL-HS-109A

이상 112-2 6.12.4 JP-201 1차기기냉각수 펌프실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9A(GL-F041)

이상 112-3 6.12.4 JP-201 1차기기냉각수 펌프실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9A(GL-F041)

이상 112-4 6.12.4 JP-201 1차기기냉각수 펌프실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109A(GL-F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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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1 6.12.7 JP-201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7A(GN-F007) JP-201 CTMT FAN COOLER F007 A-8J-GN-HS-007A

이상 112-2 6.12.7 JP-201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7A(GN-F007)

이상 112-3 6.12.7 JP-201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7A(GN-F007)

이상 112-4 6.12.7 JP-201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7A(GN-F007)

이상 112-1 6.12.7 JP-201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8A(GN-F008) JP-201 CTMT FAN COOLER F008 A-8J-GN-HS-008A

이상 112-2 6.12.7 JP-201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8A(GN-F008)

이상 112-3 6.12.7 JP-201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8A(GN-F008)

이상 112-4 6.12.7 JP-201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8A(GN-F008)

이상 112-1 6.12.6 JP-201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1A JP-201 CRDM COOLING FAN F011 A-8J-GN-HS-011A

이상 112-2 6.12.6 JP-201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1A(GN-F011)

이상 112-3 6.12.6 JP-201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1A(GN-F011)

이상 112-4 6.12.6 JP-201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1A(GN-F011)

이상 112-1 6.12.6 JP-201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4A JP-201 CRDM COOLING FAN F014 A-8J-GN-HS-014A

이상 112-2 6.12.6 JP-201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4A(GN-F014)

이상 112-3 6.12.6 JP-201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4A(GN-F014)

이상 112-4 6.12.6 JP-201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4A(GN-F014)

이상 112-1 7.2.1 JP-201 PZR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2A JP-201 PRZR PRESS SI TR A BLOCK A-8J-SB-HS-112A

이상 112-1 7.2.2 JP-201 PZR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2A

이상 112-2 7.2.1 JP-201 PZR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2A

이상 112-2 7.2.2 JP-201 PZR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2A

이상 112-3 7.2.2 JP-201 PZR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2A

이상 112-3 7.2.1 JP-201 PZR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2A

이상 112-4 7.2.1 JP-201 PZR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2A

이상 112-4 7.2.2 JP-201 PZR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2A

이상 112-4 7.2.1 JP-201 STM Line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3A JP-201 STEAM LINE SI TR A BLOCK A-8J-SB-HS-113A

이상 112-4 7.2.2 JP-201 STM Line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3A

이상 112-2 7.2.2 JP-201 STM Line Lo PR SI TRN 'A'  BLOCK-RESET SB-HS113A

이상 112-3 7.2.2 JP-201 STM Line Lo PR SI TRN 'A'  BLOCK-RESET SB-HS113A

이상 112-1 7.2.1 JP-201 STM Line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3A

이상 112-2 7.2.1 JP-201 STM Line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3A

이상 112-3 7.2.1 JP-201 STM Line Lo PR SI TRN 'A' BLOCK -RESET SB-HS113A

이상 112-1 7.2.2 JP-201 STM Line Lo PR SI TRN 'A' BLOCK-RESET SB-HS113A

이상 112-1 6.12.1 JP-201 SR검출기 SE-NI31F JP-201 SOURCE RANGE COUNT RATE N-8J-SE-NI-031F

이상 112-2 6.12.1 JP-201 SR검출기 SE-NI31F

이상 112-3 6.12.1 JP-201 SR검출기 SE-NI31F

이상 112-4 6.12.1 JP-201 SR검출기 SE-NI31F

이상 112-1 6.12.1 JP-201 IR검출기 SE-NI35B JP-201 INTMD RANGE CURRENT N-8J-SE-NI-035B

이상 112-2 6.12.1 JP-201 IR검출기 SE-NI35B

이상 112-3 6.12.1 JP-201 IR검출기 SE-NI35B

이상 112-4 6.12.1 JP-201 IR검출기 SE-NI35B

이상 112-1 6.10.3 JP-201 충전 유량지시계 JP-201 CVCS CHARGING FLOW N-8J-BG-FI-122B

이상 112-1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차단밸브 AB-HS311B JP-202 SG1 STM TO AUX FW PUMP TURB VV B-8J-AB-HS-311B

이상 112-2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차단밸브 AB-HS311B(AB-HV311)

이상 112-3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차단밸브 AB-HS311B(AB-HV311)

이상 112-4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차단밸브 AB-HS311B(AB-HV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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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1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551B JP-202 SG 1 POWER-OPRD RELIEF BLOCK VV B-8J-AB-HS-551B

이상 112-2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551B(AB-HV551)

이상 112-3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551B(AB-HV551)

이상 112-4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551B(AB-HV551)

이상 112-1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651B JP-202 SG 2 POWER-OPRD RELIEF BLOCK VV B-8J-AB-HS-651B

이상 112-2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651B(AB-HV651)

이상 112-3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651B(AB-HV651)

이상 112-4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651B(AB-HV651)

이상 112-1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751B JP-202 SG 3 POWER-OPRD RELIEF BLOCK VV B-8J-AB-HS-751B

이상 112-2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751B(AB-HV751)

이상 112-3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751B(AB-HV751)

이상 112-4 6.9.1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차단밸브 AB-HS751B(AB-HV751)

이상 112-3 6.9.2 JP-202 압력제어기 AB-PIK110B JP-202 SG 1 POWER-OPRD RELIEF VAVE B-8J-AB-PIK-110B

이상 112-4 6.9.2 JP-202 압력제어기 AB-PIK110B

이상 112-1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

이상 112-1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

이상 112-2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

이상 112-3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

이상 112-4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

이상 112-1 6.9.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110B

이상 112-2 6.9.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110B

이상 112-2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AB-PV110)

이상 112-3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AB-PV110)

이상 112-4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AB-PV110)

이상 112-1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AB-PV110)

이상 112-2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AB-PV110)

이상 112-3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AB-PV110)

이상 112-4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110B(AB-PV110)

이상 112-3 6.9.2 JP-202 압력제어기 AB-PIK220B JP-202 SG 2 POWER-OPRD RELIEF VAVE B-8J-AB-PIK-220B

이상 112-4 6.9.2 JP-202 압력제어기 AB-PIK220B

이상 112-1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

이상 112-1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

이상 112-2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

이상 112-3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

이상 112-4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

이상 112-1 6.9.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220B

이상 112-2 6.9.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220B

이상 112-2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AB-PV220)

이상 112-3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AB-PV220)

이상 112-4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AB-PV220)

이상 112-1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AB-PV220)

이상 112-2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AB-PV220)

이상 112-3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AB-PV220)

이상 112-4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220B(AB-PV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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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12-3 6.9.2 JP-202 압력제어기 AB-PIK320B JP-202 SG 3 POWER-OPRD RELIEF VAVE B-8J-AB-PIK-320B

이상 112-4 6.9.2 JP-202 압력제어기 AB-PIK320B

이상 112-1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

이상 112-1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

이상 112-2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

이상 112-3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

이상 112-4 7.2.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

이상 112-1 6.9.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320B

이상 112-2 6.9.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제어기 AB-PIK320B

이상 112-2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AB-PV320)

이상 112-3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AB-PV320)

이상 112-4 6.7.2 JP-202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AB-PV320)

이상 112-1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AB-PV320)

이상 112-2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AB-PV320)

이상 112-3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AB-PV320)

이상 112-4 7.1.2 JP-202 증기발생기압력방출밸브 제어기 AB-PIK320B(AB-PV320)

이상 112-4 6.8.1 JP-202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3B JP-202 STEAM GEN 1 MD AUX FW FLOW N-8J-AL-HC/ZI-113B

이상 112-2 6.8.1 JP-202 보조급수 유량지시계를 보면서 수동조절 AL-HC/ZI113B

이상 112-1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2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3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4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1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2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3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4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3B

이상 112-3 6.8.1 JP-202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3B

이상 112-4 6.8.1 JP-202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4B JP-202 STEAM GEN 2 MD AUX FW FLOW N-8J-AL-HC/ZI-114B

이상 112-2 6.8.1 JP-202 보조급수 유량지시계를 보면서 수동조절 AL-HC/ZI114B

이상 112-1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2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3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4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1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2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3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4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4B

이상 112-3 6.8.1 JP-202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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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12-4 6.8.1 JP-202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5B JP-202 STEAM GEN 3 MD AUX FW FLOW N-8J-AL-HC/ZI-115B

이상 112-2 6.8.1 JP-202 보조급수 유량지시계를 보면서 수동조절 AL-HC/ZI115B

이상 112-1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2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3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4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1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2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3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4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115B

이상 112-3 6.8.1 JP-202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115B

이상 112-4 6.8.2 JP-202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3B JP-202 STEAM GEN 1 TD AUX FW FLOW N-8J-AL-HC/ZI-213B

이상 112-1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2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3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4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1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2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3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4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3B

이상 112-2 6.8.2 JP-202 수동조절하여 증기발생기 수위 AL-HC/ZI213B

이상 112-3 6.8.2 JP-202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3B

이상 112-4 6.8.2 JP-202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4B JP-202 STEAM GEN 2 TD AUX FW FLOW N-8J-AL-HC/ZI-214B

이상 112-1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2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3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4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1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2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3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4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4B

이상 112-2 6.8.2 JP-202 수동조절하여 증기발생기 수위 AL-HC/ZI214B

이상 112-3 6.8.2 JP-202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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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12-4 6.8.2 JP-202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5B JP-202 STEAM GEN 3 TD AUX FW FLOW N-8J-AL-HC/ZI-215B

이상 112-1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2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3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4 7.2.2 JP-202 보조급수유량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1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2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3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4 7.1.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C/ZI215B

이상 112-2 6.8.2 JP-202 수동조절하여 증기발생기 수위 AL-HC/ZI215B

이상 112-3 6.8.2 JP-202 증기발생기의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AL-HC/ZI215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3B JP-202 STM GENERATOR 1 AUX FW VV HV113 B-8J-AL-HS-113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3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3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3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4B JP-202 STM GENERATOR 2 AUX FW VV HV114 B-8J-AL-HS-114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4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4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4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5B JP-202 STM GENERATOR 3 AUX FW VV HV115 B-8J-AL-HS-115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5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5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115B

이상 112-1 6.8.1 JP-202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 AL-HS206B JP-202 MTR DRIVEN AUX FW PUMP P018 B-8J-AL-HS-206B

이상 112-2 6.8.1 JP-202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 AL-HS206B(AL-P18)

이상 112-3 6.8.1 JP-202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 AL-HS206B(AL-P18)

이상 112-4 6.8.1 JP-202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 AL-HS206B(AL-P18)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3B JP-202 STM GENERATOR 1 AUX FW VV HV213 B-8J-AL-HS-213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3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3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3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4B JP-202 STM GENERATOR 2 AUX FW VV HV214 B-8J-AL-HS-214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4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4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4B

이상 112-1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5B JP-202 STM GENERATOR 3 AUX FW VV HV215 B-8J-AL-HS-215B

이상 112-2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5B

이상 112-3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5B

이상 112-4 6.7.4 JP-202 보조급수유량제어밸브 제어기 AL-HS215B

이상 112-1 6.8.1 JP-202 AL-P018 출구압력 AL-PI208B JP-202 MD AUX FW PP P018 DISCH PR B-8J-AL-PI-208B

이상 112-2 6.8.1 JP-202 AL-P018 출구압력 AL-PI208B

이상 112-3 6.8.1 JP-202 AL-P018 출구압력 AL-PI208B

이상 112-4 6.8.1 JP-202 AL-P018 출구압력 AL-PI2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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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1 6.8.1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1B JP-202 CONDS STORAGE TK S-T093 LVL B-8J-AP-LI-201B

이상 112-2 6.8.1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1B(AP-T048)

이상 112-2 6.8.2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1B(AP-T048)

이상 112-3 6.8.1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1B(AP-T048)

이상 112-3 6.8.2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1B(AP-T048)

이상 112-4 6.8.1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1B(AP-T048)

이상 112-4 6.8.2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1B(AP-T048)

이상 112-1 6.8.1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6B JP-202 CONDS STORAGE TK S-T048 LVL B-8J-AP-LI-206B

이상 112-2 6.8.1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6B(AP-T093)

이상 112-2 6.8.2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6B(AP-T093)

이상 112-3 6.8.1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6B(AP-T093)

이상 112-3 6.8.2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6B(AP-T093)

이상 112-4 6.8.1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6B(AP-T093)

이상 112-4 6.8.2 JP-202 복수저장탱크  수위 AP-LI206B(AP-T093)

이상 112-1 6.7.5 JP-20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D JP-202 RV HEAD VENT THROTTLE VV B-8J-BB-HIC 443D

이상 112-1 7.1.5 JP-20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D(BB-HV443B)

이상 112-2 6.7.5 JP-20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D(BB-HV443B)

이상 112-2 7.1.5 JP-20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D(BB-HV443B)

이상 112-3 6.7.5 JP-20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D(BB-HV443B)

이상 112-3 7.1.5 JP-20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D(BB-HV443B)

이상 112-4 6.7.5 JP-20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D(BB-HV443B)

이상 112-4 7.1.5 JP-202 원자로용기 배기밸브 제어기 BB-HIC443D(BB-HV443B)

이상 112-1 6.11.3 JP-202 가압기 보조전열기 BB-HS203B JP-202 PZR BACK-UP HEATERS GROUP B B-8J-BB-HS-203B

이상 112-2 6.11.3 JP-202 가압기 보조전열기 BB-HS203B

이상 112-3 6.11.3 JP-202 가압기 보조전열기 BB-HS203B

이상 112-4 6.11.3 JP-202 가압기 보조전열기 BB-HS203B

이상 112-1 6.11.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4D JP-202 PZR PWR-OPRD RELIEF CTL VV B-8J-BB-HS-444D

이상 112-1 7.2.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4D(BB-PV444B)

이상 112-2 6.11.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4D(BB-PV444B)

이상 112-2 7.2.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4D(BB-PV444B)

이상 112-3 6.11.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4D(BB-PV444B)

이상 112-3 7.2.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4D(BB-PV444B)

이상 112-4 6.11.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4D(BB-PV444B)

이상 112-4 7.2.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4D(BB-PV444B)

이상 112-1 7.2.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D(BB-PV445B)

이상 112-2 7.2.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D(BB-PV445B)

이상 112-3 7.2.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D(BB-PV445B)

이상 112-4 7.2.2 JP-20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BB-HS445D(BB-PV445B)

이상 112-1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10A JP-202 RCS LOOP 1 C-LEG TEMP B-8J-BB-TI-410A

이상 112-2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10A

이상 112-3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10A

이상 112-4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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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1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20A JP-202 RCS LOOP 2 C-LEG TEMP B-8J-BB-TI-420A

이상 112-2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20A

이상 112-3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20A

이상 112-4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20A

이상 112-1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30A JP-202 RCS LOOP 3 C-LEG TEMP B-8J-BB-TI-430A

이상 112-2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30A

이상 112-3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30A

이상 112-4 6.12.1 JP-202 LOOP1 C/L TEMP BB-TI430A

이상 112-1 6.7.6 JP-202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D JP-202 RHR HEAT EX OUTLET FLOW N-8J-BC-HC-603D

이상 112-1 7.1.6 JP-202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D(BC-HV603B)

이상 112-2 6.7.6 JP-202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D(BC-HV603B)

이상 112-2 7.1.6 JP-202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D(BC-HV603B)

이상 112-3 6.7.6 JP-202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D(BC-HV603B)

이상 112-3 7.1.6 JP-202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D(BC-HV603B)

이상 112-4 6.7.6 JP-202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D(BC-HV603B)

이상 112-4 7.1.6 JP-202 잔열제거열교환기 출구밸브 제어기 BC-HC603D(BC-HV603B)

이상 112-3 7.3.2 JP-202 잔열제거열교환기 'B' 출구밸브 BC-HC603D(BC-HV603B)

이상 112-4 7.3.2 JP-202 잔열제거열교환기 'B' 출구밸브 BC-HC603D(BC-HV603B)

이상 112-1 7.3.2 JP-202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201B(BC-HV201) JP-202 RHR INLET ISOL VV B-8J-BC-HS-201B

이상 112-2 7.3.2 JP-202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201B(BC-HV201)

이상 112-3 7.3.2 JP-202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201B(BC-HV201)

이상 112-4 7.3.2 JP-202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201B(BC-HV201)

이상 112-1 7.3.2 JP-202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202B(BC-HV202) JP-202 RHR PP INLET ISOL VV B-8J-BC-HS-202B

이상 112-2 7.3.2 JP-202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202B(BC-HV202)

이상 112-3 7.3.2 JP-202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202B(BC-HV202)

이상 112-4 7.3.2 JP-202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밸브 BC-HS202B(BC-HV202)

이상 112-1 7.3.2 JP-202 잔열제거펌프 BC-HS204B(BC-P025) JP-202 RESIDUAL HEAT REMOVAL PUMP B B-8J-BC-HS-204B

이상 112-2 7.3.2 JP-202 잔열제거펌프 BC-HS204B(BC-P025)

이상 112-3 7.3.2 JP-202 잔열제거펌프 BC-HS204B(BC-P025)

이상 112-4 7.3.2 JP-202 잔열제거펌프 BC-HS204B(BC-P025)

이상 112-1 6.10.6 JP-202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1B JP-202 LETDOWN ORIFICE BLOCK VV HV-1 B-8J-BG-HS-001B

이상 112-2 6.10.6 JP-202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1B(BG-HV001)

이상 112-3 6.10.6 JP-202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1B(BG-HV001)

이상 112-4 6.10.6 JP-202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1B(BG-HV001)

이상 112-1 6.1.2 JP-202 붕산여과기를 거쳐 충전펌프 입구로 가는 밸브 BG-HS20B JP-202 BORIC ACID FLTR TO CHG PUMP VV B-8J-BG-HS-020B

이상 112-1 6.1.2 JP-202 붕산주입밸브 BG-HS20B

이상 112-2 6.1.2 JP-202 붕산여과기를 거쳐 충전펌프 입구로 가는 밸브 BG-HS20B(BG-HV20)

이상 112-3 6.1.2 JP-202 붕산여과기를 거쳐 충전펌프 입구로 가는 밸브 BG-HS20B(BG-HV20)

이상 112-4 6.1.2 JP-202 붕산여과기를 거쳐 충전펌프 입구로 가는 밸브 BG-HS20B(BG-HV20)

이상 112-2 6.1.2 JP-202 붕산주입밸브 BG-HS20B(BG-HV20)

이상 112-3 6.1.2 JP-202 붕산주입밸브 BG-HS20B(BG-HV20)

이상 112-4 6.1.2 JP-202 붕산주입밸브 BG-HS20B(BG-HV20)

이상 112-1 7.2.2 JP-202 충전펌프 입구밸브 BG-HS20B(BG-HV20)

이상 112-2 7.2.2 JP-202 충전펌프 입구밸브 BG-HS20B(BG-HV20)

이상 112-3 7.2.2 JP-202 충전펌프 입구밸브 BG-HS20B(BG-HV20)

이상 112-4 7.2.2 JP-202 충전펌프 입구밸브 BG-HS20B(BG-HV20)

이상 112-1 7.3.2 JP-202 BG-HS20B(BG-HV20)

이상 112-2 7.3.2 JP-202 BG-HS20B(BG-HV20)

이상 112-3 7.3.2 JP-202 BG-HS20B(BG-HV20)

이상 112-4 7.3.2 JP-202 BG-HS20B(BG-HV20)

1. LOOP 3 오타

1. 절차서 기기명
   일치요

1. Tag 번호 일치
 HS-001B 와 HS1B

1. LOOP 2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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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1 6.10.1 JP-202 충전펌프 BG-HS22B JP-202 CVCS CHARGING PUMP P092 B-8J-BG-HS-022B

이상 112-2 6.10.1 JP-202 충전펌프 BG-HS22B(BG-P092)

이상 112-3 6.10.1 JP-202 충전펌프 BG-HS22B(BG-P092)

이상 112-4 6.10.1 JP-202 충전펌프 BG-HS22B(BG-P092)

이상 112-1 6.10.1 JP-202 충전펌프 BG-HS23D JP-202 CVCS SWING CHARGING PUMP P093 B-8J-BG-HS-023D

이상 112-2 6.10.1 JP-202 충전펌프 BG-HS23D(BG-P093)

이상 112-3 6.10.1 JP-202 충전펌프 BG-HS23D(BG-P093)

이상 112-4 6.10.1 JP-202 충전펌프 BG-HS23D(BG-P093)

이상 112-1 6.10.6 JP-202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2B JP-202 LETDOWN ORIFICE BLOCK VV HV-2 B-8J-BG-HS-002B

이상 112-2 6.10.6 JP-202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2B(BG-HV002)

이상 112-3 6.10.6 JP-202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2B(BG-HV002)

이상 112-4 6.10.6 JP-202 유출수 오리피스차단밸브 BG-HS2B(BG-HV002)

이상 112-1 6.10.2 JP-202 충전관로 격납용기 차단밸브 BG-HS37B JP-202 CHG LINE ISOL VV B-8J-BG-HS-037B

이상 112-2 6.10.2 JP-202 충전관로 격납용기 차단밸브 BG-HS37B(BG-HV37)

이상 112-3 6.10.2 JP-202 충전관로 격납용기 차단밸브 BG-HS37B(BG-HV37)

이상 112-4 6.10.2 JP-202 충전관로 격납용기 차단밸브 BG-HS37B(BG-HV37)

이상 112-1 6.10.5 JP-202 유출수 격리차단밸브 BG-HS460B JP-202 EMER LETDOWN ISOLATION VV B-8J-BG-HS-460B

이상 112-2 6.10.5 JP-202 유출수 격리차단밸브 BG-HS460B(BG-LV460)

이상 112-3 6.10.5 JP-202 유출수 격리차단밸브 BG-HS460B(BG-LV460)

이상 112-4 6.10.5 JP-202 유출수 격리차단밸브 BG-HS460B(BG-LV460)

이상 112-1 6.1.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 JP-202 BORIC ACID XFR PUMP P005 B-8J-BG-HS-069B

이상 112-1 6.1.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

이상 112-1 7.2.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1 7.3.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2 6.1.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2 7.2.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2 7.3.1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3 6.1.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3 6.1.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3 7.2.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3 7.3.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4 6.1.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4 6.1.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4 7.2.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4 7.3.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2 6.1.2 JP-202 붕산이송펌프 BG-HS69B(BG-P005) 

이상 112-1 6.7.8 JP-202 붕산주입탱크 입구밸브 제어기 BH-HIC937D JP-202 BI TANK INLET THROTTLE VALVE B-8J-BH-HIC-937D

이상 112-1 7.1.8 JP-202 붕산주입탱크 입구밸브 제어기 BH-HIC937D(BH-HV937B)

이상 112-2 6.7.8 JP-202 붕산주입탱크 입구밸브 제어기 BH-HIC937D(BH-HV937B)

이상 112-2 7.1.8 JP-202 붕산주입탱크 입구밸브 제어기 BH-HIC937D(BH-HV937B)

이상 112-3 6.7.8 JP-202 붕산주입탱크 입구밸브 제어기 BH-HIC937D(BH-HV937B)

이상 112-3 7.1.8 JP-202 붕산주입탱크 입구밸브 제어기 BH-HIC937D(BH-HV937B)

이상 112-4 6.7.8 JP-202 붕산주입탱크 입구밸브 제어기 BH-HIC937D(BH-HV937B)

이상 112-4 7.1.8 JP-202 붕산주입탱크 입구밸브 제어기 BH-HIC937D(BH-HV937B)

1. Tag 번호 일치
 HS-002B 와 HS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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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o. Step No. PN no. Tag name Tag number PN no. Tag name Tag number

LIST-P
검토의견

LIST-I

이상 112-1 6.12.2 JP-202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201B JP-202 NSCW TRAIN B PUMP B-P105 B-8J-EF-HS-201B

이상 112-2 6.12.2 JP-202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201B(EF-P105)

이상 112-3 6.12.2 JP-202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201B(EF-P105)

이상 112-4 6.12.2 JP-202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201B(EF-P105)

이상 112-1 6.12.2 JP-202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202B JP-202 NSCW TRAIN B PUMP B-P106 B-8J-EF-HS-202B

이상 112-2 6.12.2 JP-202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202B(EF-P106)

이상 112-3 6.12.2 JP-202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202B(EF-P106)

이상 112-4 6.12.2 JP-202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EF-HS202B(EF-P106)

이상 112-1 6.12.3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08B JP-202 COMPONENT CLG WATER PUMP P067 B-8J-EG-HS-208B

이상 112-1 7.3.2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08B(EG-P067)

이상 112-2 6.12.3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08B(EG-P067)

이상 112-2 7.3.2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08B(EG-P067)

이상 112-3 6.12.3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08B(EG-P067)

이상 112-3 7.3.2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08B(EG-P067)

이상 112-4 6.12.3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08B(EG-P067)

이상 112-4 7.3.2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08B(EG-P067)

이상 112-1 6.12.3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14B JP-202 COMPONENT CLG WATER PUMP P068 B-8J-EG-HS-214B

이상 112-1 7.3.2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14B(EG-P068)

이상 112-2 6.12.3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14B(EG-P068)

이상 112-2 7.3.2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14B(EG-P068)

이상 112-3 6.12.3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14B(EG-P068)

이상 112-3 7.3.2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14B(EG-P068)

이상 112-4 6.12.3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14B(EG-P068)

이상 112-4 7.3.2 JP-202 1차기기냉각수펌프 EG-HS214B(EG-P068)

이상 112-1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정지밸브 FE-HS128D JP-202 STM TO AUX FW TURB ISO VLV B-8J-FE-HS-128D

이상 112-2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정지밸브 FE-HS128D(FE-HV128)

이상 112-3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정지밸브 FE-HS128D(FE-HV128)

이상 112-4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증기공급정지밸브 FE-HS128D(FE-HV128)

이상 112-1 6.12.5 JP-202 필수냉각수 계통 GJ-HS205B JP-202 ESS CHILLED WATER PP P031 B-8J-GJ-HS-205B

이상 112-2 6.12.5 JP-202 필수냉각수 계통 GJ-HS205B(GJ-P031)

이상 112-3 6.12.5 JP-202 필수냉각수 계통 GJ-HS205B(GJ-P031)

이상 112-4 6.12.5 JP-202 필수냉각수 계통 GJ-HS205B(GJ-P031)

이상 112-1 6.12.5 JP-202 필수냉각수 계통 GJ-HS209B JP-202 ESS CHILLER Z007 B-8J-GJ-HS-209B

이상 112-2 6.12.5 JP-202 필수냉각수 계통 GJ-HS209B(GJ-Z007)

이상 112-3 6.12.5 JP-202 필수냉각수 계통 GJ-HS209B(GJ-Z007)

이상 112-4 6.12.5 JP-202 필수냉각수 계통 GJ-HS209B(GJ-Z007)

이상 112-1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5B JP-202 TD AUX FW PUMP ROOM AHU F046 B-8J-GL-HS-205B

이상 112-2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5B(GL-F046)

이상 112-3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5B(GL-F046)

이상 112-4 6.8.2 JP-202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5B(GL-F046)

이상 112-1 6.8.1 JP-202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7B JP-202 MD AUX FW PUMP ROOM AHU F048 B-8J-GL-HS-207B

이상 112-2 6.8.1 JP-202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7B(GL-F048)

이상 112-3 6.8.1 JP-202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7B(GL-F048)

이상 112-4 6.8.1 JP-202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실내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7B(GL-F048)

이상 112-1 6.12.4 JP-202 1차기기냉각수 펌프실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9B JP-202 SOUTH CCW PP ROOM AHU F042 B-8J-GL-HS-209B

이상 112-2 6.12.4 JP-202 1차기기냉각수 펌프실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9B(GL-F042)

이상 112-3 6.12.4 JP-202 1차기기냉각수 펌프실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9B(GL-F042)

이상 112-4 6.12.4 JP-202 1차기기냉각수 펌프실의 공기조화계통 팬 GL-HS209B(GL-F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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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

이상 112-1 6.12.7 JP-202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9B(GN-F009) JP-202 CTMT FAN COOLER F009 B-8J-GN-HS-009B

이상 112-2 6.12.7 JP-202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9B(GN-F009)

이상 112-3 6.12.7 JP-202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9B(GN-F009)

이상 112-4 6.12.7 JP-202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09B(GN-F009)

이상 112-1 6.12.7 JP-202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10B(GN-F010) JP-202 CTMT FAN COOLER F010 B-8J-GN-HS-010B

이상 112-2 6.12.7 JP-202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10B(GN-F010)

이상 112-3 6.12.7 JP-202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10B(GN-F010)

이상 112-4 6.12.7 JP-202 격납용기열제거계통 팬 GN-HS10B(GN-F010)

이상 112-1 6.12.6 JP-202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2B JP-202 CRDM COOLING FAN F012 B-8J-GN-HS-012B

이상 112-2 6.12.6 JP-202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2B(GN-F012)

이상 112-3 6.12.6 JP-202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2B(GN-F012)

이상 112-4 6.12.6 JP-202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2B(GN-F012)

이상 112-1 6.12.6 JP-202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3B JP-202 CRDM COOLING FAN F013 B-8J-GN-HS-013B

이상 112-2 6.12.6 JP-202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3B(GN-F013)

이상 112-3 6.12.6 JP-202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3B(GN-F013)

이상 112-4 6.12.6 JP-202 제어봉구동장치냉각팬 GN-HS13B(GN-F013)

이상 112-3 7.2.1 JP-202 PZR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2B JP-202 PRZR PRESS SI TR B BLOCK B-8J-SB-HS-212B

이상 112-1 7.2.1 JP-202 PZR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2B

이상 112-2 7.2.1 JP-202 PZR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2B

이상 112-4 7.2.1 JP-202 PZR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2B

이상 112-4 7.2.2 JP-202 PZR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2B

이상 112-1 7.2.2 JP-202 PZR Lo PR SI TRN 'B'BLOCK -RESET SB-HS212B

이상 112-2 7.2.2 JP-202 PZR Lo PR SI TRN 'B'BLOCK -RESET SB-HS212B

이상 112-3 7.2.2 JP-202 PZR Lo PR SI TRN 'B'BLOCK -RESET SB-HS212B

이상 112-2 7.2.1 JP-202 STM Line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3B JP-202 STEAM LINE SI TR B BLOCK B-8J-SB-HS-213B

이상 112-3 7.2.2 JP-202 STM Line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3B

이상 112-4 7.2.1 JP-202 STM Line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3B

이상 112-4 7.2.2 JP-202 STM Line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3B

이상 112-2 7.2.2 JP-202 STM Line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3B

이상 112-3 7.2.1 JP-202 STM Line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3B

이상 112-1 7.2.1 JP-202 STM Line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3B

이상 112-1 7.2.2 JP-202 STM Line Lo PR SI TRN 'B' BLOCK-RESET SB-HS213B

이상 112-1 6.12.1 JP-202 SR검출기 SE-NI32F JP-202 SOURCE RANGE COUNT RATE N-8J-SE-NI-032F

이상 112-2 6.12.1 JP-202 SR검출기 SE-NI32F

이상 112-3 6.12.1 JP-202 SR검출기 SE-NI32F

이상 112-4 6.12.1 JP-202 SR검출기 SE-NI32F

이상 112-1 6.12.1 JP-202 IR검출기 SE-NI36B JP-202 INTMD RANGE CURRENT N-8J-SE-NI-036B

이상 112-2 6.12.1 JP-202 IR검출기 SE-NI36B

이상 112-3 6.12.1 JP-202 IR검출기 SE-NI36B

이상 112-4 6.12.1 JP-202 IR검출기 SE-NI36B

이상 112-1 6.1.2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A JP-202 CONTROL ISOL SSILS CAB P061A B-8J-XX-HS-P061A

이상 112-1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A

이상 112-2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A

이상 112-2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A

이상 112-3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A

이상 112-3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A

이상 112-4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A

이상 112-4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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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12-1 6.1.2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C JP-202 CONTROL ISOL SSILS CAB P061C B-8J-XX-HS-P061C

이상 112-1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C

이상 112-2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C

이상 112-2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C

이상 112-3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C

이상 112-3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C

이상 112-4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C

이상 112-4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C

이상 112-1 6.1.2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D JP-202 CONTROL ISOL SSILS CAB P061D B-8J-XX-HS-P061D

이상 112-1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D

이상 112-2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D

이상 112-2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D

이상 112-3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D

이상 112-3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D

이상 112-4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D

이상 112-4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D

이상 112-1 6.1.2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F JP-202 CONTROL ISOL SSILS CAB P061F B-8J-XX-HS-P061F

이상 112-1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F

이상 112-2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F

이상 112-2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F

이상 112-3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F

이상 112-3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F

이상 112-4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F

이상 112-4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F

이상 112-1 6.1.2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G JP-202 CONTROL ISOL SSILS CAB P061G B-8J-XX-HS-P061G

이상 112-1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G

이상 112-2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G

이상 112-2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G

이상 112-3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G

이상 112-3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G

이상 112-4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G

이상 112-4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G

이상 112-1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J JP-202 CONTROL ISOL SSILS CAB P061J B-8J-XX-HS-P061J

이상 112-2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J

이상 112-2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J

이상 112-3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J

이상 112-3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J

이상 112-4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J

이상 112-4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J

이상 112-1 6.1.2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J 

이상 112-1 6.1.2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K JP-202 CONTROL ISOL SSILS CAB P061K B-8J-XX-HS-P061K

이상 112-1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K

이상 112-2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K

이상 112-2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K

이상 112-3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K

이상 112-3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K

이상 112-4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K

이상 112-4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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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12-1 7.1.1 JP-202 격리스위치 X-HS-P061M JP-202 CONTROL ISOL SSILS CAB P061M B-8J-XX-HS-P061M

이상 112-2 7.1.1 JP-202 격리스위치 X-HS-P061M

이상 112-3 7.1.1 JP-202 격리스위치 X-HS-P061M

이상 112-4 7.1.1 JP-202 격리스위치 X-HS-P061M

이상 112-1 6.1.2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M

이상 112-2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M

이상 112-3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M

이상 112-4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M

이상 112-1 6.1.2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N JP-202 CONTROL ISOL SSILS CAB P061N B-8J-XX-HS-P061N

이상 112-1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N

이상 112-2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N

이상 112-2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N

이상 112-3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N

이상 112-3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N

이상 112-4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N

이상 112-4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N

이상 112-1 6.1.2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R JP-202 CONTROL ISOL SSILS CAB P061R B-8J-XX-HS-P061R

이상 112-1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R

이상 112-2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R

이상 112-2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R

이상 112-3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R

이상 112-3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R

이상 112-4 6.7.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R

이상 112-4 7.1.1 JP-202 격리스위치 XX-HS-P061R

이상 112-1 6.11.3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1, 3의 압력계 BB- PI403B JP-201 RCS LOOP 1 WIDE RG PRESS A-8J-BB-PI-403A

이상 112-2 6.11.3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1, 3의 압력계 BB- PI403B

이상 112-4 6.11.3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1, 3의 압력계 BB-PI403B

이상 112-3 6.11.3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1, 3의 압력계 BB- PI403B

이상 112-3 6.11.3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1, 3의 압력계 BB-402B JP-202 RCS LOOP 3 WIDE RG PRESS D-8J-BB-PI-402B

이상 112-1 6.11.3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1, 3의 압력계 BB-402B

이상 112-2 6.11.3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1, 3의 압력계 BB-402B

이상 112-4 6.11.3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1, 3의 압력계 BB-402B

이상 112-1 6.8.1 보조급수동작신호 SA-HS107A JP-201 MD AFS TR A OVRDE/RST A-8J-SA-HS-107A

이상 112-3 6.8.1 보조급수동작신호 SA-HS107A

이상 112-4 6.8.1 보조급수동작신호(MD-AFS) SA-HS107A

이상 112-2 6.8.1 보조급수동작신호(MD-AFS)   SA-HS107A

이상 112-1 6.8.1 보조급수동작신호 SA-HS207B JP-202 MD AFS TR B OVRDE/RST B-8J-SA-HS-207B

이상 112-3 6.8.1 보조급수동작신호 SA-HS207B

이상 112-4 6.8.1 보조급수동작신호(MD-AFS) SA-HS207B

이상 112-2 6.8.1 보조급수동작신호(MD-AFS)   SA-HS207B

이상 112-1 6.10 JP-201 가압기 수위 JP-201 PRESSURIZER LEVEL A-8J-BB-LI-459B

JP-202 JP-202 PRESSURIZER LEVEL B-8J-BB-LI-460A

이상 112-1 6.11 JP-201 가압기 압력 JP-201 PRESSURIZER PRESSURE A-8J-BB-PI-455A

JP-202 JP-202 PRESSURIZER PRESSURE B-8J-BB-PI-456

이상 112-1 6.8.1 JP-201 보조급수 유량지시계 JP-201 STEAM GEN 1 AUX FW FLOW A-8J-AL-FI-119A

JP-201 JP-201 STEAM GEN 2 AUX FW FLOW A-8J-AL-FI-120A

JP-201 JP-201 STEAM GEN 3 AUX FW FLOW A-8J-AL-FI-121A

JP-202 JP-202 STEAM GEN 1 AUX FW FLOW B-8J-AL-FI-122B

JP-202 JP-202 STEAM GEN 2 AUX FW FLOW B-8J-AL-FI-123B

JP-202 JP-202 STEAM GEN 3 AUX FW FLOW B-8J-AL-FI-124B

1. Tag 번호 오타

1. Tag 번호 표현
   방법  일치요
2. 제어반 JP-201
  압력계 PI-403A 임

K-21



부록 L  ASP MMI 합성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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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L  ASP MMI 합성 검토의견

AUXILIARY SHUTDOWN SECTION A

A-7J-AJ-P202

AUXILIARY SHUTDOWN SECTION B

B-7J-AJ-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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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ESP  부 시설 배치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주운  지역  운 치

- 제어반  부 시설

- 비치 자료

- 비품, 소모품  비상장비

- 출입 통제

문제

 1. 출입문과 제어반 치 문제

   - 출입문과 무 가까이에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공간이 좁아 운   

상태정보 모니터 하기기 에는 부 합

 2. 운 련자료 보  부

   - 자료의 종류 는 자료명을 표기한 명 이 없거나 오손되어 자료의 종류별 

치 는 해당자료명의 식별이 어려움

 3. 별도의 소모품이나 비품이 없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제어반 뒤쪽으로 공간 등 설치 변경 고려

 2. 자료 구비 - 자료의 종류별로 명 을 부착하고 해당 자료명을 명기하며 체계

으로 분류 보 되도록 함

 3. 소모품  비품 보완 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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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환경 조건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온도  습도

- 환기

- 조명

- 소음

- 사물함

- 분 기  안락감

문제

 1. 온도  습도 문제 : 온도가 낮음 (지하), 습도???

 2. 환기 문제 : 환기 불량 (매 한 먼지 냄새)

 3. 조명 문제 : 어두운 상태 (깨진 등 다수) -> 추가 상세 조사 필요

 4. 소음 문제 : 소음 심각( 화통화 불가능)

 5. 분 기  안락감 문제

   - 제어반이 출입구와 가까이 있어 압감이 있고 천장에 노즐이 그 로 노출

되어 있어 안락감이 떨어짐

   - 운 종사자의 책상과 의자가 낡고 먼지가 많으며 작업공간으로 불충분.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개선필요

 2. 개선필요

 3. 개선필요

 4. 개선필요

 5. 개선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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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제어반 구조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운 종사자 콘솔

- 벤치보드

- 수직제어반

- 운 종사자 책상  의자

문제

1. 운 종사자 콘솔 : 해당 없음 

2. 벤치보드 : 해당 없음

3. 수직제어반으로 입식 작업 공간

4. 책상  의자 제공 - 운 종사자의 책상과 의자가 낡고 먼지가 많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3. 입식 공간으로서 수직 제어반의 배치 배열이 부담.

 4. 운  작업  련자료의 이용이 용이 하도록 제어반 상에 열람가능한 공간이 

불출분한 경우 자료 이용을 한 보완 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이러한 공간 

는 보조설비가 확보되지 않았음. 책상  의자 교환 필요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L-5

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제어반  계기 배치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계기 배치 일반

- 계기 배치 내용 구분 방식

- 계기 배열 방식 일반

- 계기간 이격  군집 배열 방식

- 련 제어기와 지시기의 배치

문제

 1. 그룹 설정, 경계 구분, 도식  표시가 없음

 2. 련 제어기와 지시기(표시기) 배치 조정  일 성 필요

   - 연계된 기능을 갖는 표시기와 제어기는 근  설계해야 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도식  표  도입  약간의 mimic 필요 

 2. 배치 배열의 조정  일 성 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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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명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명  치

- 표시 내용  용어 일반

- 표시 문자 일반

- 임시 명 의 사용  통제

- 배치 내용 구분(경계구분  도식  표시)

문제

 1. 명  표 방식 통일 필요 - 명 에 표기된 문구  동일한 문구에 한 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용되고 있음.

 2. 용어/약어 표기 문제 - MCR 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CLOSED, CLOSE 등 의미 

차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표 화 할 필요성이 있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명  통일 필요 : 한가지 방법으로 표기의 표 화 필요

 2. 용어/약어 표기의 표 화 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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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경보 계통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계통 설계 개념

- 시각 경보기 일반

- 음향 경보기 일반

- 경보 작동 제어기

문제
 MCR과 동일하게 (형태/방식/배치배열) 된 시각 경보기가 필요함.

 음향 경보기  작동 제어기가 없다 -> 추가 확인 필요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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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컴퓨터 계통(OACS 별도 검토 정)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검퓨터 계통 사용  리 일반

- CRT 화면 일반

- 린터

문제

 * 신기술을 고려할 때, 추가 안 성 증진 사항으로 RSP에서 운  종사자가 체 발

소의 운  상황을 악할 수 있도록 OACS 혹은 소내 산기 화면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 신기술 동향을 고려할 때, 추가 안 성 증진 사항으로 RSP에서 장 시험,

검사, 보수 등의 황  작업에 따른 조를 지원하는 Field Engineering 

Support Center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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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통신 계통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 일반 화계통

- 싸운드 워드 화계통

- 방송계통

- 비상 통신계통

문제  - 통신 기능이 주변 환경 소음 때문에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의문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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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기타 부  시설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문제  RSP의 운  종사자의 기본 보호 장구 필요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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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Vertical Indicator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문제

 1. 운 역  경보/주의 역 표시된 계기로 면 추가 개선 권고 -> 기존의 계기와 

개선된 계기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개선계기에 한 선호가 분명하게 표

되고 있다. (본 사례를 표로 제시한 것임)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재 극 으로 수용되고 있는 개선 내용은 계기에 운 역  경보/주의 

역을 색상으로 보강하 다는 이다. 개선 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L-12

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Legend Pushbuttons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문제

 1. 표시등 MCR과 상이 : MD AFS TR B OVRDE/RST(B-7J-SA-HS-207B)

   - MCR에서는 원형으로 표시된 것은 제어기가 아니고 표시등임을 의미하는데 

다이아몬드형은 의미를 모르겠음

 2. 같은 기능이나 서로 다른 모양 : JP001/ JP004/ JP201/ JP202 의 HS

-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MCR과 통일 필요

 2. MCR과 ASP는 같은 기능의 HS는 같은 모양과 TAG에 동일한 DESCRIPTION

을 가지고 있어야하나 MCR과 ASP 의 HS 모양  DESCRIPTION이 서로 

다름 검토요망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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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문제

 1. MCR에서와 동일하게 Setting button과 Push button이 모두 작어서 작동하기가 불

편함, 조작시 button들 간의 간섭문제 우려

 2. (삭제) 조작 button 치  배치 문제 : Output - Main - Input 순으로 배열하

는 것이 오류를 일 수 있을 듯

 3. 배치 문제 : Control display의 배치가 손이 가리지 않도록 오른쪽이 바람직

 4. 표시기가 볼록한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어 보는 각도에 따라 향을 받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2, 3, 4. 기기 개선 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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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문제  1. 램  교체 필요 - 기기의 fail 유뮤 확인 불가능,  : SECTION A(P202)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램  교체 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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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Vertical Indicator + Controllers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문제

 1. MCR/ASP 전환 HS 위치 표현 재검토 통일요

    - B-7J-XX-HS-P067K 외 : 

       NORMAL / MCR ISOLATE -> MCR / ASP 또는 ESP

    - B-7J-BG-HC-443D 외  : 

       MCB /ESP -> MCR / ASP 또는 ESP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MCR/ASP 전환 HS 위치 표현 재검토 통일요 -> 오조작 방지

  B-7J-XX-HS-P067K 외 : NORMAL / MCR ISOLATE -> MCR / ASP

  B-7J-BG-HC-443D 외  : MCB /ESP -> MCR / ASP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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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Lamp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문제

 1. 램  교체

   - 불량  동일 특성을 나타내는 램 는 통일(조도)필요

 2. 상태등TAG DESCRIPTION 수정: HC-603(ENERZ), HC-603(DE- ENERZ) 

 3. 603A 와 603B의 상태등 색상이 반대임 -> 교체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램  교체 필요

 2. 상태등 HC-603(ENERZ) 및 HC-603(DE-ENERZ) TAG DESCRIPTION 으로

는 기능을 알수 없음

 3. 603A 와 603B의 상태등 색상이 반대임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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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SP MMI 합성 평가 확

인

실사 검토자  곽효연, 민유종, 이 근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전소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치 계기명
(Group명)  J-Handles

재상태 평 가 장 의견

기 (NUREG

-0700항목)

문제

 1. J형 스 치의 치 문제

   - 수직 제어반의 오른쪽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어, 조작이 불편하며 통행  옷

에 걸리거나 부딪 서 조작될 가능성 있음

 2. HS 선택 위치 표시 재검토 - MODULATE / OPEN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J형 스 치의 배치 치 변경 필요

 2. HS 선택위치 표시 재검토 

   MODULATE / OPEN -> MODULATE / OVERRIDE OPEN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제어반 도면 □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부록 M  장제어반 MMI 합성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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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M  장제어반 MMI 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JP-076

TURBINE SUPERVISORY 

INSTRUMENTATION CAB.

기

문제 1. 액정화면: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측면에서 측정 불가.

2. Display되는 값을 알아보기 힘듦.

3. 계기의 label이나 name tag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듦.

4. 서로 가까운 배열 인해, 버튼의 오작동, 램프의 인지적 실수 우려.

5. 아래에 위치한 계기들은 위의 이유들로 인해 더 인식/작동의 불편함 우려.

6. 일자형 드라이버로 돌리는 형식(위, 아래로 조절, 크기가 나사보다는 크다.)을 된 

제어기는 제어가 자주 있으면 setting의 어려움이 있다.

7. alarm(red diode blinking) 상태일때 다른장소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6. 제어기의 사용빈도가 높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도 되나, 가능하

면 다른 부가 도구가 필요없는 제어기로 변경.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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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JP025

SEISMIC MONITOR

기

문제
1. 모니터의 화면이 작아서 색깔로 지정해둔 위치가 보이지 않음.

2. 계기의 label이나 name tag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듦.

3. 서로 가까운 배치로 인해, 버튼의 오작동, 램프의 인지적 실수 우려.

4. 아래에 위치한 계기들은 위의 이유들로 인해 더 인식/작동의 불편함 우려.

5.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6. MAIN/BACKUP 레이블의 위치가 해당 컴포넌트의 label임을 인식에 어려움이 있

다.

7. red color의 reset 버튼이 이동이나 물품에 의해 쉽게 조작되도록 튀어나와있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발전소 전체의 label/명판의 위치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label의 위치를 이동해야

한다.

2. 이동시에 쉽게 조작되지 않은 제어기의 구매를 하도록 기기 구매지침에 내용에 

추가하고 다음 기기 변경시 지침에 일치하고 검토에 적합한 기기로 변경 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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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JP022

ACOUSTIC LEAK 

MONITOR SYSTEM

기

문제

1. DISPLAY되는 값과 관련있는 ALARM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듦.

2. NOTICE의 제목이 빨간색으로 되어있으나, 흐려져 있어 주의를 끌지 못함. 순서

상 (5)번이 빠져있음. 너무 많은 글이 있어 읽기 전에 부담감 유발 가능.

3. 조명으로 인한 모니터의 눈부심 발생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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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JP023

CABINET-METAL IMPACT 

MONITOR

기

문제 1. 모니터 화면의 움직이는 로그로 주의가 집중됨.

2. 계기의 label이나 name tag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듦.

3. 평면 모니터의 특성상 측면에서의 관찰시 보이지 않거나, 잘못 관측될 우려 있

음.

4.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5. 모니터 내에 색의 의미를 알 수 없으며,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색과는 다른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color에 대한 범례를 붙여주어 색에 대한 오해도 없애주고,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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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JP033

REACTION COOLANT 

MONITORING SYSTEM

기

문제

1.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2. recorder 옆부분의 빨간색 바탕의 검정색 글씨, 초록색 바탕의 검정색 글씨는 읽

기 어려움.

3. 계기의 label이나 name tag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듦.

4. controller들의 크기가 작고, 조작 공간이 좁아 오작동 우려.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6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JP-203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Running timer가 먼지로 인해 게이지를 읽기 어렵다.

1. 열쇠로 움직이는 제어기의 선택 값(stop, on)이 명확하지 않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게이지를 자주 읽는 기기가 아니더라도 먼지를 제거 해 다. 

2. 선택값 (stop, on)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어기 이동에 의한 선택값을 표시하는 

포인터를 표시해 주어 사용자의 확인을 쉽게 해 다.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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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GJZJP203-206

ESSENTIAL CHILLER

 

기

문제

1. label에 해당하는 controller나 lamp를 구분할 수 없음→grouping 필요

2. 왼쪽은 lamp, 오른쪽은 controller만 grouping되어있는데, 서로 연관 있는 것을 

알아보기 어려움→연관있는 것끼리 grouping 필요

3. label의 글자크기가 작아서 알아보기 힘듦. 

4. 조명으로 인해 label에 그림자가 드리워짐으로 읽기 불편함

5. indicator의 위치가 높아서 정확한 수치를 읽기 불편함.

6. counter의 유리 표면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수치를 읽기 불편함.

7. 종이 notice는 조작 설명이나, 계기들의 설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주의

를 끌지 못함.

8. 조명이 어둡다.

9. 명판 글씨 크기를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

10. 명판과 해당기기가 확인하기 어렵다.

11. JP-203과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1. 조명밝기 확인 필요

2. 명판글씨의 크기를 명판 제작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경필요

3. 명판위치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위치 변경필요

4. JP-203과 동일한 개선필요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8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JP340A-B

ESS.CHLD.WTR COMP.

기

문제 1. 여러 개의 label들과 label의 잘못된 표기로 인해서 panel를 알아보는데 혼동 우

려. 

2. toggle switch는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오작동의 우려가 있음.

3. HS-301 전체 명판 위치의 변경이 필요

4. 붉은 색 명판의 의미는 무엇인가?

5. 제어반의 명패가 PNL "A" 와 ‘B"가 서로 바뀜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원전의 계기의 명판 부착(위치, 색 등)에 일치하도록 명판의 위치등을 변경한다.

2. 붉은색 명판의 color coding의 의미를 고려하여 색에 대한 원전전체의 사용과 

일치 시켜야 한다. 단, 계기가 변경되어 교체된 명판이면 제거한다.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9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DP003-4

PANEL-DIESEL GEN A-B 

ENGINE CTL

기

문제

1. 주변 환경이 어두운 편.

2. 조명으로 인해, 경보창의 창살 그림자가 생겨 읽기 불편함. 경보창 아래 

위치한 Indicator 역시 그림자로 인해 읽기 불편함.

3. 명판이 빨간색(1ZOP003), 연두색(1ZOP004) 바탕에 흰 글씨로 잘 보이

지 않아 읽기 불편함.

4. 명판과 controller/lamp의 거리와 위치로 인해, 연관되는 controller나 

lamp를 알아보기 힘듦→grouping 필요

5. controller(대부분 rotary형)의 선택 position이 없거나 작게 표시되어 있

고, 회전 방향이 없음 →오작동 우려

6. lamp의 지나친 밝기로 인해 명판의 글씨를 읽기 불편함

7. 경보창의 빨간 lamp로 인해 검은색 글씨를 읽기 불편함

8. 하나의 명판으로 indicator와 controller가 같이 표시되어 있음.(○)

9.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글씨가 흰색이라 알아보기 힘듦.(☐)

10. NOTICE가 주의를 끌지 못함.

11. rotary controller의 선택에 대한 lamp가 있을 경우, controller의 선택 

label과 각 lamp의 label이 서로 다르게 되어있음→인지적 오류 우려됨

12. Emergency stop이 주의를 끌지 못함.

13. monitor의 액정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음. 

14. start mode 등의 label 위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당 label의 해당 계

기를 확인을 쉽도록 위치이동 변경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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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DP001-002

D/G CONTROL PNL 

기

문제

1. 조명이 어두움.

2. controller(오른쪽 하단 toggle switch, button, spring-return type)와 명판

의 거리가 먼 것이 있음.

3. 명판의 글자가 작아서 읽기 불편함.

4. spring-return type control의 선택 position이 없음.

5. 톱니형 rotary controller는 선택 position이 가려짐.

6. 하단에 위치한 계기들은 자세에 불편함 유도.

7. toggle switch는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오작동의 우려가 있음.

8. field flush의 label 이 MANL voltage ADJ 제어기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

9. 명판과 해당 계기의 확인이 힘듬

10. generator kilowatts의 녹색 원형의 label의 목적은 무엇인지 확인바람.

11. generator kilowatts 녹색 원모양 label의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 여부를 

결정여부에 따라 제거, 변경 또는 사용 운전원의 의미 교육필요.

12. TAG의 위치가 해당 제어기보다 다른 제어기에 더 가까이 설치됨

13. 제어기의 선택위치 표기가 선택위치에는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레이블의 위치를 변경하여 가리지 않게 한다.

2. 명판 위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명판 위치 변경필요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11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ZDP004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명 이 연녹색 바탕에 흰색 씨가 을 독하기 힘듬

2. 명 치의 일 성이 없다.

3. air compressor F2의 명 의 치가 지시등 과 계기 사이에 치함

4. 제어반의 TAG가 제어기의 상부/하부 불규칙 으로 부탁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명 의 색과 치, 씨크기등을 일 성을 유지하고, 독용이하도록 변경필요

명 의 치를 air compressor F2의 지시등 로 변경하여 명  치의 일 성을 유

지시켜 다. 

상부 또는 하부에 규칙적으로 부착요망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12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N-7-GB-J-Z053, 053, 049, 

054 동일사항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LG의 built-in scale값이 조도로 인해 읽기 어려움

2. 정조도의 확인 필요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13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AP010

CEN CHLR MAIN 

CONTROL PANEL

기

문제
1. 주변 다른 기기들로 그림자 생겨서 액정화면의 정보 인식이 어려움.

2. 모니터의 액정화면과 조명으로 인해 모니터의 정보표시가 잘 안보임.

3. 측면에서의 관측시, 정보표시가 보이지 않음.

4. 메뉴선택의 DISPLAY는 모니터 상에, 선택BUTTON은 아래에 있어서 연계

를 알아보기 힘듦.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14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0ZBP-001

PANEL-AUXILIARY 

BOILER

기

문제

1. 경보창에서 흰바탕의 셀은 반투명해서 검은색 글씨가 퍼져 보임. 빨간색 

바탕 셀은 흰색 글씨를 읽기 불편함.

2. 경보창과 명판, DRUM-TYPE COUNTER의 글씨들이 작아서 읽기 불편함.

3. 계기들의 명판(혹은 LABEL)들이 깨끗하지 못해서 읽기 불편함.

4. 조작 판넬의 상위 계기들은 조작하기엔 높은 위치에 있음.

5. INDICATOR의 위치에 따라 조명에 의해 반사되어 눈부심 발생.

6. 주변 환경이 어두움.

7. 자동절차 NOTICE가 관리가 잘 안되어 있고, 눈에 잘 안띄일 뿐 아니라, 

내용의 표현도 주의를 끌지 못함.

8. 벤치보드의 높이가 놓아서 제어기의 명판이나 레이블을 확인 어려움. 벤치

보드가 20cm정도의 콘크리트위에 벤치보드가 설치되어있다.

9. 명판위치를 확인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부착해야한다.

10. 조명밝기 확인 PIC-101등의 계기는 조명에 의한 그림자로 아래의 scale

을 읽기 어려움.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콘크리트를 제거할 수 없다면 벤치를 사용할 수 있는 알맞은 높이의 받침

대를 설치하여 문제점을 없애준다. 

2. 조명상태를 적정 조명수준으로 조절한다. 이 조치 후에도 읽기 어려운 경

우는 해당 제어기의 변경을 요청하고 또한 제어기 구매에 필요하 지침

을 제공한다.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15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0KCZYP302-305

PNL-DIESEL 

(ELECTRIC/JOCKEY) 

CONTROLLER FIRE

A) 

B) 

기

문제

A: FIRE PUMP CONTROLLER (N-0J-ZY-P304)

1. 큰 J-HANDLE CONTROLLER의 조작시, 조작공간의 부족으로 불편함 우

려. ON/OFF라는 선택 POSITION이 없어서 직접 쓴 것도 그다지 잘 보

이지 않음.

2. 톱니형 rotary controller의 선택 position이 손잡이 부분으로 인해 가려짐.

B: FIRE PUMP CONTROLLER (N-0J-ZY-P305)

3. 경보창 LAMP의 글씨가 작고 위치가 높아서 읽기 어려움.

4. 아래 BATTERY CHARGER 판넬의 CONTROLLER는 POSITION이 없음.

5. 아래에 위치해서 조작하기 불편함.

6. 계기 label이 없음

7. 명판위치 일관성 있게 조정

8. 캐비넷 손잡이가 제어기의 handle로 오해될 수 있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6. 계기 label 부착 필요

7. 명판위치 조정 필요

8. 케비넷 손잡이는 제어기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음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16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TP-854

PNL-STATOR COOLER

A)

 

B)             C)

기

문제

1. 관측시 앞의 건물 구조물로 인해 확인 불편함

2. INDICATIOR의 단위와 눈금이 작음.

3. C)에서와 같이 NAME TAG으로 인해 명판이 가려짐.

4. B)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명판이 있어, 뭘 가르키는 것인지 혼란.

5. B)에서 디지털 INDICATOR의 버튼에 적힌 NAME이 잘 안보임.

6. 명판의 위치가 계기마다 모두 틀림

7. 한 계기에 명판, 이름판, 검사판, 이름 설명판, TAG등이 붙어있으며, TAG

에 의해 명판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6. 명판 위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변경필요

7. 좁은 공간에 중복 표기된 내용과 계기상에서 즉시 확인할 내용을 제외한 

것은 정리한다.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17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TP-105, 106, 107

PNL-SGFPT CONTROL 

CONSOLE

(A) 

(B)               (C)

기

문제

1. 계기들의 연속적인 배치에서 명판과 계기의 연계를 알 수 없음→grouping

필요

2. INDICATOR의 덮개유리, 명판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해서 읽기 어려움.

3. (C)에서의 ☐표시 계기는 정확한 수치값이 없음.

4. (A)에서의 ☐표시 계기들은 2개의 LAMP로 하나의 명판을 사용.

5. KEY-OPERATED CONTROLLER의 경우, POSITION이 페인트로 지워짐.

6. LAMP의 재질로 인해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생길 경우, LAMP의 ON상태

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7. (B)의 NOTICE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데다, 주의를 끌지 못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18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TP-111

NON CLASS 1E DIESEL 

GEN

기

문제

1. PANEL의 명판이 작음.

2. 경보창의 글씨가 작음.

3. LAMP의 재질로 인해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생길 경우, LAMP의 ON상태

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4. MANUAL VOLTAGE CONTROL은 조작 공간이 부족하여, 조작시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선택 POSITION이 작음.

5. GROUND FAULT RELAY 역시 조작 공간이 부족하여, 조작시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선택 POSITION이 작을 뿐 아니라, 주의를 끌지 못함.

6. INDICATOR의 경우,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이 생겨서 측정 불편.

7. 조명확인 필요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19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TP-022, 023, 024

PANEL-INST AIR 

COMPRESSOR PANEL

기

문제

1. 주변의 그림자가 많이 생기고, 주위 환경이 어두움.

2. ☐표시 계기는 빨간 바탕의 검은 글씨로 되어 있어, 거의 읽지 못함.

3. 조명 수준확인 필요

4. 각 계기의 명판이 없음 부착 필요

5. 좌측 버튼(?)의 label이 읽기 어려우므로 글자를 조정하되 일관성은 유지

할 것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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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TP-032

PANEL-FWP TURB LO 

CONDITIONER PANEL

A)

B)

C)

기

문제

1. PANEL의 위치가 아래에 설치되어 CONTROL/LAMP 계기와 명판이 아래

에 있어 조작/관리 불편

2. 주위 환경이 어두움.

3. 계기들과 명판의 grouping필요

4. (B)에서와 같이 명판 중복 사용과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시.

5. (C)에서와 같이 페인트로 인해 LAMP가 가려짐

6. High level/low level의 명판없음 부착필요 

7. 램프에 뭍은 페인트로 램프 확인 어려움이 예상됨 페인트 제거 필요

8. 캐비넷 손잡이가 제어기로 오인될수 있음 - 좋은 해결 방안 모색필요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21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정 성 해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1ZTP-855

SEAYOIL SUPPLY 

SYSTEM

기

문제
1. 맞은편의 직접조명으로 인해 눈부심 발생이 심함.

2. 명판이 가려짐이 심함.

3. 명판위치 조정필요 있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22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수처리실 C/P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명 의 치

2. 램  덮개가 없어 색으로 확인이 힘들다.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명 의 치를 확인 할 것

2. 비록 지시기 서 확인 하지만, 램  덮개를 부착하여 확인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23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장제어반 MMI 합성
확

인

PSR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CPP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모든 계기의 명  치 틀림-일 성을 유지하면서 일치시킬 것

2. 램 의 커버가 없어 다른 지시계를 확인 해야함 램 커버를 부착할 것. 

3. 제어기에 번호를 붙여 두었는데 번호가 사람의 기억 한계를 넘어가므로 제어

기에 FLOW선을 그어주는 것이 더욱 조작에 순서의 오류를 없앨 수 있다. 

4. 통로가 좁아서 오동작의 우려가 있다. 좀더 넓은 공간 확보 필요.

5. 안내문등의 치가 운 자에게 무리를 주는 치임. 이동가능한 공간 여부를 

확인하여 이동 필요.

6. 먼지가 많아 제어기의 scale확인에 불편을 다. 먼지 제거 필요뿐 아니라 먼

지 수 을 측정하여 운 원 건강상의 문제를 방할 필요있다. 먼지 원인 제

거나, 먼지 흡입을 이는 장치 사용등.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24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LRS EVAPORATOR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제어기 Tag가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제어기 Tag가 없음-> Tag 부착요망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M-25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LRS EVAPORATOR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R/W BLDG 

N-5J-ZR-P003

넬명
(Group명)

HS-834, HS-832, HS-831 

, HS-851, HS-815  등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펌프의 선택 스위치의 위치 표현 이 "OFF/AUTO/ON" 과 “STOP/RUN/START" 

를 혼용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펌프의 선택 스위치의 위치 표현 이 "OFF/AUTO/ON" 과 “STOP/RUN/START" 

를 혼용함

   ->펌프의 경우는  “STOP/RUN/START" 로 통일 요함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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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LRS EVAPORATOR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R/W BLDG 

N-0J-ZR-P006

넬명
(Group명)

FIC-900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Tag에 글자가 지워진 부분이 있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Tag에 글자가 지워진 부분이 있음 -> Tag Description 재확인 수정요망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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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LRS EVAPORATOR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R/W BLDG 

N-0J-ZR-P006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제어기 Tag가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제어기 Tag가 없음-> Tag 부착요망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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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LRS EVAPORATOR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R/W BLDG 

N-5J-ZR-P006

넬명
(Group명)

HS-931, HS-915, HS-951 

, HS-934 등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펌프의 선택 스위치의 위치 표현 이 "OFF/AUTO/ON" 과 “STOP/RUN/START" 

를 혼용함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펌프의 선택 스위치의 위치 표현 이 "OFF/AUTO/ON" 과 “STOP/RUN/START" 

를 혼용함

   ->펌프의 경우는  “STOP/RUN/START" 로 통일 요함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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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RADWASTE CONTROL 

PNL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R/W BLDG 

N-0J-ZR-P002

넬명
(Group명)

N-0J-RK-HS-702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적색/녹색 스위치의 기능을 표현하는 TAG가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적색/녹색 스위치의 기능을 표현하는 TAG가 없음 -> 개별적 TAG 추가요망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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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RADWASTE CONTROL 

PNL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R/W BLDG 

N-0J-ZR-P002

넬명
(Group명)

N-0J-RK-HS-702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적색/녹색 램프의 기능을 표현하는 TAG가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적색/녹색 램프의 기능을 표현하는 TAG가 없음 

  -> 개별적 TAG 추가요

  -> 혹시 RE-82A 와 RE-82 의 열림 상태를 각각 표현한다면 모두 적색램프이어

야 함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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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AFP TBN Control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AUX BLDG 

S-7M-FE-A007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지시계기 Tag가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지시계기 Tag가 없음-> Tag 부착요망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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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H2 Monitoring PNL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AUX BLDG 

S-7M-FE-A007

넬명
(Group명)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발전원 조작금지” 표지가 표시등을 가림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발전원 조작금지” 표지가 표시등을 가림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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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AUX BOILER PNL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N-0J-FA-P001 넬명
(Group명)

SCANNER /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그림-1 : SCANNER 좌측램프의 TAG 없음

2. 그림-2 : 우측 황색등 TAG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그림-1 : SCANNER 좌측램프의 TAG 없음

2. 그림-2 : 우측 황색등 TAG 없음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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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AUX BOILER PNL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N-0J-FA-P001 넬명
(Group명)

FW SHUT OFF V/V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우측의 녹색등 2개 TAG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우측의 녹색등 2개 TAG 없음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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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FIRE PUMP PNL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N-0J-ZY-P304 넬명
(Group명)

 POWER SW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POWER SW 선택위치 TAG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POWER SW 선택위치 TAG 없음 -> 선택위치 표기요망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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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FIRE PUMP PNL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N-0J-ZY-P304 넬명
(Group명)

POWER SW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조작스위치의 방향과 표시등의 위치가 반대임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조작스위치의 방향과 표시등의 위치가 반대임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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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의견

제 목 현장제어반 MMI 적합성 검토  - FW TBN L.O CON PNL 확

인

PSR 검토자 이  근        (서명)  2004년    월    일

발 소 검토자

치 N-7J-ZT-P032 넬명
(Group명)  POWER SW

해당 차서의 재상태 평 가 Y-1,2 장 의견

기

문제 1. POWER SW 선택위치 TAG 없음

우려되는 

오류/불편의 

내용(범 )

개선방향 

 

개선효과

1. POWER SW 선택위치 TAG 없음 -> 선택위치 표기요망

권고사항 : 

개선을 

한 조치

 

    

검토자    (서명)    2004년  월    일              (서명) 2004/  /

첨부물      기술 검토서 □     해석/ 요도평가 □     기술배경서 □    사후이행조치계획(안) □     의견조율결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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