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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록

 과제 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1단계:2001.7.1~2004.6.30
2단계:2004.7.1~2008.4.30

단계 구분  (1,2단계) / (총2단계)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 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원자력 장기계획사업)

 연구과제명
 과 제 명 디지털원자로안 계통개발

세부과제명 감시  운 지원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이정운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   40.8 명

 내부 :   18.0 명

 외부 :   22.8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2,810,000 천원

기업:             천원

 계:     2,810,000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 한국 력기술주식회사   연구책임자 :   나정창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수
   250

제 1단계(2001.7.1~2004.6.30) 기간 동안,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PMAS SPADE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 지침, 한수원 인간공학 지침

(HF-010) 개정안 작성 등, 여러 인간공학 지침을 개발하여 국내 원  설계에 용토록 하

으며, RPS COM 설계검토  개선안 도출, RPS COM Style Guide 개발, CEDMCS 캐

비닛 운 원화면 설계검토  개선안 도출 등, KNICS 타 세부과제를 지원하 다. 그리고,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원형,  1, 2발 소  고리 2발 소용 2차계통 성능분석 

시스템, 고리 2발 소  표 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탈기기  증기발생기에 한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 등을 개발하 다. 

제 2단계(2004.7.1~2008.4.30) 기간 동안, 세 차례의 RPS COM 화면설계 평가  개선안 

도출, ESF-CCS COM style guide 개발  화면설계 평가  개선안 도출, 두 차례의 

CRCS LOM 화면설계 평가  개선안 도출, PCS MTP 화면설계 평가  개선안 도출, 

DCS GUI component 요건 개발 등, KNICS 타 세부과제의 RPS, EFS-CCS, CRCS, PCS, 

DCS 개발의 인간공학 지원을 하 으며, 계측제어계통 캐비닛 화면설계를 한 통합 Style 

Guide를 개발하 다. 그리고, 직무분석 방법, 정보  제어 요건 DB, 화면 설계 기 , 

HSI Prototype 평가, 인간공학 확인  검증 방법 등, Advanced HSI 설계 요소기술을 

KOPEC과 함께 개발하 다. 장 지원  실용화를 해 경보원인추 시스템을 월성 2발

소에 용하는 과제를 성공시켰으며, 고리 2발 소의 주기 안 성평가 안 성 증진 

안 해결을 한 열교환기 성능분석 로그램과  1발 소용 2차계통 정  성능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당 원 에 제공하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인간공학 지침, 화면설계 평가, 스타일가이드, 공정감시  진단, 2차계통 성능

분석, 경보원인추 시스템, 신호고장검출  진단 

  어

 Human Factors Guidelines, Display Design Evaluation, Style Guide, Plant 

Process Monotoring & Diagnosis, Secondary System Performance Analysis, 

Alarm Cause Tracking System, Signal Fault Detection &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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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감시  운 지원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표

가. 제 1단계 연구개발 목표

(1) 운 성능 평가 기술개발  운 성능 평가

(2) 원  공정감시/상태진단 시스템 원형개발 

나. 제 2단계 연구개발 목표 

(1) KNICS에서 개발되는 계통의 캐비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

(2) 비안 등  제어기기의 GUI Component 요건개발

(3) Advanced 주제어반 설계를 한 요소기술 개발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가. 제 1단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1) 운 성능 평가 기술

개발  운 성능 평가

1) 인간공학 지침의 개선방안 도출

2) 디지털 지시계의 인간공학  검토

3) 신체변수 측  제어반 설계 지침 개발

4) 제어조작 련 Stereotype 조사 실험  인간공학 지침 개발

5) 색암호에 한 Stereotype 연구

6)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7) 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개발

8) PMAS SPADE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 지침 개발

9) DPPS FPD 화면설계 검토  스타일가이드 개발

10)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11) 인간공학 지침 HF-010 개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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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1) 운 성능 평가 기술

개발  운 성능 평가

(계속)

12) KNICS 타과제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개발, 제어  구동장치 

제어시스템 개발) 인간공학 기술 지원

13) LDP 개선안 도출

14) 원  제어반의 음성 인터페이스 련 인간공학 지침 개발

15)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에 한 설계지침 개발

(2) 원  공정감시/상태

진단 시스템 원형개발

1)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개발

2)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진단 시스템 개발

3)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4)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 개발

나. 제 2단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1) 안 계통 (RPS/ 

ESF-CCS) 캐비닛운 원

화면 운 성능 평가

1) RPS COM 화면검토  운 성능평가

2) RPS COM 최종설계에 한 통합운 성능평가

3) ESF-CCS COM Style Guide 작성

4) ESF-CCS COM 운 성능평가

(2) 출력제어계통 캐비

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

1) CRCS 캐비닛 화면설계 검토  개선안 도출

2) 출력제어계통 운 원모듈 화면설계 검토  개선안 도출

(3) 비안 등  제어기

기의 GUI Component 

요건개발

1) 원  MMI 설계를 한 GUI Component 분류  정의 

2) GUI Component별 속성분석  정의 

3) DCS GUI Component 요건 개발

(4) Advanced 주제어반 

설계를 한 요소기술 

자립

1) 직무분석 방안 수립

2) 선정 직무에 한 정보  제어 요건 도출

3) Advanced HSI prototype 구

4) 직무분석 기반 Advanced HSI prototype 평가

(5) 통합 Style Guide 

개발

1) 통합 Style guide 개발 범  선정 

2) 설계 항목 추출 

3) VDU 기반 통합 Style Guide 개발

(6) 장 성능분석 지원 1) 경보원인추 시스템 장 용 지원

2) 고리2발 열교환기 성능분석 알고리듬 개발

3) 1발 성능분석 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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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가. 제 1 단계

순번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1 발 소감시경보계통(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용 
2 PMAS SPADES 화면 설계지침

3 한수원 인간공학 지침(HF-010) 개정안

4 디지털지시계의 인간공학  검토결과  개선안  

디지털지시계 국산화에 반 , 

가동  원  계기 교체 시 

용

5
RPS COM 설계검토결과  개선안 

RPS COM Style Guide 

KNICS 사업 디지털원자로안

계통개발 과제의 RPS 설계

6 CEDMCS 캐비닛 운 원화면 설계검토결과  개선안

KNICS 사업 제어  구동장치 

제어기기 개발 과제의 

CEDMCS 설계

7

기타 인간공학 지침

-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 제어조작  색암호 Stereotype 조사결과  인간공

학지침

- 신체변수 측  제어반 설계 지침 

-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 원  제어반의 음성 인터페이스 련 인간공학 지침

-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에 한 설계지침 

2단계 연구개발에 활용.

향후 원 의 재래식 제어반, 신

형제어실 HSI, 장제어반, 캐

비닛 화면 등의 설계에 용 가

능

8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경보우선순   경보축약 등 

일부 기능은 신고리 3, 4호기 

설계  월성 2발 소 경보원인

추 시스템의 기능으로 활용됨.

향후 반 인 감시  진단시

스템으로 원 에 용할 수 있

도록 후속과제 추진

9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시스템 개발
1, 2발 소, 고리2발 소에

서 활용 

10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표 원 용, 고리3,4호기용)

월성 2발 소에 용하여 2008

년 12월 가동 정.

BNF사와 기술 약 체결.

타 가동  원 에 용 추진.

신고리 1, 2호기 시운  시 

용 추진.

11
탈기기  증기발생기에 한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
후속과제로 계속연구 추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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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1
RPS, ESF-CCS 캐비닛 운 원 화면평가 결

과  개선안

KNICS 사업의 디지털원자로안 계통개발 

과제의 RPS, ESF-CCS 개발에 용

2 CRCS LOM 화면설계 평가결과  개선안 KNICS 사업의 제어 구동장치제어시스템 

 원자로출력제어계통 개발 과제에서 개발

한 CRCS  PCS 개발에 용
3 PCS MTP 화면설계 평가결과  개선안

4 DCS GUI component 요건
KNICS 사업의 원 용 DCS 개발 과제에 

용

5 통합 Style Guide

KNICS 사업에서 개발되는 계측제어계통의 

캐비닛 운 원화면에 용.

국산화 개발 인 개량형 노심보호연산기 

계통(CPCS)에 용 가능.

국내에서 개발되는 계측제어계통 캐비닛의 

운 원모듈 화면설계에 활용 가능.

6

Advanced HSI 설계 요소기술

- 직무분석 방법

- 정보  제어 요건 DB

- 화면 설계 기

- HSI Prototype 평가 결과

- 인간공학 확인  검증 방법론

신고리 3, 4호기  후속호기의 신형제어실 

HSI 설계에 활용

7 열교환기 성능분석 로그램

고리 2발 소의 주기 안 성평가 안 성 

증진 안 해결에 활용.

타 원 의 열교환기 성능분석에 활용 가능

8 2차계통 정  성능분석 시스템
 1발 소에 활용 .

타 가동  원 에 용 가능

나. 제 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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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Development of NPP Monitoring and Operation Support Technology

Ⅱ. Objectives of Project 

A. 1st Stage

(1) Development of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and evaluation of 

operation performance for KNICS operator modules 

(2) Development of a prototype for process monitoring and status diagnosis 

systems for NPPs   

B. 2nd Stage

(1) Evaluation of operation performance for the cabinet operator module(COM) 

displays developed in KNICS project

(2) Development of GUI(Graphic User Interface) component requirements for DCS

(3)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for Advanced HSI design

Ⅲ. Scope and Content of Project

A. 1st Stage

Objectives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and 

evaluation of 

operation 

performance for 

KNICS operator 

modules  

1) Selection of the improvement items of existing human factors 

guidelines

2) Human factors review a digital indicator design

3) Forecast Korean anthropometry and development of control board 

design guidelines

4) Survey on the stereotypes of controls and development of  human 

factors guideline

5) Research on Color coding methods

6) Development of general human factors guidelines for VDU-based 

workstations 

7) Development of the alarm display design guidelines for PMAS(Plant 

Monitoring and Annunciation System)

8) Development of the human factors design guidelines for PMAS 

SPADES display

9) Review of the FPD(Flat Panel Display) display design of DPPS and 

development of the styl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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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10) Development of human factors design guidelines on digital display 

devices

11) Revision of KHNP HF-010 

12) Support for other KNICS projects in the aspect of human factors

13) Suggestion of improvements for LDP displays

14) Development of human factors guidelines on the audio interface for 

the control boards in NPPs

15) Development of human factors guidelines on the icons in NPPs

(2) Development 

of a prototype 

for process 

monitoring and 

status diagnosis 

systems for 

NPPs

1) Development of the ADIOS

2)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of the 

secondary system in NPPs

3) Development of the alarm cause tracking system

4) Development of signal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techniques 

B. 2nd Stage

Objectives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Evaluation of 

operation 

performance for 

RPS/ESF-CCS 

cabinet operator 

module(COM) 

1) Review of the RPS COM displays and evaluation of operation 

performance of RPS COM 

2) Evaluation of integrated operation performance for the final RPS 

COM display designs

3) Development of a style guide for ESF-CCS COM

4) Evaluation of operation performance of ESF-CCS COM

(2) Evaluation of 

operation 

performance for the 

Power Control 

System cabinet 

operator module

1) Review of the CRCS cabinet operator module display design and 

suggestion of improvements

2) Review of the PCS cabinet operator module display design and 

suggestion of improvements

(3)  Development of 

DCS GUI 

component 

requirements 

1)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the GUI components for NPP MMI 

designs

2) Definition of the attributes of each GUI component

3) Development of DCS GUI component requirements

(4)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for Advanced HSI 

design

1) Establishment of task analysis methods

2) Collection of the control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selected 

tasks  

3) Implemention of an advanced HSI prototype

4) Evaluation of the advanced HSI prototype based on tas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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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tegrated style 

guide development

1) Definition of the scope of integrated style-guide development

2) Selection of design factors

3)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tyle guide for VDU-based cabinet 

displays

(6) Support of NPP  

performance 

analyses in sites

1) Support for an application of the Alarm Cause Tracking System to 

NPPs

2) Development of an performance analysis algorithm for the heat 

exchangers of Kori 3&4 units

3)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analysis program for YeongGwang 

1&2 units

Ⅳ. Results and Plan for application

A. 1st Stage

No. Results Applications

1 Design guideline for PMAS alarm displays
Shinkori 1&2 and Shinwolsung 

1&2
2 Design guideline of PMAS SPADES displays

3 HF-010 Revision 1 

4
Digital indicator review resul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domestic development of 

digital indicators, 

indicator replacement in 

operating NPPs 

5 RPS COM style guide and design review results KNICS RPS develeopment

6
CEDMCS cabinet operator module design review 

resul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KNICS CEDMCS development

7

Other human factors guidelines

- general human factors guidelines for VDU-based 

workstations 

- survey results on the stereotypes of controls and 

color coding and related  human factors guideline

- Korean anthropometry prediction results and 

control board design guidelines

- human factors design guidelines for digital display 

devices

- human factors guidelines for audio interface

- human factors guidelines for icons 

2nd stage R&Ds,

NPP conventional control 

rooms, HSI in advanced 

control rooms, local panels, 

and cabinet dis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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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larm and Diagnosis Integrated Operation Support 

System (ADIOS) 

Alarm prioritization and 

compression techniques 

applied to Shinkori 3&4 and 

LogACTS for Wolsung 3&4.

A project for further 

development is needed.

9 Secondary system performance analysis systems
Yonggwang 1&2, 3&4,

Kori 3&4

10 Alarm cause tracking systems

LogACTS for Wolsung 3&4.

Technology transfer to BNF.

Also applicable to other 

operating NPPs.

11
Signal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techniques for 

deaerators and steam generators in NPPs

A project for further 

development is needed.

B. 2nd Stage

No. Results Applications

1
RPS, ESF-CCS COM evaluation results 

a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KNICS RPS and ESF-CCS development

2
CRCS LOM evaluation results a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KNICS CRCS and PCS development

3
PCS MTP evaluation results a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4 DCS GUI component requirements KNICS DCS development

5 Integrated Style Guide

Cabinet operator modules of the I&C 

systems in KNICS.

CPCS under development in the other 

project..

Cabinet operator modules of I&C systems 

to be developed in future.

6

Basic technologies for advanced HSI 

designs

- task analysis methods

- DB for information and control 

requirements

- criteria for display design

- evaluation results of the HSI Prototype

- human factors V&V methods

Shinkori 3&4 and advanced HSI designs 

for future NPPs

7
Heat exchanger performance analysis 

program
Kori 3&4 and Other NPPs.

8
Secondary system detailed performance 

analysis system
Younggwsng 1&2 and Other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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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우리나라 원자력 규제요건인 2001년 과학기술부령 제31호로 면 개정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 , 제2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성능, 제45조(인  요소)에는 다

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①원자로시설 종사자와 인간·기계의 연계와 련된 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인  요소가 체

계 으로 반 되어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운 시 인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반 하여야 한다. 

1. 운 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 원의 단을 용이하게 하고 잘못된 단을 방지

할 것 

2.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정정하거나 보상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 

3. 운 원에게 의사결정  조치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것“

이와 같이 원자력 시설의 인간-기계 연계와 련하여 인 요소의 체계  반   인 오류

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인간공학 연구개발이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랑스의 N4, 미국 Westinghouse사의 AP-600  AP-1000, Nuplex 80+, 캐나다의 

CANDU-9, 일본의 APWR(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  ABWR(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신형 인

간-기계 연계 설계를 진행해 왔다.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을 용한 원자력발 소 설계는, 원  

계통  기기의 상태 정보, 제어 수단, 제어조작 결과의 feedback 정보 등을 발 소 작업자에 

제공하는 인간-기계 연계(HSI: Human-System Interface)에 많은 변화를 래한다. 아래의 그림 

1-1-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많은 계기, 지시기, 제어기 등이 나열된 재래식 제어반(왼

쪽 사진)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을 용한 인간-기계 연계(오른쪽 사진)는 1인 내지 2인으로도 

운  가능하도록 VDU(Visual Display Unit)기기를 주로 사용한 compact workstation으로 구성

되며, 발 소의 반 인 운  상황을 보여주는 형정보 표시화면, 산화된 제어기 (soft 

control) 등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개발이 시도 던 여러 신형제어실 가운데 랑스의 N4

와 일본의 ABWR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신규 원  건설의 단으로 실제 원 에 용되지 못

했으며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신형 인간-기계 연계 설계의 운 경험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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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 재래식 제어실과 신형제어실 비교 ( 좌: 재래식 제어실, 우: 신형제어실 )

신형 제어실에서의 운 정보 획득, 운 상황에 한 진단, 제어조작 행 와 같은 인간-기계 

상호작용(Human Machine Interaction)은 재래식 제어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새로운 유형의 

인 오류가 상되며 많은 인허가 련 안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신형제어실에 한 인간공학 인허가 심사에는 미국 NRC의 NUREG-0711 Rev. 2와

과 NUREG-0700 Rev. 2가 근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규제문건은 미국 NRC가 디지털 계

측제어계통의 안 성과 더불어 인간-기계 연계에 한 문제 을 미리 인식하고 신형 원  설

계  기존 발 소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 upgrade에 한 인허가 검토를 해 1990년  반

부터 2000년  반까지 각각 두 차례씩의 개정 작업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러한 

규제문서 개발 과정 동안 도출된 아래의 표 1-1-1-1과 같은 추가연구가 필요한 안이 있다. 

구분 추가연구 안 Reference 발간시기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Design 18항목 NUREG/CR-6633 2000. 3

Computer-Based Procedure Systems 9항목 NUREG/CR-6634 2000. 3

Soft Controls 10항목 NUREG/CR-6635 2000. 3

Human Systems Interface and Plant 
Modernization Process  5항목 NUREG/CR-6636 2000. 3

Maintainability of Digital Systems 10항목 NUREG/CR-6637 2000. 3

Alarm System 22항목 NUREG/CR-6684 2000. 8

Interface Management Systems 23항목  NUREG/CR-6690 2002. 8

표 1-1. 추가연구 안 

이 안들은 미국 Westinghouse사의 AP-600, Nuplex 80+ 등에 한 미국 NRC의 규제경험

과, 랑스의 N4, 캐나다의 CANDU-9, 일본의 APWR  ABWR을 비롯하여 유럽  동구권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upgrade 황 등,  세계의 신형제어실 설계 특

성을 범 하게 검토한 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신형제어실 설계에서는 이들 

안의 해결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한 연구가 필수 이다.

국내의 경우도, 차세 원자로, APR-1400, 신고리 3, 4호기로 신형제어실 설계 노력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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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으며, 최근까지 표 원  시뮬 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HSI(Human-System Interface) 

설계를 구 하여 설계평가에 사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설계 미완성으로 인해, 운 원 수행도 

평가가 발 소 운 상황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제한된 범 에 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

며, 한 선택된 설계 안의 수행도에 한 향의 근거를 구체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본

인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VDU 기반의 신형제어실 설계와 련하여 규제요건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HSI가 제어실 운 원 직무를 지원하고 인간공학 으로 합한 설계가 되기 해서

는 운 원 직무를 분석하여 정보 요건  제어 요건을 도출하고 이를 반 하여 화면을 설계하

고 이를 평가하여 HSI 설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HSI 설계 시 용되어야 할 요한 문서의 하나로 인간공학 설계지침이 있다. 재 

국내 표 원  제어실에 용 인 설계지침은  3, 4호기 설계를 해 개정되기 의 

NUREG-0700을 발췌하여 개발한 HF-010이 유일하다. 이는 재래식 제어실을 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 건설 는 설계 인 원  제어실을 비롯하여 기존 제어실의 개

선 시에 용되고 있는 VDU 기반 HSI에 용하기에는 부족한 이 많았다. 따라서 VDU 기

반 HSI 련 항목을 보완한 HF-010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  지침 사항을 정리한 

HF-010이외에도 설계자들이 HSI 설계 시 참조할 문서로 상세설계지침 는 Style Guide가 있

어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까지 이러한 상세설계지침이나 Style Guide가 개발되

어 있지 않다. HF-010의 개정과 더불어 VDU 기기 기반 HSI 설계의 인간공학 상세지침의 개

발이 시 하다. 

KNICS 사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용한 원자로보호계통(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공학 안 설비 기기제어계통(ESF-CCS: Engineered Safety Features- Component Control 

System), 출력제어계통(PCS: Power Control System), 제어 구동장치제어계통(CEDMCS: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ontrol System), 제어 제어계통(CRCS: Control Rod 

Control System) 등의 계측제어계통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 계측제어계통의 캐비닛에 부착되는 

운 원 모듈에도 VDU를 사용한 HSI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인 오류를 이고 작업 

수행도를 높이기 한 인간공학  운 성능평가가 요구된다.

지 까지 논의한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의 개발과 동반되는 HSI 측면에서의 인간공학 연구

와 더불어 운 원의 감시 진단을 지원하기 한 원자력발 소 감시  진단 기술개발이 필요

한 시 이다. 원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특징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 기반 기기를 사용

한다는 이다. 원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컴퓨터기반 기기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를 처리하

고 처리된 정보는 VDU 기기를 통해 표시하고 있다. 컴퓨터 기반 기기를 사용하면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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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계통에서는 불가능했던 컴퓨터 기반 조기 고장진단, 자동운   운 지원시스템을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원자력발 소는 열수력 공정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고

장이 발생했을 경우 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경로를 따라 되는 이상

상태를 조기에 진단하여 고장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운 원은 잘못된 단을 하게 되고, 이상

상태에 하게 응하지 못하여 사소한 고장이 심각한 사건 혹은 사고에까지 이를 수 있다. 

원  감시  진단 시스템은 원 의 운  상태를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운 원이 효과 으로 

이상상태에 응하기 한 안을 마련해  수 있다. 나아가 상태진단 정보를 공정제어를 한 

입력으로 제공하여 자동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력 감발을 방지하고 보

다 안정 인 운 이 가능하여 원 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 미국 EPRI는 운 원 상 설

문조사보고서 EPRI-NP-6839에서, 경보계통  고장진단 계통의 개선과 추가를 한 노력이 계

통개발에 한 인허가 부담이 고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 개발이익이 가장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재 원 에는 발 소 상태를 감시하기 해 운 변수를 단순하게 표시하는 발 소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는 새롭게 설계되는 후속호기  차세  계측제어계통에 운 을 지

원하기 한 일부 필수안  변수감시 기능(Critical Safety Function Monitoring System)이나 비

상운  상태에서 안 을 확보하기 한 기기의 운 가능성  성공경로(Success Path 

Monitoring System)를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계통은 개별 으로 개발되

고 운 에 합한 지에 한 평가도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운 정보처

리계통(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에 추가됨으로써 운 원의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이 있다. 한 이들 원 에는 기기의 이상 징후나 공정계통의 이상상태를 진단하는 정보를 충

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의 장 을 충분히 살려 가동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소하는 국내 원  감시  진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

다. 

2. 경제  측면

랑스의 N4, 미국의 AP-600, Nuplex 80+, 일본의 ABWR 등의 신형 원 은 자체 인 인간-

기계 연계 설계를 면에 내세워 우월성을 홍보해왔다. 재까지 국내에서 기술자립도가 가장 

낮은 기술은 시스템 기술이다. 본 과제가 개발 상으로 하는 감시  운 지원 기술은 원  인

간-기계 연계 시스템 통합의 필수 인 기술이다. 디지털 계측제어 련 인간-기계 연계 추가연

구 안의 자체 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자립은 원  설계의 인허가 획득을 해 국외로 지

출되는 비용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독자 인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내 원  사업  기술력은 세계 인 수 에 이르고 있다. 세계 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상되는 신규 원  건설 시장을 비롯하여, 계측제어계통  제어실 분야를 놓고 볼 때, 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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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원  건설시장을 넘어서는 계측제어계통  제어실 upgrade를 한 세계 시장에 독자

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의 개발

과 병행하여 감시  운 지원 분야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제어실 설계 공정에서 요한 운

성능평가 기술과 직무분석과 화면설계 연계 기술을 개발하여 운 직무를 잘 지원하고 인

오류를 감할 수 있는 인간공학 으로 합한 제어실 HSI를 개발하도록 련 기술의 지속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KNICS 사업에서 디지털 계측제어기술을 용하여 개별 으로 개발되는 디지털 안

계통, 출력제어계통, 비안 등  제어기기 개발에 인간공학 기술을 용하여 사용자의 인

오류를 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를 실 할 필요가 

있다.

원  감시  운 지원 기술은, 원 의 운  상태를 조기에 진단하여 운 원이 효과 으로 

이상상태에 응하도록 하고, 나아가 운  자동화를 향상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출력 감발의 방

지와 안정 인 원  운 이 가능하게 되어 원 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기술이다. 실험에 의하면 

경보시스템에 경보원인추  시스템을 추가한 경우 약 15 % 정도 빨리 이상상태의 원인을 

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에서와 같이 조기 기기 고장  공정 이상상태 감시/진단 기

능을 통합한 통합 감시  진단시스템을 원 에 용할 경우 원  운 신뢰성  효율성 제고

를 통하여 이용률 향상을 기할 수 있다. 경제  효과의 시로 감시  운 지원 기술개발의 

용에 따른 원자로 정지가 호기당 연간 1건 감소한다면 비용 손실 감 추정 액은 18억원/

호기/년 정도이다.

3. 사회  측면

디지털 기술을 용한 타 산업의 경우, 컴퓨터에 한 과신 는 응치 못함, 자동화의 확

산에 따른 시스템 지식의 상실, 새로운 유형의 인 오류 발생, 유지보수 능력 하 등, 제어실 

운 원을 비롯한 작업자들이 디지털  컴퓨터 기술의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 인 사회·

문화  향이 보고되어 있다.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원  용에 따른 이러한 향을 완화

하고, 한 인 오류에 의한 원  사건을 피할 수 있도록 계측제어계통  기기의 개발에 체계

으로 인간공학을 용할 필요가 있다. 계통설계에 해 인간공학  합성을 평가함으로써 

인 오류를 감하고 나아가서는 원 에 한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다.

재래식 제어반을 한 NUREG-0700을 기반으로 작성된 국내 원 용 인간공학 설계지침을 

개선하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VDU 기기에 비한 설계지침으로 개발하여 용토록 함으로

써 사회 , 문화 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원  운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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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기 국산화가 추진되어 여러 국산화 기기의 국내 원  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 기기의 용에는 설계 시 상하지 못했던 오작동  인 오류 등으로 신뢰가 

하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기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계측제어 기술 개발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지만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운 원의 인지  행동양식, 작업 습  등, 고유 인 요인

을 고려하여 인 오류 가능성을 인 제품을 극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외국사의 제품을 우

선 사용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국산 제품에 한 신뢰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의 NRC에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정의한 미해결 안을 해결하고, 

제어실 설계 개념의 변화와 운 원 역할  정보처리 특성의 변화에 히 응하여 최 화

된 운   진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 오류를 방한다면, 향후 이 기술이 용될 차세

원자로 이후의 발 소 안 성에 한 사회  인식의 제고가 가능하며, 원자력 분야 선도 기술

인 감시  운 지원 기술 자립은 국내 원자력 기술에 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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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1) 운 성능 평가 

기술개발  운

성능 평가

1) 인간공학 지침의 개선방안 도출

2) 디지털 지시계의 인간공학  검토

3) 신체변수 측  제어반 설계 지침 개발

4) 제어조작 련 Stereotype 조사 실험  인간공학 지침 개발

5) 색암호에 한 Stereotype 연구

6)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7) PMAS(Plant Monitoring and Annunciator System) 경보화면 설계지

침 개발

8) PMAS SPADES(Safety Parameter Display and Evaluation System) 

화면설계의 인간공학 지침 개발

9) DPPS(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FPD(Flat Panel Display) 화

면설계 검토  스타일가이드 개발

제 2  연구개발 목표  범

1. 연구개발 목표

제 1단계(2001년도 - 2003년도)  제 2단계(2004년도-2007년도)의 두 단계로 수행한 연구개

발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제 1단계 연구개발 목표

(1) 운 성능 평가 기술개발  운 성능 평가

(2) 원  공정감시/상태진단 시스템 원형개발 

나. 제 2단계 연구개발 목표 

(1) KNICS에서 개발되는 계통의 캐비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

(2) 비안 등  제어기기의 GUI Component 요건개발

(3) Advanced 주제어반 설계를 한 요소기술 개발

2. 연구개발 내용  범

RFP상의 단계별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범  내에서 연차별 연구내용  범 는 배정된 

산의 허용 범   평가 시 평가 원들의 의견을 반 하여 단계 기의 계획에서 조정되었다. 

최종 정리된 단계별 연구개발목표에 따른 연구개발의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가. 제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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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 성능 평가 

기술개발  운

성능 평가(계속)

10)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11) 인간공학 지침 HF-010 개정안 작성

12) KNICS 타과제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개발, 제어  구동장치 제

어시스템 개발) 인간공학 기술 지원

13) LDP(Large Display Panel) 개선안 도출

14) 원  제어반의 음성 인터페이스 련 인간공학 지침 개발

15)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에 한 설계지침 개발

(2) 원  공정감시

/상태진단 시스템 

원형개발

1) 감시  진단시스템 (ADIOS:Alarm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 개발

2)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진단 시스템 개발

3)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4)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 개발

나. 제 2단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1) 안 계통(RPS/ 

ESF-CCS) 캐비닛

운 원화면 운 성

능 평가

1) RPS(Reactor Protection System) COM(Cabinet Operator Module) 화

면검토  운 성능평가

2) RPS COM 최종설계에 한 통합운 성능평가

3) ESF-CCS(Engineered Safety Features-Component Control System)  

COM Style Guide 작성

4) ESF-CCS COM 운 성능평가

(2) 출력제어계통 

캐비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

1) CRCS(Control Rod Control System) 캐비닛 화면설계 검토  개선

안 도출

2) 출력제어계통 운 원모듈 화면설계 검토  개선안 도출

(3) 비안 등  제

어기기의 GUI 

Component 요건

개발

1) 원  MMI 설계를 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Component 분

류  정의 

2) GUI Component별 속성분석  정의 

3) DCS GUI Component 요건 개발

(4) Advanced 주

제어반 설계를 

한 요소기술 자립

1) 직무분석 방안 수립

2) 선정 직무에 한 정보  제어 요건 도출

3) Advanced HSI prototype 구

4) 직무분석 기반 Advanced HSI prototype 평가

(5) 통합 Style 

Guide 개발

1) 통합 Style guide 개발 범  선정 

2) 설계 항목 추출 

3) VDU 기반 통합 Style Guide 개발

(6) 장 성능분석 

지원

1) 경보원인추 시스템 잔 용 지원

2) 고리2발 열교환기 성능분석 알고리듬 개발

3) 1발 성능분석 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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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본 장에서의 국내외 기술개발 황은 감시  운 지원 기술개발의 두 분야, 즉, 인간공학 

분야와 감시/진단 분야에 하여 기술한다. 

1990년  부터 원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했던 첨단제어실 개발  디지털 계측제어기

술 개발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최 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첨단제어실  디지털계측제어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 1990년  반 수행된 원자력 장기연구개발 과제인 인간공학 기

술개발( 과제, ‘92 - ’97)과 첨단 계측제어 기술개발 ( 과제, ‘94 - ’97)이 그것이다. 이 두과제

는 본 과제 기술개발의 모태가 되었으며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공학 기술개발 과제는 인 행  분석기법 개발 과제와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개발의 

두 세부과제로 수행되었다. 인 행  분석기법 개발에서는 운 작업 수행도 향인자 분석, 운

원 직무분석 기법 개발, 운 작업 시뮬 이션 분석기(SACOM: Simulation Analyzer of 

Cognitive Operator Model) 개발, 인 오류 분류체계  분석방법 개발, 국내 원  발 정지 

사례 분석 등이 수행되어 최근까지의 국내 인간공학 연구의 기반을 다진바 되었다. 그리고 인

간공학 실험평가 기술개발에서는 첨단제어실 련 인간공학 실험방법론 개발, 실험자료 수집 

 분석 시스템 개발, 인간공학 통합실험설비(ITF: Integrated Test Facility) 구축 등이 수행되

어 국내 원자력 인간공학 실험 환경  방법론이 수립되었다. ITF는 국제 으로 첨단제어실 

련 인간공학 실험환경의 효시가 되어 국내의 경우, KEPRI의 차세 원자로 개발환경  인간공

학 검증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 발 기술원의 APR1400 시뮬 이터, 두산 공업의 MMIS 통합

검증설비의 모델이 되었으며, 한 국외의 경우, OECD Halden Reactor Project의 HAMLAB 

2000의 모델이 되기도 하 다. 그리고 ITF의 보유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국 NRC의 인간공

학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첨단 계측제어 기술개발에서는 다이나믹 경보축약기술  표시시스템 개발, 디지털 신호처

리 기술개발, 고압구조물 이상상태 감시기술 개발, 자동기동시스템 개발, 디지털 감시기술개발, 

등 최근까지의 모든 국내 원  감시  진단 기술의 토 를 확보하게 되었다. 

‘97년 이후 2001년의 KNICS 사업 시작 시까지 인간공학  계측제어 분야의 상기 과제에 

상당하는 규모의 장기 과제는 단된 상태이었으며, 작은 규모의 과제가 간헐 으로 진행되

었다. 시스템 개발 과제의 일부로 수행된 액체 속로 계측제어계통 설계요건 개발  개념설계

(’97.7 - ‘98.3), 차세 원자로 MMIS(man Machine System Interface System) 설계평가  디지

털 I&C 정량분석 방법론 개발(’94.4 - 2001.3) 등의 과제는 인간공학 기술개발  첨단 계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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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술개발로 확보한 기술을 원자로 개발 과제에 응용한 사례가 되었다. 이보다 은 규모의 

과제로는 신경망기반 지식표상기술의 운 분야 용 연구 (‘97. 1 - ’98. 12), 미국 NRC와 인간

공학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 첨단제어실의 인간공학 검토를 한 공동연구(‘99. 12 - 2000. 

11), 차세  원자로(  APR-1400)의 경보계통 설계  HSI 설계 평가를 지원하는 차세 핵심기

술개발(’99. 10 - 2001. 12),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의 차세 원자로 규제요건 개발 지원을 한 

인간공학 설계검토지침의 안개발(‘97. 1 - ’99. 2)  차세 원자로 인간공학 안 심사지침 

안 개발(‘99. 8 - 2000. 2), 원자력발 소 안 변수표시계통인 CFMS(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 설계 지원을 한 울진 3, 4호기 CFM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  검토(’96. 

3 - ‘96. 12)  원자력발 소 산정보시스템의 인간공학  확인  검증기술 실용화(’98. 12- 

‘99. 11) 등이 수행되었다. 

이외 국내 타 기 의 련 기술 황으로는, KEPRI  한국수력원자력 발 기술원의 주도로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첨단제어실을 용하는 차세 원자로 개발이 수행되어 재 

APR-1400으로 발 되었으며 이는 재 건설 인 신고리 3, 4호기에 용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서는 차세 원자로에 용될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  첨단제어실에 

비한 안 규제 기술개발을 지속 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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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1990년  반부터 원  선진국에서는 첨단제어실과 운 지원시스템 개발이 활발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2-1-1 신형제어실 개발 황

항목 N4 AP600
NUPLEX 

80+

APWR &

ABWR
CANDU-9

개발자
EdF

( 랑스)

Westinghous

e (미국)
CE (미국)

Mitsubishi, 

Hitachi, 

Toshiba 등 

(일본)

AECL

(캐나다)

Operator 

Workstation

VDT 주로 

구성

VDT 주로 

구성

Hybrid 

(VDT+재래식

제어반)

VDT 주로 

구성

VDT 주로 

구성

형정보화면 사용함
3개의 화면 

사용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산화된 

경보시스템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사용함

운 지원시스

템

산화 

차서
사용함

CFMS

SPMS

자동운

(ABWR)
사용함

개발  용 

상황

1990년  

반 원  

용

1 9 9 0 년 말 

개 념 설 계 에 

한 표 인

증 획득, 원

 미 용, 

1 9 9 0 년 말 

개 념 설 계 에 

한 표 인

증 획득, 원

 미 용

ABWR: 1990

년  반 원

 용

APWR: 개발

개발

표 2-2-1-2 운 지원시스템 개발 황

시스템 명
개발국  

기
기능

지식기반/
처리기법

기술 수

IDS
Halden, 

노르웨이
- 원  감시/진단 Knowledge-based 기능시험

SCORPIO
Halden, 

노르웨이
- 노심 상태 감시 Model-based 원 용

CAMS
Halden, 

노르웨이
- 사고 진단/ 리 Knowledge-based 시작품

COSS 미쯔비시, 일본 - 원  감시/진단 Model-based 시작품

PRINS KWU, 독일
- 기기 감시/진단
- 사고분석
- 차서 지원

Knowledge-based
진단:원 용
차서:개념개발

EXTRA
라마톰, 

랑스
- 경보처리 지원 Model-based 원 용

PLEXSYS EPRI, 미국 - 원  감시/진단 Knowledge-based 시작품

DASS EPRI, 미국 - 경보/고장원인분석 Knowledge-based 개발 단

MOAS
메릴랜드 , 

미국
- 원  감시/진단 Model-based 시작품

IGENPRO ANL, 미국
- 신호검증
- 원  감시/진단

Model-based
Knowledge-based

개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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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RC에서는 원자력발 소 제어실 설계검토를 한 NUREG-0700을 1981년에 발행하

으나, 재래식 나열형 제어반의 설계를 상으로 하고 있어, Computer, Digital Control, 

Network Communication 등, 최근의 발 된 기술을 용한 설계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개

발이 활발해진 첨단제어실 개발에 응하여 1990년  들어 NUREG-0711(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과 NUREG-0700(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 Rev.1을 제시하고 수정된 Standard Review Plan 18장을 발표하여 규제기 에서의 

원자력발 소에 한 인간공학 설계 검토방안을 마련하 다. 2000년 발행된 일련의 

NUREG/CR 보고서(NUREG/CR-6633, 6634, 6635, 6636, 6637, 6684)와 2002년의 

NUREG/CR-6690 보고서를 발표하여 원  신형  Hybrid 인간-기계 연계 규제검토를 해 

추가연구가 필요한 안을 제시하 고, 이어서 2002년 NUREG-0711 Rev.2와 2004년 

NUREG-0711 Rev.2를 발간하 다. 그리고 미 NRC에서 2007년 발표한 Long-Term Research 

Areas and Activities에서 디지털 계측제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연구를 한 test facility를 

갖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한동안 원  선진국에서 신규원  건설이 지되면서, VDU 기반 신형제어실의 원  용은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련 연구 한 2000년 에 들어 미약해졌다. 1990년 에 활발했던 신형

제어실과 련한 인간공학 연구자들은 재 항공분야, 의료분야 등으로 그 심이 이동하 다. 

신규 원  건설이 지된 반면 가동  원 의 개량을 통한 수명연장이 늘어남에 따라 계측제

어계통  제어실 개량과 련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용  제어실 련 인간공학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인 오류의 감을 목 으로 원  운 상의 인 요인 리에 한 연구

가 선진국에서는 꾸 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최근 들어 원 에 용되는 계로 기에는 오작동  고

장, 사용자의 인 오류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개발기 에서는 이를 방지

하기 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의 경우, 디지털 계측제어계통과 

시뮬 이터의 통합 시험 시설을 1990년 부터 개발 운 하며 디지털 계측제어 패키지를 개발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인간공학 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NUREG-0711, 0700 등에서 요구하는 

체계  인간공학 용을 시도하지 않고 운 원  문가의 설계평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재 인간-기계 연계 련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은 노르웨이 소재 OECD 산하기 인 

Halden Reactor Project (HRP)이다. HRP의 Safety  Man- Technology- Organisation(MTO) 분

과에서 지식기반 시스템, 발 소 성능 최 화, 공정 감시  진단 등의 Computerised 

Operation Support Systems 분야, 시스템 설계의 인간공학, 인 수행도, 인 신뢰도, HSI  

Control Center, 조직 요인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Industrial Psychology 분야, 그리고, 

VR(Virtual Reality) 등의 Visual Interface Technologies 분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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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결과의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의 치

최근 들어 원자력의 르네상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할 정도로 청정에 지인 원자력에 한 

심이  세계 으로 높아지고 있다. 신규 원 의 건설이 활발해지고 많은 수의 가동  원 이 

수명 연장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의 용이 신규 원 뿐 아니라 가동

 원 의 upgrade에도 용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GE  Westinghouse, 랑스의 AREVA, 

일본 도시바  미쓰비시 등에서는 원자로안 계통을 비롯한 계측제어계통과 주제어실 설계에 

디지털 기술을 용한 MMIS 패키지를 개발하고 세계 원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늦지 않게 KNICS 사업이 추진되어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등, 

요한 계측제어계통을 국산화 개발하여 국제 인 수 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성능이 우수하도록 개발하기 해서는 계측제어 

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인 오류를 감하기 한 인간공학  설계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원 의 다양한 HSI 설계에 필요한 상세 인간공학 지침들을 개발하 으며, 

KNICS 사업에서 개발되는 계측제어 계통의 운 , 시험  유지보수를 고려한 인간공학을 

용하 다. 이를 통해, KNICS 사업에서 개발된 계통들에 있어 사용자 인 오류의 감  운

성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수 의 인간공학 

기술의 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시  진단 기술개발의 일부로 개발된 경보원인추 시

스템은 세계 으로 앞선 경보처리  표시 개념을 가진 시스템임을 확인하 고, 2차계통 성능

분석 시스템들은 원  장에서의 업무효율과 정확도를 높인 면에서 선진국의 수 에 비등한 

기술수 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개발 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수행된 인간공학 기술개발

과 첨단계측제어기술개발은 KNICS 사업의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개발과 감시  운 지원 

기술개발 과제의 요한 기술 인 토 를 마련하 으며 KNICS 사업 과제의 성공 인 완수에 

큰 기여를 하 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공학 기술개발과 첨단계측제어기술개발이 1997년 이후 원

자력연구개발 장기 사업에서 주요 과제로 분류되지 못하고 단된 사태는 결과 으로 기술 

국산화를 앞당기지 못한 결과를 래하 다. 계통 기술개발과 함께 기반 기술개발이 병행되었

다면 세계 인 선도 기술의 확보가 지 보다 훨씬 앞서 가능했을 것이다. 

KNICS 사업으로 세계 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지속

인 투자로 선진국을 앞서는 디지털 계측제어 package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단된다. 이를 

해서는 신기술의 개발  용에 주 하는 기업체보다는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한 연구기 의 

주도하에 기업체의 참여로 첨단 계측제어  인간공학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기술 시장에

서 앞선 디지털 계측제어 package를 확보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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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제 1단계

1. 운 성능 평가 기술 개발  운  성능 평가

가. 인간공학 지침의 개선 방안 도출

원  계측제어 설계를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인간공학 지침을 유형별로 검토하여 

실무 인 문제 과 개선 방안을 구체 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공학 지침은 산업분야별로 지침의 성격이 다양하므로 지침의 활용에 여러 가지 부담

과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간공학 지침의 실효성을 해하는 문제 들을 검토하고, 계측제어 설계와 련

하여 지침을 보완해야할 부분을 분석하기 하여 국․내외 인간공학 지침  기술 황조사를 

실시하 다. 이에 따라 약 30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한수원 인간공학 지침(HF-010)과 더불어 

원자력 분야의 인간공학 지침(NUREG-0700, 0737, 0835, 0899, NUREG/CR-5908, 6105, 6146, 

6684, EPRI NP-3659, 4370  INPO 지침 등), 국제 인간공학 표 (ISO, IEC, ANSI, IEEE 

standard 등)과 항공산업 등 타산업분야의 인간공학 지침(NASA-3000, MIL-STD-1472F, FAA, 

DOD, DOT 등) 등을 수집․검토하여 활용 지침의 특성을 악하고 계측제어 설계의 실무에서

의 활용성을 평가하 다.

한, 첨단 계측제어 설계를 한 인간공학 지침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하여 디지털 

MMI 사용실태  안을 조사하 다. 조사 상은 울진 3,4호기 제어실  시뮬 이터 제어반

과 건설 에 있던  5호기  울진 5호기 제어실을 선정하 으며,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안을 악하기 하여 운 원 면담(울진 2발 소)을 통하여 제어반 기기에 

한 운 경험  안을 악하 다.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표 3-1-1-1과 같다. 

이후, 인간공학 지침의 개선 필요항목과 개선 방안을 계측설계 실무에 효과 으로 용하기 

하여, 국․내외 인간공학 지침의 검토  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  인간공학 지침의 기술  문제   활용상 문제 을 정리하고, 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

시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방안 분석보고서를 작성하 다. 특히, HF-010 항목과 내용의 상세

검토  NUREG-0700 Rev.1과 비교 검토를 수행하 다. 한 1990년  후반이후 사용이 확

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 MMI의 인간공학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으로 개선하기 

한 지침 개발방안을 포함하 다. 개선 필요항목을 요약하면, 표 3-1-1-2와 같다. 

와 련된 기술보고서는 “원  계측제어 설계를 한 인간공학 지침의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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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TR-2502/2003)와 같다. 

디지털 

MMI 

종류

사용 황 제어반 실사  운 원/설계자 면담 결과 요약

디지털 

meter 
제어반 

1) 가시성, 동 특성, 지시정 도 등에서 Analog Pointer보다 단 이 

있음. (가시성과 련,  Analog Pointer의 경우 발 과장 치에서 

보이나 디지털 meter의 경우 보이지 않음)

2) 변수 값의 숫자 표시는 장 이 되나 숫자 표 의 색, 크기, 표

방식 문제가 남아 있음. (single col. meter의 숫자의 크기는 

한 것으로 고려되나. dual col. meter의 경우 색으로 된 상부 지

시값이 무 작게 표시되어 가독성에 문제가 있음)

디지털 

controll

er

제어반, 

(Foxboro type, 

Weschler type 

사용 ) 

1) 울진 3&4호기의 경우 운 원 선호도가 Analog 제어기 > Foxboro 

type > Weschler type 순 이었음. (Weschler type의 경우, 제어 버

튼의 열화, 제어 입력값의 미세조정 불능 등, 문제  제기)

2) 다른 type의 제어기 혼용으로 한 제어조작 시 혼동될 우려 있

음. 제어기 유형별 표 화 필요

3) 장 제어기와 동일한 유형의 제어기 사용이 필요함

Recorde

r

디지털 숫자 

표시 외에는 

재래식 recorder 

사용

1) Recorder의 핵심기능이 추이(trend)를 보여주는 것인데, 재의 

Recorder는 그런 기능에 결함이 있음. (어떤 변수 값을 한번 고 

나면 상당한 간격으로 다시 변수 값을 을 때까지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음)

2) 상부의 디지털 숫자는 녹색이고 흐려서 잘 보이지 않음. 색 측면

에서는 배경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임.

3) 재의 Analog형 Recorder를 별도의 CRT 는 LCD display로 

체하면 기능 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PDP

제어반 

(CPC, ICCMS 

등)

1) 사용상의 불편한 은 없다고 함.

2) ICCMS의 경우에는 표시되는 정보 활용이 일상 인 업무가 아니

므로, PMS쪽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등 benchboard에서 별도로 빼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3) PDP 화면 표시가 단색이고 시각 입사각(viewing angle)이 좁은 

것이 CRT에 비해 상 인 단 임. 재 기기는 touch 제어시 

feedback tone이 제공되지만 touch 민감도가 떨어짐.

4) CRT와 비교하여 용어  구성 등 화면설계의 기   지침이 필

요함.

CRT

운 원 콘솔, 

제어반, 

(PMAS, MARK 

V 등)

1) PMAS의 설계에 용할 수 있는 Display Style Guide가 필요함

(설계자)

2) CRT를 사용하는 다른 계통간에 상이한 display convention이 

용되고 있음.

3) 울진 3&4호기 PMS Alarm list display는 많은 경보 발생 시 보게 

되지 않음. (제어반에 없는 local control 련 경보를 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며, 사후 사건해석용으로는 유용할 듯)

LCD 

안 계통 

캐비넷

(RPS, ESFAS 

등)

1) 울진 5&6호기부터 용 정. WH가 display 구 하므로 별도의 

display convention 용. 

표 3-1-1-1. 디지털 MMI 련 제어반 실사  면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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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No.
Title 개선필요성 요약

3 AMBIENT ENVIRONMENT 조명, glare, seating 등은 보완필요

4
CONTROL ROOM 

WORKSPACE

communications system, storage space 

보완필요

5 ANNUNCIATORS

경보창 경보에 해서는 일부항목에 한 

보완이 필요,  CRT 경보에 한 지침은 매우 

부족함.

6 PANEL LAYOUT

가동시 의 한국인 체  측자료 반  

필요.

항목 체 으로 보완 필요

7
VISUAL DISPLAYS 

(Indicators and Lights)

색상  용어 사용에 한 정리 필요.

디지털 기기에 한 지침 보완 필요

8 CONTROLS 조작 stereotype 기 자료 반

9 COMPUTER DISPLAYS
최근 표   지침을 반 한 반  보완 

필요

10

LABELING, 

DEMARCATION, AND 

PAINTING (COATING)

material, painting을 제외한 반 인 

항목들에 한 보완 필요

기타
여러 section에 해당되는 색상코딩에 한 

stereotype 기 자료 반

표 3-1-1-2. 개선 필요 지침항목  방안 요약

나. 디지털 지시계의 인간공학  검토

원 과 같은 인간-기계시스템의 성능은 디스 이  컨트롤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의 시스템 합성에 의해 크게 좌우 되고 있다. 최근 원  제어실에서는 자식 표시기에 

해당하는 bar type의 정량  표시장치, LED를 사용한 디지털 미터, trend graph를 표시하는 

자식 recorder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표 원 에서 가장 많이 도입된 형태는 인쇄된 scale 

marker 상에 LED 등의 발 소자를 사용하여 bar-graph 형식으로 지시된 양을 표시하는 bar 

graph 디지털 지시계이다. 

이러한 디지털 MMI에 한 인간공학  검토를 하여, 국내에서 국산화 개발 인 디지털 

지시계를 입수하여, 디지털 바의 크기 등에 한 가독성 문제, 디지털 바의 공간  양립성 문

제  인간공학 지침과의 부합 여부 등에 한 인간공학 합성 평가를 수행하 다. 

인간공학 합성 검토 결과, 물리  특성( , 숫자, 자, 수치표시기, LED 발 소자 등) 

 기능  특성(Set-points, Alarm 기능 등)에 한 부 합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한 개

선권고안을 작성하여 한수원  제작사에 제공하 다. 개선 권고안은 제작사의 설계변경에 따

라 반 되었으며, 련 사진은 그림 3-1-1-1, 3-1-1--2와 같다. 

이에 한 기술보고서는 “디지털 지시계의 인간공학  검토” (KAERI/TR-2500/200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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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1. 디지털 지시계 - 개선 (왼쪽)  개선 후(오른쪽) 

그림 3-1-1-2. 개선권고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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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항목 검토의견 비고

  숫자의 
치

(Dual Type) 

  숫자가 각 Bar-graph 표시기의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어 
공간활용이나 집 의 원칙에 어 남.
따라서, 같은 단   같은 Scale을 사용하는 경우, 각 Bar -graph 
표시기의 안쪽에 을 표시하고 숫자는 가운데 하나만 표시하
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공간활용 이나 집 의 원칙 측면에서 
유용함.

설계변경

Font 크기 Single, Dual type 모두 어도  5, 6호기의 Single Type 에 
사용된 수 의 크기가 바람직함. 설계변경

의 구분 의 소 구분을 명확히 할 것(기존 발 소에서도 일부가 되
어있지 않는 것이 있음).

설계변경

Set-points 
표시기능

재 설정되어 있는Set-Points의 치를 Bar-graph 표시기 상에 
표시하는 기능은 바람직함.
그러나, Bar-graph 표시기의 101개 LED 소자  1개 소자의 등
으로 각 Set-point를 표시하는 방법은 Set-point 구분 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고, Set-point에서 변수 값이 지시되는 상황
이라면 오히려 재값을 잘못 단할 우려가 있음.
Set-points 표시기능을 운 원의 선호에 따라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 됨(운 의 효율
성 측면에서 추후 평가 상이 됨).

설계변경

Alarm
표시기능

어떤 변수가 High Set-point를 과하 거나 는 Low Set-point
에 미달하 을 경우, 이를 운 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
로써 알려주는 경보기능은 바람직함.
그러나, 경보임을 알려주는 Alarm LED로 인해 이 가 려지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함.
Set-points 배 시, Alarm LED 신에 LED Bar-graph 체 가 

멸하는 방식의 Alarm 표시기능으로 체 가능 함.

설계변경

수치 표시기의 
크기, 색상  
치(Dual type)

가독성 측면에서 수치표시기의 크기가 큰것은 바람직함.
한, 수치표시기의 LED 발 소자 color도 Bar-graph 표시 기의 

LED 발 소자 color와 동일한 green으로써  5, 6 호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red에 비해 의 피로감이 없음.
그러나, 좌우로 배치된 Bar-graph 표시기와 달리 수치 표시기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어 Bar-graph 표시기와 디지털값 표시기 배치
의 일 성이 반됨.  

인간공학  
문제  

검토사항

수치 표시기의 
민감도 

수치 표시 바뀜의 민감도가 고려되어야 함
추후검토
(설계요건 

반 )

Bar-graph 
표시기의 길이

Bar-graph 표시기의 길이는 재  5, 6호기에서 사용 하고 있
는 지시계의 것과 같으나 Bar-Graph 표시기의 길이가 길수록 변
화에 해 상 인 인식정도가 쉬우므로 최 한 길이를 길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함..

LED 
소자선정시 

고려

Bar-graph 표시기 
LED 발 소자의 

폭

Bar-graph 표시기LED 발 소자의 폭은 재  5, 6호기에서 
사용한 것과 같으나 운 원의 자리 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
도록 조  넓은 것이 바람직함.

LED 
소자선정시 

고려

Bar-graph 
표시기의 해상도

재 101개의 LED 소자수로 구성된 Bar-graph 표시기의 해상도
가 부족함(Safety 련 지시계 일부).
표시값의 동 특성이 아날로그 계기에 비하여 부족함

LED 
소자선정시 

고려

Bar-graph 
표시기의 도우 

폭 

넓은 좌우 시야각을 확보하기 해서는 Bar-graph 표시기 의 
도우 폭이 커야 함.
따라서, Single, Dual type 모두 5, 6호기에서 사용 하고 있는 
지시계의 것보다 같거나 조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함.

설계변경

LED 발 소자의 
밝기 

주변 조도에 따라 LED 발 소자의 밝기를 조  하는 기능은 가
독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LED 발 소자의 밝기의 경우 재  5, 6호기에 설치되어 있
는 콘트롤러의 밝기 정도가 당함. ( 재  6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지시계 와 콘트롤러의 밝기 정도가 다름)
LED발 소자의 내구성(수명)과 밝기의trade off 계를 고려하여 

한 밝기 결정이 필요함.

설계요건을 
반 한 

밝기검토

일반

단 가 다르거나  Scale이 다른 것은 굳이 Dual Type으로 개
발할 필요성의 재검토가 필요함. ( 재  5, 6호기 제어반 설계

황을 살펴볼 때 단 가 다르거나  Scale이 다른 Dual Type
을Single Type으로 바꿔도 제어반의 크기 변경없이 제어반 설계
가 가능할 것으로 단됨)

표 3-1-1-3. 디지털 지시계 검토 요약(추가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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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체변수 측  제어반 설계 지침 개발

신체변수 측  제어반 설계 지침은 신고리 1&2호기 가동 정 연도인 2010년의 한국인 

신체치수에 합하도록 제어반을 설계하기 하여, 기존의 한국인 국민체 조사 자료

(1980~1997)를 활용하여, 설계변수 련 인체측정 항목을 도출하고 2010년도 한국인 신체변수 

측치를 추정하 다. 이 게 산정된 신체변수 측치를 반 하여 체  련 설계요소 지침을 

개발하 다. 

이에 따라 제어반 설계를 한 신체 변수 도출을 하여, 신체치수 련 설계요소 (입식 콘

솔, 좌식 콘솔, 의자, 다리 공간, 작업  높이 등)를 도출하고 설계요소별 설계변수( : 입식콘

솔의 경우 benchboard depth, benchboard height, benchboard 상의 control 배치 범 , display 

배치범  등)를 도출하 으며, 각 설계요소별 설계변수를 요약하면 표 3-1-1-4와 같다. 한 도

출된 설계변수와 련된 인체측정항목(신체변수)을 요약하면 표 3-1-1-5와 같다.

용 정 시 인 2010년도 한국인 신체변수 측치 산정하기 해서는 한국기술표 원에서 

발행한 1980, 1986, 1992, 1997년도 국민체 조사 자료에 수록된 련 변수를 활용하 으며, 각 

자료간의 불균질성을 극복하기 하여 측정년도간 결측치가 없고 측정부 가 일치하는 경우에

만 단순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 고, 측정 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세가 분명한 

경우에만 회귀분석을 이용한 추정치를 산정하 다. 이에 따른 신체변수 측치는 표 3-1-1-6과 

같다. 

각 항목별로 도출된 2010년도 신체변수 측치는 제어반 설계 지침(HF010 제6.2  인체계측

부분)에 각 설계요소별로 입식 콘솔, 좌식 콘솔, 의자, 다리 공간, 작업  높이 등, 17개 항목으

로 구성된 지침을 개발․반 하 다. 설명 그림  반  는 각각 그림 3-1-1-3과 표 3-1-1-7과 

같다.

이에 한 기술보고서는 “HF-010 인체계측자료 용지침 개선안에 한 연구” 

(KAERI/TR-2188/2002)과 같다. 



- 20 -

설계요소 설계변수

1. 입식콘솔

1) benchboard depth

2) benchboard height

3) benchboard 상의 control 배치 범 (상하)

4) display 배치 범 (상하)

2. 좌식콘솔

1) benchboard depth

2) benchboard height

3) benchboard 상의 control 배치 범 (상하)

4) display 배치 범 (상하)

5) control과 display의 배치 범 (좌우)

3. 의자

1) seat height

2) seat depth

3) seat width

4) arm rest height

4. 다리공간

1) thigh clearance height

2) benchboard height under surface

3) knee room (depth)

4) foot room (depth)

5) instep room height

6) knee room width

5. 작업  높이

1) desk surface height (for paper based work)

2) desk surface height (for keyboard work)

표 3-1-1-4. 한국인 신체치수 련 설계요소  설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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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95%, 여자 5% 남자 50%, 여자 50% 여자 95% 여유값

shoulder height
elbow height above 

seat

hip 

breath
구두뒷굽높이

functional reach popliteal height 의복여유(knee height)

eye height
의복여유(eye height 

above seat)

foot length
의복여유 (thigh 

clearance height)

heel to medial malleolus 의복여유 (hip breadth)

instep height
의복여유 (elbow to 

elbow breadth)

Middle finger length
의복여유 (functional 

reach)

thigh clearance heigth
조작여유(functional 

reach)(95% 남자)

popliteal height
조작여유(functional 

reach)(5% 여자)

knee height
구두앞뒤여유 (foot 

length)(남자) 

bottock-popliteal length
구두앞뒤여유 (foot 

length)(여자) 

abdominal depth

elbow height above seat 

surface

hip breadth

shoulder height above 

seat surface

eye height above seat 

surface

bi-acromial breath

elbow to fingertrip length

elbow height

elbow to elbow breadth

bottock-knee length

표 3-1-1-5. 제어실 설비 설계에 용되는 인체계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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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95% male 

(25-50 years)

최 치

5% female 

(25-50 years)

최소치

shoulder height 151.5 120.191 

functional reach 101.055 79.516 

eye height 172.1 137.219 

foot length 26.7248 21.264 

popliteal height 47.751 36.633 

knee height 55.231 39.746 

bottock-popliteal length 55.831 42.927 

abdominal depth 27.6434 16.055 

elbow height above seat surface 30.9811 20.835 

hip breadth 39.4 30.300 

shoulder height above seat surface 65.5 52.099 

eye height above seat surface 89.939 71.737 

bi-acromial breath 42.2 32.000 

elbow to fingertrip length 51.625 37.381 

elbow height 110.5 86.915 

elbow to elbow breadth 54.5868 33.676 

bottock-knee length 62.338 48.918 

표 3-1-1-6. 신체변수 측치

그림 3-1-1-3. 제어반 설계지침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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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항목 설계지침

입식 콘솔에서의 

benchboard 

depth, height  

control 배치범

입식 콘솔에서의 benchboard depth, height  control 배치범  

결정을 한 체 자료 95%ile(이후 %)male의 functional reach

(실제는 등에서 장지끝 길이)(r1), 5% female의 functional reach

(실제는 등에서 장지끝 길이)(r2), 95% male의 shoulder height+

구두뒷굽 높이(1')(x1, y1), 5% female의 shoulder height+구두뒷

굽 높이(1')(x2, y2)로 결정. 

(x1, y1)에서 반경 r1의 원호 내부와 (x2, y2)에서 반경 r2의 원

호내부가 만나는 부분에 control을 배치할 수 있음. benchboard

의 depth, height는 이 겹치는 부분을 벗어날 수 없음. 경우에 

따라서 등에서 장지끝 길이에서 장지길이(95% male)를 뺀 것을 

funtional reach로 간주할 수 있음

입식 콘솔에서의 

display 배치 범

입식 콘솔에서의display 배치 범 를 결정하기 한 체 자료는 

95% male의 eye height+구두뒷굽 높이(1')(x1, y1), 5% female의 

eye height+구두뒷굽 높이(1')(x2, y2), 　 

에서 결정한 benchboard depth에 의해 결정됨. (x1, y1), (x2, 

y2)에서 시작한 line of sight(LOS)가 display 표면(benchboard 

depth에 수직 는 table top)과 이루는 각이 45도 이내에 

display 들이 배치되어야 함. 한, (x1, y1), (x2, y2)에서 시작한 

LOS가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75도 이내가 되는 곳에 배치되

어야 함.

좌식콘솔에서의  

benchboard 

depth, height  

control 배치범

좌식콘솔에서의  benchboard depth, height  control 배치범  

결정을 한 체 자료는 95%ile(이후 %)male의 functional 

reach(실제는 등에서 장지끝 길이)(r1), 5% female의 functional 

reach(실제는 등에서 장지끝 길이)(r2), 95% male의 shoulder 

height above seat+5%female의 popliteal height+구두 뒷굽높이

(x1, y1), 5% female의 shoulder height above seat+5%female의 

popliteal height+구두 뒷굽높이(x2, y2)에 의해 결정됨.

(x1, y1)에서 반경 r1의 원호 내부와 (x2, y2)에서 반경 r2의 원

호내부가 만나는 부분에 control을 배치할 수 있음. benchboard

의 depth, height는 이 겹치는 부분을 벗어날 수 없음. 경우에 

따라서 등에서 장지끝 길이에서 장지길이(95% male)를 뺀 것을 

funtional reach로 간주할 수 있음.

좌식콘솔에서의 

display 배치 범

좌식콘솔에서의 display 배치 범 를 결정하기 한 체 자료는 

95% male의 eye height above seat+5%female의 popliteal 

height+구두뒷굽 높이(1')(x1, y1), 5% female의 eye height 

above seat+5%female의 popliteal height+구두뒷굽 높이(1')(x2, 

y2), 에서 결정한 benchboard depth에 의해 결정됨. 

(x1, y1), (x2, y2)에서 시작한 line of sight(LOS)가 display 표면

(benchboard depth에 수직 는 table top)과 이루는 각이 45도 

이내에 display 들이 배치되어야 함. 한 (x1, y1), (x2, y2)에서 

시작한 LOS가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75도 이내가 되는 곳에 

배치되어야 함.

표 3-1-1-7. 제어반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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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어조작 련 Stereotype 조사 실험  인간공학 지침 개발

국내 표 원  제어실에 용된 설계지침인 HF-010은 미국 원  용을 목 으로 개발한 

NUREG-0700을 발췌하여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의 내용이 한국인의 성향을 제 로 반

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색상, 조작 등에 한 한국인의 고유특성을 반 한 국내 고유의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이 필수 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피실험자 상 실험  인간공학 지침

의 개발을 통해 한국인의 기기 조작특성에 한 Stereotype 기 자료를 확보하 다. 

기존 발 소에 설치된 Display  Control의 기 인 조작 특성 련 Stereotype의 조사를 

하여 웹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 활용하 으며, 주요 자료는 울진 3&4호기 제어반 사진(총 

616매)을 스캔 이미지화 하여, 이로부터  2280여개의 지시기, 제어기, 스 치 등의 이미지 데이

터베이스를 구성하여 기  조사에 활용하 다. 련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는 그림 3-1-1-4와 

같다. . 

데이터베이스화 된 상세 분석 상을 체계 으로 분류하기 하여, Display  Control의 특

성요인에 따른 분류체계를 선행 개발하고, 이를 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된 원  제어반 기기

를 라벨 종류에 따른 기능별 분류 48가지, Display 타입 8가지, Control 타입 12가지, 혼합형 3

가지 등으로 구분하여 Stereotype 조사 기  실험항목 도출에 사용하 다. 분류체계  유형분

석 결과는 그림 3-1-1-5, 표 3-1-1-8, 9과 같다.

유형 분석 후 분석 변수의 악  최  실험설계를 하여 Display/Control의 분류를 토

로 Display와 Control의 양립성에 한 Stereotype 조사실험 항목(조작 방향, scale 방향, 

pointer 모양 등)을 도출하고 rapid prototyping 도구인 RAPID
™
를 이용하여 108종의 

stereotype 조사실험 화면과 실험 환경을 구축하 다. 각 실험 인자  인터페이스의 는 표 

3-1-1-10, 11, 그림 3-1-1-6과 같다.

조작 stereotype에 한 인간공학  평가를 해 108가지 Display/Control 조합에 한 실험

을 실시하 다. 실험에 앞서 10개의 비 실험항목에 한 비실험을 실시하 으며, 본 실험

에서는 ‘20분 실험 - 5분 휴식 - 20분 실험’의 방식으로 진행하 다. 실험 시 display-control 인

자조합은 랜덤하게 제시되었으며, 각각의 display에 한 반응시간은 개별 display에서 인자의 

모든 수 에서 완 랜덤 실험을 하 고, 일반인 100명을 상으로 stereotype(%: 피험자  선

택비율)과 반응시간(sec)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Stereotype 분석 결과  수행시간 분석 결

과의 는 그림 3-1-1-7, 3-1-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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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기존 HF-010의 지침에의 반 을 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HF-010에 추가가 가능

한 지침사항으로 Section 7. Visual Display 련 16항목과 Section 8. Controls의 3항목을 도출

하 다. 지침 권고안의 는 그림 3-1-1-9와 같다. 

이에 한 기술보고서는 “제어조작 련 운 원 stereotype 조사 실험에 한 연구” 

(KAERI/TR-2185/2002)  “제어조작 련 Stereotype 조사 실험  인간공학 지침 개발” 

(KAERI/TR-2388/2003)과 같다. 

그림 3-1-1-4. 제어반 기기 DB 화면 

 

그림 3-1-1-5. Display/Control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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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Symbol 개수 Type

일련

번호
Symbol 개수 Type

1 AI 4 Display 25 LR 9 Display

2 AL 1 Display 26 MI 4 Display

3 AR 1 Display 27 MS Control

4 CR 1 Hybrid 28 PDI 20 Display

5 EI 34 Display 29 PDIK 1 Control

6 ER/IR/SR 1 Hybrid 30 PI 1491 Display

7 FI 60 Display 31 PIK 10 Hybrid

8 FIK 18 Hybrid 32 PJR 1 Hybrid

9 FQI 5 Hybrid 33 PR 9 Display

10 FQIS 2 Hybrid 34 RL 1 Display

11 FR 8 Display 35 RR 4 Display

12 HC 1 Control 36 SI 14 Display

13 HIK 28 Hybrid 37 SIS 2 Hybrid

14 HS 1234 Control 38 TI 118 Display

15 HSS 3 Control 39 TIK 2 Hybrid

16 HTS 23 Control 40 TR 11 Display

17 II 8 Display 41 UC 2 Hybrid

18 JI 37 Display 42 UI 12 Display

19 JKI 4 Display 43 UL 34 Display

20 JQI 2 Display 44 UR 2 Display

21 JR 14 Display 45 UU 2 Hybrid

22 KI 6 Display 46 XL 3 Display

23 LI 76 Display 47 ZI 5 Display

24 LIK 13 Hybrid 48 ZL 279 Display

총    계 2282

표 3-1-1-8. 울진 3&4호기 제어반 계기유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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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구분 설  명

1. DSA : Display Static 
Alphanumeric

필요한 정보를 문자와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명 등을 로 들 수 

있다. 

2. DSP : Display Static 
Pictorial 그림이나 사물을 있는 그 로 표 하여 정보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DSS : Display Static 
Symbolic

문자나 도형, 기호 등을 이용하여 정보내용을 도식 으로 제시하는 형태이

고, 함축 인 의미가 강하다.

4. DDA : Display 
Dynamic 
Alphanumeric 

온도, 압력, 기기의 상태 등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장

치로 몇 가지 제한된 양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변화치를 문자정보를 이용하

여 표시한다. 로는 각종 기계식, 자식 Counter을 들 수 있다.

5. DDI : Display 
Dynamic Status 
Indicator

단순히 상태의 변화( :On/Off)만을 표

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Label 이나 

Color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 인 상태

표시가 가능하다.

6. DPR, DPB : Display 
Dynamic Moving 
Pointer

연속 으로 변화하는 수치에 한 지속 인 찰에 이용되며, scale은 고정되

어 있고, pointer가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7. DSR, DSB : Display 
Dynamic Moving 
Scale

DDP와 같은 용도로 이용되며, pointer는 고정되어 있고, scale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8. DDH : Display 
Dynamic Moving 
Hybrid

DDP와 DDS와 같은 용도로 이용되며, 

pointer와 scale이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표 3-1-1-9. Stereotype 조사를 한 Display/Control 구분 



- 28 -

Control 구분 설  명

1. CDR : Control Discrete 

Rotary

조 운동이 호를 그리는 것으로 보통 3~24가지의 상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된다. 로 구식 텔 비  채 선택 스

치가 있다.

2. CLH, CLV : Control 

Discrete Linear(discrete 

slide switch)

조 운동이 평행한 방향의 선운동에 의해 조 을 하는 장치이며, 

로는 워크맨의 Hold(on/off)을 들 수 있다.

3. CLL : Control Discrete 

Linear(lever switch)

CLD와 같은 용도이고, 로는 자동차의 기아변속장치를 들 수 있

다.

4. CLR : Control Discrete 

Linear(rocker switch)
CLD와 같은 용도이다.

5. CLT :  Control Discrete 

Linear(toggle switch)

CLD와 같은 용도이고, 로는 벽에 

붙은 형 등 스 치를 들 수 있다.

6. CPA : Control Discrete 

Push/Pull(alternative 

action)

조 운동이 수직방향의 운동에 의해 조 되는 것을 말하며, 한번 

르면 On이고, 다시 한번 르면 Off가 되는 Button을 들 수 있

다.

7. CPL : Control Discrete 

Push/Pull(latching)

CPA와 같은 용도로 쓰이고, CPA와 거의 같으나 On이 된 상태에

서 잠그는 기능이 있다.

8. CPM : Control Discrete 

Push/Pull (momentary)

CPA와 같은 용도로 쓰이고, 를 들어 Push Button을 르고 있

는 동안만 On이 되는 것을 말한다. Button에 힘을 빼면 Off가 된

다.

9. CPP : Control Discrete 

Push/Pull(push/pull)

CPA와 같은 용도로 쓰이고, 를 들어 잡아 당기고 르는 형태를 

말한다.

10. CCR : Control 

Continuous Rotary

흔히 아날로그 Control이라고 불리우며, 

연속 인 Dimension상에서 원하는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 를 들면 구의 빛의 

양을 조 하는 Control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제일 밝은 밝기까지 연속 인 

선택이 가능하다.

11. CCH, CCV : Control 

Continuous Linear

CCR과 같은 용도로 쓰이며, 조 운동이 

평행한 방향의 선 운동에 의해 연속  

조 을 하는 장치이다. 로는 자동차 내부 

공기의 환기, 온도, 습도조 장치를 들 수 

있다.

12. CCP : Control Continuous 

Push/Pull

CCR과 같은 용도로 쓰이며, 손으로 르거나 당기는 정도(힘이나 

거리)를 달리하여 원하는 정도의 제어를 하는 장치이다.

표 3-1-1-9. Stereotype 조사를 한 Display/Control 구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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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Control 혼합형

DDA +DDP +CPM DDH +CCL +CPM DDP +DDA +CPM

type factors

Indicators Vertical, Horizontal, Round

Control Vertical, Horizontal, Rotary

Scale Position

Vertical Indicator Left, Right

Horizontal 

Indicator
Up, Down

Scale 

Direction

Vertical Indicator
Up-to-Down Increase, Down-to-Up 

Increase

Horizontal 

Indicator

Left-to-Right Increase, Right-to-Left 

Increase

Control Location Down, Right

 Pointer Type Neutral, Directional

표 3-1-1-10. 제어조작 련 Stereotype 조사실험 인자

display/control 조합 유형 실험화면수

1. Vertical Indicators + Rotary Control 16

2. Vertical Indicators + Horizontal Control 16

3. Vertical Indicators + Vertical Control 16

4. Horizontal Indicators + Rotary Control 16

5. Horizontal Indicators + Horizontal Control 16

6. Horizontal Indicators + Vertical Control 16

7. Round Indicators + Rotary Control 4

8. Round Indicators + Horizontal Control 4

9. Round Indicators + Vertical Indicator 4

합    계 108

표 3-1-1-11. 조작 련 stereotype 조사를 한 실험 interfac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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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tical Indicators + Rotary Control 
(16가지)

2. Vertical Indicators + Horizontal Control 
(16가지)

                     

                          

 

 

  

 

        

 

 

  

 

 

                      

                                                              

   

 

 

        

   

 

 

 

7. Round Indicators + Rotary Control 
(4가지)

9. Round Indicators + Vertical Indicator 
(4가지)

 

 

 

 

 

 

 

 

 

     

 

  

 
 

 

 

 

 

     

 

그림 3-1-1-6. 실험 interface 

83%85%85%87%%stereotype

Vertical display와

control

Display

89%89%91%98%Stereotype

Control

Display의
종류

83%87%89%89%Stereotype

Control의
종류

83%85%85%87%%stereotype

Vertical display와

control

83%85%85%87%%stereotype

Vertical display와

control

Display

89%89%91%98%Stereotype

Control

Display

89%89%91%98%Stereotype

Control

Display

89%89%91%98%Stereotype

Control

Display의
종류

83%87%89%89%Stereotype

Control의
종류

Display의
종류

83%87%89%89%Stereotype

Control의
종류

Display의
종류

83%87%89%89%Stereotype

Control의
종류

그림 3-1-1-7. Stereotype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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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수행 시간 분석결과 

7.5.2.5 Circular scales direction 

Content: Scale values shall increase with clockwise movement of the 

pointer.

                      

그림 3-1-1-9. 운 원 조작 stereotype 련 지침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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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색암호에 한 Stereotype 연구

한국형 표 원 제어실에 용된 색상코딩 체계는 외국의 지침을 그 로 수용하여 용한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가지는 색상에 한 연상체계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표 원  제어실에 

용된 색상코딩 체계에 해 원 에서 근무하지 않는 일반인의 색 연상 체계와 비교하여 얼

마나 일치하는 가를 분석․평가하 다. 특히, 원 의 운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원 에서 

색상이 용되는 특정 용례를 알 수 없으므로 원  제어실에서 용되는 색 사용 를 일반인

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개념으로 환하고 이러한 개념에 합한 색상을 선택하도록 설문 

평가를 실시하 다. 

실제 표 원  제어반의 색상 코딩에 한  상태 조사를 하여, 표 원  인간공학 지침 

HF-010을 기 으로 표 원 의 제어반(경보구분, 상태구분, 경계구분  Pushbutton)  CRT 

(상태구분, 경보구분, 배경  자)상의 색상 사용 황을 조사하 다. 제어반과 CRT 작업반의 

황을 요약하면 표 3-1-1-12, 13과 같다. 

표 원  제어실의 색상코딩에 해 원 에서 근무하지 않는 일반인도 유사한 연상감을 가

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하여, 먼  각 용어에 하여 원  제어실에서 용되는 용례를 일반

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개념으로 변환하여 사용 개념에 합한 색상을 선택하도록 하

다. 설문을 통하여 먼  색상이 사용되는 환경을 제시하고 이 환경을 표시하기에 합한 색을 

여러 색상 안에서 고르도록 하 으며, 선택된 색상은 해당 환경에 합한 정도에 따라 순 를 

매기도록 하 다. 재래식 제어반 환경에 사용되는 색은 HF010지침에 따라 재래식 제어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8 개의 색(빨강, 노랑, 녹색, 오 지색, amber, 흰색, 청색, 검정)에서 선택하도록 

하 다. CRT환경에서 사용되는 색은 재의 HF-010지침에 따라 CRT에서 사용되고 있는 11 

개의 색(빨강, 심홍(magenta), amber, 흰색, 노랑, 오 지색(진노랑), 녹색, 시안(cyan), 암청색, 

회색, 검정)에서 선택하도록 하 다. 한 제시되는 문항의 순서와 안으로 제시되는 색상의 

순서는 무작 화함으로써 이들이 제시되는 순서의 향을 배제하도록 하 으며, 남녀 250명에 

한 설문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 결과 재래식 제어반  운 원 작업반 CRT에서 색상은 (1) 긴 상황 알림, (2) 주의 환

기, (3) 특정 계통 는 상태의 차별화, (4) 문자, 숫자, 지시어의 표시 등을 해 사용되고 있으

며, 부분의 실험 참여자들은 빨강을 긴  상황을 알리기 한 한한 색으로 꼽았으며, 빨강 

 오 지색을 주의 환기를 한 색으로, 특정 계통이나 상태의 차별화를 해서는 빨간색, 문

자, 숫자, 지시어의 표시로는 검은색을 선택하 다. 결과 으로 재래식 제어반  제어실의 

CRT에서 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과 긴  상황과의 계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색상-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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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약이 없이 색상을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설문지의 는 그림 3-1-1-10과 같으며, 분석결과는 그림 3-1-1-11과 같다. 

이에 한 기술보고서는 "표 원  제어실에 용된 색암호에 한 한국인 표본집단의 스테

오타입 연구" (KAERI/TR-2196/02)  “표 원  제어실에 용된 색암호에 한 스테 오

타입 분석결과” (KAERI/TR-2366/2003)와 같다. 

제어반
유형

용도 
분

용도 세분 color association

재래식 
제어반

경보구분

annunciator 
windows 
우선순

red 우선순  1

amber 우선순  2

white 우선순  3

annunciator 
windows 
긴 성

red
비상사태에 따른 원자로 정지(shutdown), 

발  정지

amber 발 소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한 경보

white
시스템 기능 하를 래할 수 있는 상태에 

한 경보

상태구분
status 

indicator( 구)

red 설비 는 process의 작동 , open, on

green 설비 는 process의 비작동, close , off

white
는 

yellow
설비에 문제 발생 는 작동 불능

amber 수동조작이 요구됨, 약간의 주의가 요구됨

경계구분

경보창  명  
테두리구분

white 경보창테두리 

black 명 (heading plate) 테두리 

계기(meter)의 
역 구분

(정 인 구분)

red 험 역

yellow 주의 역

green 정상 역

색에 의한 
계기의 역 

그룹핑 
(color banding) 
(동 인 구분)

red
빨강 역으로 들어오면 기술  한계를 넘어 

갔다는 의미 (경보발생 역)

yellow

녹색에서 노랑으로 넘어가면 운 원이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 는 경보의 발생에 

비하라는 의미

green

녹색 역으로 들어오면 련변수가 

정상 역내에 있는지를 재빨리 재확인하라는 

의미

pushbutt

on

start/stop red trip and emergency start/stop buttons

annunciator 
station 

pushbuttons

yellow silence

blue acknowledge

red reset

black test

표 3-1-1-12. 표 원  제어반의 색암호 사용 황  stereotype 조사항목 (재래식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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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유형

용도 

분
용도 세분 color association

CRT 

작업반

상태구

분

빨강 작동 , on 

노랑 주의경보, 주의요구됨

녹색
에 띄게,그러나 주의를 요구하지는 않음, 

off, 비가동 

흰색 에 띄게,그러나 주의를 요구하지는 않음

경보구

분
경보우선순

심홍색

(magenta)
우선순  1

노랑색 우선순  2

배경색
검정

흰색

자색

일반 자 흰색 검정배경시

일반 자 검정 흰색배경시

아날로그 값 흰색

긴 메시지
심홍색

(margenta)

긴 메시지 오 지색

상태 메시지
시안(밝은 

청색)

보조메시지
청색(암청색

)

구분선 

(demarcation line)

회색

(dim white)

구분선 

(demarcation line)

시안

(밝은 청색)

표 3-1-1-13. 표 원  제어반의 색암호 사용 황  stereotype 조사항목 (CRT 작업반)

질                   문 빨강 심홍(magenta) 노랑 녹색 오렌지색 명청색 암청색 암청색 회색 암버 흰색 검정 

문2-1 시스템이 가동 중인 상태 또는 ON 상태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합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1: 가장 적합,………, 8: 가장부

적합

문2-2 주의경보 및 주의가 요구되는 상태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합

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문2-3 시스템이 정지 또는 비가동 상태 (OFF)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합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문2-4 눈에 띄게, 그러나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상태를 표시하는 색

으로서 적합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문2-5 매우 긴급한 상태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합한 순서대로 번호

를 메기십시요

문2-6 긴급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상태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합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문2-7 컴퓨터화면에 사용되는 글자색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합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문2-8 컴퓨터화면에 사용되는 배경색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합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문2-9 컴퓨터화면에 사용되는 숫자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합한 순

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문2-10 컴퓨터화면에 사용되는 긴급메시지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

합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문2-11 컴퓨터화면에 사용되는 상태메시지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

합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문2-12 컴퓨터화면에 사용되는 보조메시지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

합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문2-13 컴퓨터화면에 사용되는 구분선을 표시하는 색으로서 적합한

순서대로 번호를 메기십시요

그림 3-1-1-10. 설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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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색

11109876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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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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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 b s e rv e d

N

E x p e c te d  

N

R e s id u a l

1 .빨 강  9 9 2 2 .7 7 6 .3

2 .심 홍  1 3 2 2 .7 -9 .7

3 .노 랑  1 7 2 2 .7 -5 .7

4 .녹 색  3 0 2 2 .7 7 .3

5 .오 렌 지  1 4 2 2 .7 -8 .7

6 .명 청  1 1 2 2 .7 -1 1 .7

7 .암 청  6 2 2 .7 -1 6 .7

8 .암 버  1 1 2 2 .7 -1 1 .7

9 .회 색  1 0 2 2 .7 -1 2 .7

1 0 .흰 색  1 1 2 2 .7 -1 1 .7

1 1 .검 정  2 8 2 2 .7 5 .3

T o ta l 2 5 0

 

그림 3-1-1-11. 분석결과  - 시스템이 가동 인 상태 는 ON 상태를 표시하는 색으로서 

가장 합한 색으로 선정된 색(남녀통합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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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설계 지침 개발을 한 기 단계로 VDU 련 인간공학 지침 자료를 수집하 다. 지침 작

성을 해 요구되는 지침에 해 크게 정부기 , 비정부기 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 다. 

한 비정부기 에 련된 지침은 원 련 지침과 이외의 산업  표 과 련된 지침으로 구

분하여 조사하 다. 수집된 인간공학 지침은 미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인간공

학 지침, MIL-STD, NASA STD 등, 미 정부기  지침 자료, ANSI, ISO 등의 국제표 , 

NUREG-0700 Rev.2 등의 원자력 분야 인간공학 지침 등, 총 16종의 인간공학 지침을 그 상

으로 하 다. 수집된 세부 지침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1-12).

그림 3-1-1-12. 수집된 지침 자료

 수집된 지침을 바탕으로 VDU 련 일반 인간공학 지침에 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 다. 

수집된 16종의 지침  12종의 지침을 MS Access  Excel을 이용하여 자문서로 만들어 지

침의 DB를 작성하 다 (그림 3-1-1-13). 

지침 항목들의 상호 련성 여부와 효율 인 지침 추출을 하여 각 항목에 키워드를 할당하

다. 할당된 키워드 구조는 그림 3-1-1-14와 같다.

 DB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Keymapper라는 지침 정보추출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 다. 개발된 DBMS는 키워드 search engine과 필요한 단어를 

입력함으로서 련 지침을 찾을 수 있는 blind search engine이 개발 장착되어 지침을 효율

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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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3.  HF-010 지침 DB  (MS Access file  Excel file)

그림 3-1-1-14. 일반 지침 항목 키워드 DB ( 호 안은 키워드 항목 개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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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5. 지침정보 추출 DBMS 로그램 (Keymapper)

 DB로 구축된 지침을 통해 VDU 련 일반 인간공학 지침을 개발하 다. 개발된 VDU 일

반 인간공학 지침은 크게 Information Display, Interaction, Hardware, Environment의 4 종류

로 분류하고 지침 제목(title)  항목에 따라 지침 내용을 정리하여 일반 인간공학 지침으로 

개발하 다 (표 3-1-1-14, 그림 3-1-1-16).

61294.1 Control Room Environment
Environment

62314.2 Local Control Stations

가이드라인 개수대표항목 개수TITLE

105221.2 Coding
349411.3 Display Elements
390261.4 Text Entry and Display

49161.1 Color

Information Display

263361.6 Windows

54293.1 Visual Displays Quality
Hardware

454483.2 Input devices

203262.5 Menu dialogues
232772.6 User guidelines

8192.3 Direct manipulation
30222.4 Form-filling

2.2 Dialogue principles
2.1 Command dialogues

1.5 Controls

10
36

14

8
101

173

Interaction

61294.1 Control Room Environment
Environment

62314.2 Local Control Stations

가이드라인 개수대표항목 개수TITLE

105221.2 Coding
349411.3 Display Elements
390261.4 Text Entry and Display

49161.1 Color

Information Display

263361.6 Windows

54293.1 Visual Displays Quality
Hardware

454483.2 Input devices

203262.5 Menu dialogues
232772.6 User guidelines

8192.3 Direct manipulation
30222.4 Form-filling

2.2 Dialogue principles
2.1 Command dialogues

1.5 Controls

10
36

14

8
101

173

Interaction

표 3-1-1-14. VDT 련 일반 인간공학 지침 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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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개발된 VDU 일반 지침에 해 문가 검토를 거쳐 지침의 미비한 을 보완하고

자 하 다. 이에 PMAS 경보  SPADES, DPPS FPD 등의 상세화면설계지침의 개발  

HF-010 개정안 작성 시에 개발된 VDU 일반 지침의 Keyword 항목  지침 내용에 한 문

가들의 검토를 수행하 다. 개발된 지침에 한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

계지침 개발” (KAERI/TR-2501/2003)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 

그림 3-1-1-16. 문서화된 VDU 인간공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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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개발

 PMAS의 경보화면 설계 지침 개발을 해 신고리 1,2호기에 용될 CRT 기반 발 소감시

경보계통(PMAS)의 Alarm Viewer, Alarm Summary, Annunciator Window Display, Alarm 

Procedure Display의 4종류 화면에 해 화면 역 사용 황, 설계요소 등을 분석하 다. 이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PMAS 의 경보시스템의 화면설계 지침서를 개발하 다. 화면설계의 개발 

범 에 있어 경보처리, 경보제어  청각 인 Coding을 제외하 다. 지침서는 운 원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수행도 차원에 따라 설계변수를 도출하고 설계변수별로 지침서를 제시하 다. 

경보설계지침은 아래 과정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도식 으로 나타내면 그림 3-1-1-17과 같다.

  

그림 3-1-1-17. PMAS 경보설계 지침 개발 차

 지침서 개발에 있어 운 원 성능에 미치는 수행도 차원(Performance Dimension)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도출하 다.

▪Legibility/Visibility(가시성)

▪Accessibility( 근성)

▪Understandability(이해가능성)

▪Reliability(신뢰성)

한,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설계변수를 수행도 차원에 따라 다음의 (표 3-1-1-15)를 기 으

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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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5. 수행도 차원에 따른 설계변수 분류

수행도 차원 설계변수

Legibility/Visi

bility

Contents Text (font, type, size, contrast, color, brightness)

Alarm status Clarification (New, Existing, Cleared, Acknowledged, Reset) 

Background Color/Foreground Color

Highlighting

Demarcation line

Identification of Categorization (Priority, System) 

Information Presentation Density ( No of Column )

Navigation Method (Screen Modes : Scrolled, Paged)

Position of New Alarm (In case of List Alarm) 

Accessibility

Navigation Method (Scrolled, Paged)

Menu Structure

Grouping

Redundancy (Sound, Speech Communication)

Layout

Contents of Alarms Message

Color Coding

Understandibil

ity

Presentation Format (Window, List) 

Alarm Message Contents 

Coding (Symbol Shape, Color, Label, Spatial, Sound)

Direction/Orientation

Abbreviation

Connectivity among LDP, CRT and SC

Layout

Highlighting Method

Distinguishability/Discriminability

Symbol

Icon/Symbol/ Character (size, shape, color, sound)

Grouping/Partioning

Layout/Location/Distance

Reliability

Feedback (Acknowledge, Reset)

Compatible for data entry and display

Updating 

Alerting

Correctness of data

이 게 도출된 설계변수에 따라 PMAS 경보화면 검토를 통해 설계변수를 도출하 다 (그림 

3-1-1-18). 도출된 설계변수들에 따른 지침서 작성을 해 각각의 설계변수별로 설계지침 상에 

사용될 Keyword를 도출하 다. 이에 따라 Contents/Text, Contrast/Color, Grouping, Coding, 

Display Presentation, Navigation, Highlighting, Menu Buttons의 설계변수로 분류하 다 (그림 

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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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8. 경보화면 검토를 통한 설계변수 도출 

• Contents Text (font, type, size, contrast, 
color, brightness)

•Alarm status Clarification (New, Existing, Cleared, 
Acknowledged, Reset) 
• Background Color/Foreground Color
•Demarcation line
• Identification of Categorization (Priority, System) 
• Information Presentation Density ( No. of Column )
•Navigation Method (Screen Modes :Scrolled,Paged)
• Position of New Alarm (List Alarm) 
•Navigation Method (Scrolled, Paged)
•Menu Structure
•Highlighting Method

• Icon/Symbol/ Character (size, shape, color, sound)
•Grouping/Partioning
• Layout/Location/Distance
• Feedback (Acknowledge, Reset)
• Compatible for data entry and display
•Updating 
•Alerting
• Correctness of data
• Redundancy (Sound, Speech Communication)
• Contents of Alarms Message
• Coding (Symbol Shape, Color, Label, Spatial, sound)
•Direction/Orientation
•Abbreviation

Contents/Text, Contrast/Color, Grouping, Coding, Display Presentation, Navigation, 

Highlighting, Menu Buttons

그림 3-1-1-19. 설계변수 분류 

 기존의 설계지침을 이용하여 설계지침을 작성하 으며 (표 3-1-1-16), 설계지침별 Conflict 사

항에 해 검토를 수행하 다. 개발된 지침서를 통해 “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개발” 

(KAERI/TR-2499/2003)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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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6. 경보화면설계지침 목차구성( ) 

1 GENERAL
1.1 Display Functions
1.2 Use of Spatially Dedicated, Continuously Visible 

Displays
1.3 Alarm Information Content
1.4 Consistency with the Main HSI
1.5 First-Out Processing
2 CONTENTS TEXT
2.1 Alarm Text/Legend
2.2 Text size and style
2.3 Label format
2.4 Distinguishability of Characters
2.5 Consistent Character Appearance
2.6 Font Style
2.7 Character size uniformity
2.8 Character size
2.9 Combination of lowercase and upper case fonts
2.10 Consistent Character Appearance
2.11 Alphanumeric Vertical spacing (line spacing)
2.12 Alphanumeric Horizontal spacing
2.13 Inter-Character Spacing
3. CONTRAST
3.1 Contrast
3.2 Legibility
3.3 Label Contrast
3.4 Color Contrast
3.5 Character contrast
3.6 Adjustable contrast.
3.7 Contrast in dim lighting
3.8 Distinguishing the pop-up menu
3.9 Luminance contrast
3.10 Brightness Ratio
3.11 VDU Contrast
4. COLOR
4.1 Consistency
4.2 Chromatic Proximity for Related Information
4.3 Use of Color
4.4 Color Detectability
4.5 Achromatic background
4.6 Background for colored objects
4.7 Display Background Color
4.8 Red-Green Combinations
4.9 Easily Discriminable Colors
4.10 Recommended number of colors.
4.11 Color legends.
4.12 Color brightness.
4.13 Colors for comparison.
4.14 Code symbol, not text.
4.15 Separator lines.
4.16 Pattern or color palettes.
4.17 Color selection.
4.18 Background for colored objects.
4.19 Color Tonal Codes
4.20 Unique Assignment of Color Codes
4.21 Menu Color
5. GROUPING
5.1 Grouping
5.2 When to use
5.3 Logical grouping of options
5.4 Grouping icons
5.5 Functional grouping
5.6 Grouping related buttons
5.7 Access
5.8 Visual Distinctness of Functional Groups
5.9 Functional Grouping of Alarms
5.10 Demarcation of Groups
5.11 Message Listing Options
5.12 Functional group marking
6 CODING
6.1 Coding Design Requirements
6.2 Coding Effectiveness
6.3 Alarm Coding Consistency
6.4 Redundant use.
6.5 Redundant Color Coding
6.6 Coding of Alarm Priority
6.7 Coding Dimension Discriminability

6.8 Unique Coding Dimensions
6.9 Visual Signal for Important Alarms
6.10 Redundant Coding Dimensions
6.11 Spatial Coding
6.12 Area Coding
6.13 Limited Use of Size Coding
6.14 Flash coding
6.15 Flash acknowledgement.
6.16 Flashing text.
6.17 Flash coding for text.
6.18 Suitability/appropriateness of bold coding. 
6.19 Number of levels of bold coding.
6.20 Number of levels on colored displays.
6.21 Coding Display Items Requiring Rapid 

Discrimination
6.22 Chromatic Proximity for Related Information
7 DISPLAY PRESENTATION
7.1 Alarm Source
7.2 Blank Lines
7.3 Simultaneous Display of High-Priority Alarms
7.4 Listing by Priority
7.5 Coordination of Alarm Alerting and Informing 

Functions
7.6 Message Listing Options
7.7 Alarm Text/Legend
7.8 Alarm-Status Separation
7.9 Presentation of Alarm Priority with Detailed Alarm 

Information
7.10 Alarm Graphics
7.11 Indication of Alarm Status
7.12 New Alarms
7.13 Notice of Undisplayed New Alarms
7.14 Acknowledged Alarms
7.15 Clearing Alarms/Ringback
7.16 Setpoint Values
7.17 Parameter Values
7.18 Required Immediate Operator Actions
7.19 Format for Tile Displays
7.20 User-Defined Alarms/Setpoints
7.21 Interference of User-Defined Alarms/Setpoints with 

Existing Alarms
7.22 Indication of User-Defined Alarms/Setpoints
7.23 Message Overflow
7.24 User-Selectable Alarm System Configuration
8 NAVIGATION
8.1 Use of Multiple Paths
8.2 Minimal Navigation Path Distance
8.3 Detection of Navigation Targets
8.4 Paging Controls
8.5 Easy Paging
8.6 Scrolling of Message List
8.7 Paging in One or Multiple Page Increments
9 HIGHLIGHTING
9.1 Acknowledgment of Menu Selection
9.2 Highlighting the Selected Item
9.3 Highlighting Selected Elements
9.4 Message Highlighting
10 MENU/BUTTONS
10.1 Option sequence
10.2 Simple menus
10.3 Direct function call
10.4 Position in structure
10.5 Iconic menus
10.6 Supplementary verbal labels
10.7 Use of message bar
10.8 Display of message bar
10.9 Consistent Location for Menus
10.10 Consistent Entry Prompt
10.11 Permanent Menus Minimized
10.12 Activation of Pull-Down and Pop-Up Menus
10.13 Option Display Dependent on Context
10.14 Function of Menu Should Be Evident
10.15 Visual Grouping of Menu Options
10.16 Logical Ordering of Menu Options
10.17 Highlighting the Select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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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PMAS SPADE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 지침 개발

안 변수지시  평가계통(SPADES)은 원자력발 소 주제어실의 운 원들이 발 소의 안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한 계통으로, 입력처리 로그램에서 생성된 포인트 정보를 

이용하여 필수안 기능 경보발생원인  해당 시스템과 기기의 상태에 한 정보를 인간 공학

 검토에 의한 다양한 색과 깜박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포인트에 한 설명, 재 

값, 경보 설정치 등 해당 포인트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지침 개발에 앞서 지침에 필요

한 요건 검토를 수행하 다. 특히, SPADES는 한국형 표 원 에서 안 변수지시계통으로 설계

된 필수안 기능 감시계통(CFMS)을 체하기 해 개발된 계통이므로, 설계지침 작성을 해 

PMAS의 원형인 PMS를 기 으로 CFMS에 한 인간공학 요건 검토를 수행하 다. 검토 결과, 

기존의 CFMS와 개발된 SPADES는 다음 표 3-1-1-17과 같은 차이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CFMS SPADES

제 1 단계

- 비상운  시 용 불가

- 사건 유형별 필수안 기능정보 미제공

- 필수안 기능의 우선순 가 비상운

차서와 불일치

- 비상운  시 용 가능

- 시건 유형별 필수안 기능 정보제공

- 필수안 기능의 우선순 가 비상운

차서와 일치

제 2 단계

- 주요 시스템에 한 정보 제공

- 성공경로 평가를 한 자원평가수목도 

미 제공

- 각 필수안 기능별 경보발생원인 정

보제공

- 성공결로 평가를 한 자원평가 수

목도 제공

제 3 단계
- 하  시스템  기기에 한 정보 제

공

- 주요/하  시스템  기기에 한 

정보 제공

표 3-1-1-17. CFMS와 SPADES의 단계별 비교

  

 한 CFMS 운 원 활용성 검토를 수행하 으며 인허가상의 SPDS 요건항목을 구체화하여 

법규요건  기능요건에 한 세부 요건을 설정하 다.

 설정된 요건을 바탕으로 SPADES 화면 설계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우선 SPDS 요건과 

HFEPP(NUREG-0711)를 용하여 설계를 한 상 요건을 도출하 으며, 원  설계에 합한 

지침을 구성하기 해 세부 설계 기능별 상세 지침으로 분류하 다. 지침에 따라 화면의 요소 

분할  주요 속성 항목을 도출하 으며, 이를 토 로 세부 지침 항목을 화면 Level 3화면요소 

단  36항, 지침 세부항목 230항을 결정하 다.

 SPADES 화면 설계 지침의 구성에 한 검토를 통해 차 지침은 별도로 하도록 하 으며, 

요소 지침 개발을 우선 으로 하도록 하 다. 지침 항목간의 연 구조는 Hyper-text기반으로 

지침(안)을 작성하 다 (표 3-1-1-18, 그림 3-1-1-20, 21). 설계 지원을 해 기 치, 한계치(min. 

max), 권고치, 단방법 등의 지침의 세부 항목을 도출하 다. 개발된 지침서를 “P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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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DE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 지침 개발” (KAERI/TR-2503/2003) 기술보고서로 발간하 다. 

목  차

1. 개요

1.1. SPADES 개요  

1.2. SPADES 의 특징

1.3. 요건

1.4. 화면구성

2. 계층별 화면요소 설계지침 

2.1 L1- CFM Matrix 

2.2 L2- 경보논리도

2.3 L3- 계통 P&ID

2.4 L3- 기기 P&ID 

3. 계층별 화면 상세 요소 설계지침 

4. 상세요소의 Guideline

표 3-1-1-18. SPADES 화면 설계 지침 구성

그림 3-1-1-20. PMAS SPADES 화면설계지침 Hyper-tex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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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1. 상세요소의 Guideline  (그림 3-1-1-20에서 “ 자”를 click하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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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DPPS FPD 화면설계 검토  스타일가이드 개발

 DPPS(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는 발 소 로세스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원자로 트

립이나 공학 안 설비의 작동을 요구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안 설비이다. 물

리 인 구성은 운 원 제어반의 RCM(Remote Control Module), 기계실의 MTP(Maintenance 

and Test Panel), 그리고 RSP(Remote Shutdown Panel)내의 모듈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울

진 5&6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DPPS FPD는 MTP(maintenance and Test Panel)에 FPD(Flat 

Panel Display)를 장착하고 있으며, MTP의 FPD는 XGA해상도를 가진 LCD이며 운 원의 입

력을 받기 한 touch screen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한 FPD에 표시되는 화면을 통해서 상태

표시, Setpoint 설정,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운 원은 touch screen 기능을 이용하여 이

와 같이 계층화된 많은 화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한 화면 검토를 통해 

화면설계의 일 성, User Interface의 의미와의 부합성, 그리고 사용자 제어  감시 편의성 등

을 검토하 으며 검토결과는 Memo 형태로 한수원에 달하 다 (그림 3-1-1-22).

그림 3-1-1-22. DPPS FPD 검토 문서

화면 검토의견은 각 화면별로 작성하 으며 각 검토의견은 수정사항, 권고사항, 그리고 확인 

후 수정사항 등으로 구분하 다. 수정사항은 설계에 반드시 반 되어야 할 사항임을 의미하며, 

권고사항은 설계개선 시 참조할 사항이다. 확인 후 수정사항은 검토의견이 제시된 사항에 한 

정보가 불완 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득한 후 재의 검토의견이 반 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수정사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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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S FPD 화면설계 스타일가이드 개발을 해 물리 인 시스템 환경을 가정하 으며 지침

의 개발 범 를 설정하여 스타일가이드의 용성을 고려하 다. 시스템 환경에 있어 FPD가 

재 운용되는 15인치 color display(256 color 이상)의 touch screen기능을 고려하여, 1024x768의 

해상도와 가시면 이 약 300x228mm인 TFT LCD를 가정하 다. 따라서 물리 인 사양의 다른 

경우 이 문서의 용에 신 을 기하여야 한다. 한 개발된 스타일가이드는 설계 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에 한 설계추천치( 를 들면 버튼의 크기, 모양, 자체 등)를 제공하는 것을 

그 개발 범 로 하 다.

울진 5&6호기의 DPPS FPD에 사용되고 있는 설계요소를 악한 후 각 설계요소에 한 표

  설계지침을 검토하여 가정된 하드웨어에 맞는 설계추천치를 결정하여 스타일가이드를 

개발하 다. 개발된 스타일가이드는 아래의 표 3-1-1-19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스타일가이드 내

용의 는 다음 그림 3-1-1-23, 24와 같다. 이 개발 내용은 “DPPS FPD 화면설계를 한 스타

일가이드 개발” (KAERI/TR-2495/2003) 기술보고서로 발간하 다. 

표 3-1-1-19.  DPPS FPD 화면설계를 한 스타일가이드 구성

1. 화면의 역구성(Layout)
1.1  역의 구분
1.2  역의 크기
1.3  역의 바탕색

2. 제목 역
3. 메뉴 역

3.1  버튼(Button)
3.2  이블(Label)

4. 정보 역 
4.1  정보의 배치
4.2  정보표시 공통사항
4.3  Indication Lamp와 이블
4.4  그룹핑(Grouping)
4.5  편집박스(Edit Box)
4.6  메시지박스(Message Box)
4.7  텍스트 리스트(Text List)
4.8  표(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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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Label
• 레이블은 3행이내 중앙정렬. 
• 크기 : 3mm이상
• 글자체 : Serif계열
• 버튼이 Pressed상태인 경우 버튼표면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그림 3-1-1-23. 메뉴 역 스타일가이드 

CHANNEL   A

CHANNEL   B

TCB-1 TCB-27mm

3mm

3mm
3mm

5mm

RPS SIAS

CHANNEL   A

CHANNEL   B

(a) 레이블이우측인경우 (b) 레이블이상단인경우

(c) 레이블과Indicator Lamp의행렬표시   

그림 3-1-1-24. 정보 역 스타일가이드의  (Indication Lamp와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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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기존 원자력 분야의 지침에서 해당 지침 내용이 산재해 있거나 부족한 실인 디지털 

Bargraph, Paperless Recorder 등과 같은 자식표시장치에 한 지침을 개발하여 최근 추진되

고 있는 국산화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다음과 같은 지침을 조사하여 자식 표시

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을 구성하 다(표 3-1-1-20).

▪NUREG-0700

▪HFE-SGB

▪MIL-STD-1472D

▪MIL-HDBK-761A

▪NASA-STD-3000/Vol 1/Rev A

▪ANSI/HFS 100

▪USE 100 Ver 2.1

▪Handbook of Human Factors

▪Ergonomic Design for People at Work

▪User-Computer Interface in Process Control - character Size and Proportion

▪Human Factors in Engineering Design (Sanders and McCormick, 1987) 

▪The Visual Display of Quantitative Information, E.R.Tufty, 1998

 아래와 같은 자식표시장치들의 기기별 장단 을 비교분석하여 지침의 부록으로 수록하 다.

 (1) Liquid crystal displays 

 (2) Displays for portable devices

 (3) Field Emission Displays

 (4) Cathode Ray Tubes

 (5) Vacuum fluorescent displays

 (6) Plasma Display Panels

 개발된 지침서를 “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KAERI/TR-2498/2003) 

기술보고서로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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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1.1 Scope
1.2 Underlying Human Factors Principles 
1.3 Definitions

(2) Scale Design of Electronic Displays
2.1 Numbering of Scales
2.2 Axis Labels 
2.3 Identification of Units of Measurement 
2.4 Numeric Scales Start at Zero
2.5 Numbering Grids
2.6 Discontinuous Axes
2.7 Scale Range

(3) Pointer Design Of Electronic Displays
3.1 Tip Style
3.2 Tip Position 
3.3 Color and Contrast
3.4 Pointer Visibility

(4) Design of Numeral on Scale of Electronic 
Displays 
4.1 Numeral Orientation on Scale
4.2 Orientation on Circular Scales
4.3 Numeric Readouts

(5) Electronic Recorders
5.1 Legibility
5.2 Contrast
5.3 Illumination
5.4 Visibility
5.5 User Annotation Capability
5.6 Smudging/Smearing
5.7 Scale Design
5.8 Scale Compatibility

(6) Electronic Indicators
6.1 Precautions to Assure Availability of 
Electronic Indicators
6.2 Precautions to Assure Unambiguous Sensing 
by Operators
6.3 Precautions to Avoid Misinterpretation
6.4 Use as Alerting Indicators 
6.5 Identification of Meaning
6.6 Emitting diode Intensity

(7) Label design on Electronic Displays
7.1 Simplicity
7.2 Meaningfulness
7.3 Unambiguousness
7.4 Consistency
7.5 Compatibility
7.6 Readability
7.7 Salience

(8) Bar Type Graph Design on Electronic 
Display(general)

8.1 Demarcation of Groups
8.2 Actual System/Equipment Status
8.3 Choice of Setpoints 
8.4 Readability Conditions of Top of Bar Type 
Graph

(9) General Coding Guidelines on Electronic 
Display
9.1 Coding Display Items Requiring Rapid 
Discrimination

9.2 Meaningful Codes 
9.3 Consistent Coding Across Displays
9.4 Readability of Coded Information
9.5 Coding and Transmission Time
9.6 Display Background Color for Coding

(10) Alphanumeric Characters for Labels and Text 
used in Electronic Display Media
10.1 Style
10.2 Dimensions of Labels

(11) Numeric Data in Digital Display
11.1 Number System
11.2 Leading Zeros
11.3 Maintaining Significant Digits
11.4 Display Range
11.5 Rate of Display Change
11.6 Direction of Change in Digital Display 
11.7 Direct Display of Differences
11.8 Orientation of Numbers

(12) Continuous Text Display used in Electronic 
Display
12.1 Standard Text Format
12.2 Consistency Between VDU-Based Text and 

hard copied Text
12.3 Clarity of Wording  
12.4 Distinct Wording
12.5 Concise Wording 
12.6 Inter-Line Spacing
12.7 Attention Symbols in Alphanumeric Displays
12.8 Hardcopy for Lengthy Text Displays

(13) Color Coding in Electronic Display
13.1 Color Coding for Graphics
13.2 Use of Color
13.3 Color Coding to Draw Attention
13.4 Color Selection 
13.5 Redundant Coding Dimensions

(14) Analogs and Graphs used in Electronic 
Display (Electronic Recorder)
14.1 Dynamic Display Movements
14.2 Positive Indications
14.3 Display Failure Indications
14.4 Interpreting Graphs
14.5 Labeling Curves
14.6 Legend Ordering

(15) Bar Graphs(specifications)
15.1 Labeling Single Bars
15.2 Labeling Paired Bars
15.3 Bar Spacing
15.4 Consistent Orientation of Bars
15.5 Zero Reference on Deviation Bar graphs
15.6 Normal Range on Deviation Bar graphs
15.7 Indication of Magnitude on Deviation Bar 
graphs
15.8 Size of Bar 
15.9 Deviation Bar Graphs

(16) Flashing

(17) Icons and Symbols used in Electronic 
Displays
17.1 Size of symbol 
17.2 Number of Symbols

표 3-1-1-20. 자식표시장치의 인간공학 설계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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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인간공학 지침 HF-010 개정안 작성

 인간공학 지침개발을 하여 2회의 세미나를 개최하 으며, 1차 세미나에서는 지침개발방

향  표 원 의 설계 황에 련된 내용을 확인하 다. 한 2차 세미나에서는 개발된 지침

안에 한 검토  HF-010의 개정 방향 등에 한 정보를 교환하 다.

 기존의 HF-010에서 VDU를 기반으로 한 MMI 설계변화에 따라 가장 많은 변화가 측된 

부분은 Section 9.의 Computer Display이다. 따라서 부분에 해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이미 개발된 여러 상세설계지침을 근거로 개정안 항목  지침내

용을 작성하 다 (표 3-1-1-21). 한, 지침의 완성도를 높이기 하여 HF-010 개정안 작성 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VDU 련 일반 인간공학 지침  기타 여러 상세설계지침을 참고하

여 HF-010 개정안 작성

▪VDU 기기의 사용증가로 인해 이와 련한 지침의 필요성이 가장 높음. 이에 따라 

HF-010의 Section 9. Computer Displays를 으로 보완함.

▪HF-010의 기타 부분은 기존 제어실로부터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그 로 유지하는 것으

로 함.

▪HF-010이 계통설계 반 으로 용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지침의 수

은 특정계통에 합하도록 개발된 상세설계지침보다는 일반 지침 수 을 갖도록 함.

▪Section 9. Computer Displays 개정안의 구성은  지침 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반 으

로 재구성하기로 함. 본 연구에서 개발한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

계지침” 구성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경보, SPDS 등을 추가함.

▪개정안 지침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신고리 1&2호기 용과 련도가 높은 것만을 반

함. 

▪기존 HF-010 Section 9. Computer Displays에 포함된 지침 내용은 개정안에 우선 포함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함.

 

와 같은 내용들이 보완되어 개정된 HF-010에 하여 원자력연구원 내부 으로 기술보고

서 “인간공학 지침 HF-010 개정안 작성”(KAERI/TR-2494/2003)을 발간하 다.

  한, HF-010 개정안을 달한 후, 신고리 1, 2호기 사업 련 기 들과 수차례에 걸친 기술

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한수원을 지원하 다(그림 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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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INFORMATION DISPLAY
9.1.1 Display Format
9.1.2 Color

9.1.2.1 Foreground/background
9.1.2.2 Color selection

9.1.3 Coding
9.1.3.1 Color Coding 
9.1.3.2 Brightness/intensity coding
9.1.3.3 Symbol coding
9.1.3.4 Spatial coding
9.1.3.5 Multidimensional coding
9.1.3.6 Format Coding
9.1.3.7 Size and Pattern Coding
9.1.3.8 Highlighting
9.1.3.9 Auditory Coding
9.1.3.10 Text Coding

9.1.4 Characters
9.1.5 Abbreviations and Acronyms
9.1.6 Labels
9.1.7 Icons and Symbols
9.1.8 Numeric Data
9.1.9 Borders, Lines, and Arrows
9.1.10Graphs
9.1.11Lists
9.1.12Tables
9.1.13Windows

9.2 INTERACTION
9.2.1 Controls
9.2.2 Dialogue
9.2.3 Direct manipulation
9.2.4 Form filling
9.2.5 Menu
9.2.6 User guidance
9.2.7 Navigation 
9.2.8 Cursors

9.3 HARDWARE AND ENVIRONMENT
9.3.1 Glare  
9.3.2 Resolution
9.3.3 Contrast
9.3.4 Regeneration
9.3.5 Refresh rate
9.3.6 Luminance
9.3.7 Response time
9.3.8 Input device
9.3.9 Viewing Distance 
9.3.10Viewing Angle 
9.3.11Image formation time
9.3.12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9.3.13Static Electricity

9.4 ALARM SYSTEM
9.4.1 Alarm Display Functions
9.4.2 Alarm Information Content

9.4.3 Use of Spatially Dedicated, Continuously Visible 
Displays

9.4.4 Alarm Coding Consistency 
9.4.4.1 Redundant Coding Dimensions
9.4.4.2 Coding of Alarm Priority 
9.4.4.3 Spatial Coding

9.4.5 Functional Grouping of Alarms
9.4.5.1 Visual Distinctness of Functional 

Groups
9.4.5.2 Message Listing Options
9.4.5.3 Simultaneous Display of High‐Priority 

Alarms
9.4.5.4 Listing by Priority

9.4.6 Alarm Text/Legend
9.4.6.1 Alarm Source Identification
9.4.6.2 Setpoint Values
9.4.6.3 Parameter Values

9.4.7 Blank Lines for the Alarm Lists
9.4.8 Coordination of Alarm Alerting and Informing 

Functions
9.4.9 Presentation of Alarm Priority with Detailed 

Alarm Information
9.4.10Separation of Status Indication
9.4.11Alarm Graphics
9.4.12Indication of Alarm Status

9.4.12.1 New Alarms
9.4.12.2 Notice of Undisplayed New Alarms
9.4.12.3 Acknowledged Alarms
9.4.12.4 Clearing Alarms/Ringback

9.4.13Required Immediate Operator Actions
9.4.14Format for Tile Displays
9.4.15User‐Defined Alarms/Setpoints

9.4.15.1 Interference of User‐Defined 
Alarms/Setpoints with Existing Alarms

9.4.15.2 Indication of User‐Defined 
Alarms/Setpoints

9.4.16Message Overflow
9.4.17Preclude of Message Scrolling 
9.4.18Paging in One or Multiple Page Increments
9.4.19Provisions for Control Functions
9.4.20Distinct Coding of Control Functions 

9.5 SPDS
9.5.1 Readily perceived and comprehended information
9.5.2 Sufficient, minimum and critical information 
9.5.3 Concise display 
9.5.4 Rapid and reliable determination of safety status 
9.5.5 Aid to control room personnel  
9.5.6 Convenient location 
9.5.7 Continuous display  
9.5.8 VDT syndrome
9.5.9 Procedure and training

표 3-1-1-21.  HF-010 Section 9. COMPUTER DISPLAYS 개정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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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5. HF-0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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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KNICS 타과제 인간공학 기술 지원

 인간공학 으로 타당한 설계를 하여 KNICS 사업의 타과제에 한 인간공학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 다. 그 동안 개발된 인간공학 지침을 달하 으며, 이에 한 세미나를 개최

하여(2003. 9. 24) 타과제 실무자들에게 지침별 성격  내용에 하여 설명하 다.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개발 과제에서 설계되고 있는 캐비닛 운 원화면 COM에 하여 

설계자와 인간공학  합성 검토를 수행하고 화면 개선안을 제시하 으며(그림 3-1-1-26), 

DPPS FPD 화면설계 검토  스타일가이드를 기반으로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개발과제의 

COM 설계지침 KNICS-RPS-HFG101(Rev.00)을 제공하 다(그림 3-1-1-27).

 한편, 제어  구동장치 제어시스템 개발 과제의 캐비닛 MMI 설계에 해 인간공학 합성

을 검토하여 모니터의 치, 설치된 스 치들의 인간공학  높이, 제어반의 체 인 배열 등

에 한 개선안을 제시하 다.

그림 3-1-1-26. 수정된 COM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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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7. 디지털 안 계통 COM 화면설계 Style Guide Rev.0 표지

 그림 3-1-1-28. CEDMCS 캐비닛 배치  상세 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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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 개선안 도출

 LDP 기술 황분석  LDP 련 인지  분석을 하여 형정보화면과 련한 NUREG 

문건  APR-1400 련 설계문건, KINS 검토 문건 등을 검토하여 설계 안을 조사하 다.

 그리고, LDP 설계 안 선정  분석을 통하여 에서 조사된 LDP 설계 안  APR-1400

에서 사용될 LDP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되는 사항과, 최근 발행된 

NUREG-0700 Rev. 2를 기 으로 한 APR-1400 LDP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LDP 개선안을 도출

하 다.

 한, 최근 display 기술이 속하게 발 한 가운데, APR-1400의 LDP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선정을 한 기기 범  조사와 MCR 환경요인과의 연 성을 분석하 다.

그림 3-1-1-29. APR-1400 L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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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원  제어반의 음성 인터페이스 련 인간공학 지침 개발

 표 원  이후 주제어반 설계에 CRT나 LCD 등 디지털 MMI의 사용이 차 확 되어 감

에 따라 다양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의 사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한 설계지침이 없어 표

화되어 있지 않은 채로 보 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문제 을 안고 있는 원  제어반의 음성 

인터페이스 련 인간공학 지침을 개발하 다.

 먼 , 음성  Sound 련 일반  인간공학 지침자료를 수집한 후, 음성 인터페이스와 

련된 키워드에 따라 정리하 다 (표 3-1-1-22). 그리고,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

학 설계지침 개발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따르기 하여, 수집된 지침자료를 Sound Format, 

Alarms, Controls, Communication, Environment 등으로 분하고, 지침 항목들을 정리하여 사

용자 편의성을 높인 DBMS로 개발하 다 (표 3-1-1-23, 그림 3-1-1-29, 30). 이 내용은 원자력연

구원 기술보고서(KAERI/TR-2771/2004)로 발간되었으며, 지침은 hardcopy로도 발행되었다.

Guidelines
Sound 

Formats
Alarms Controls Communication Environments Total

ANSI-HFS100 1 1

FAA 116 46 32 15 209

HF010 8 10 18

MIL-STD-1472F 58 15 41 12 126

NASA-STD-3000 76 76

NUREG0700 REV.2 37 35 5 61 13 151

Total 211 89 20 134 127 581

표 3-1-1-22. 주요 지침별 음성 련 지침항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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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3. 음성 인터페이스 련 지침 황

 TITLE 표항목수 가이드라인수

Sound Formats
1.1 Audio Displays 103 155

1.2 Speech Displays 39 56

Alarms

2.1 General 1 15

2.2 Alarm Controls 2 2

2.3 Alarm Sequence 2 2

2.4 Alarm Matrix 1 2

2.5 Auditory Qualities 1 2

2.6 Alarm Implementation 1 16

2.7 Prioritizing Alarms 7 7

2.8 Acknowledging signals 7 8

2.9 Audible Codes 21 22

2.10 Alarm Display 1 7

2.11 Alarm Response Procedures(ARPs) 1 6

Controls

3.1 General 1 1

3.2 Use 1 1

3.3 Input Vocabulary 1 1

3.4 Interword Delays 1 1

3.5 Prompting 1 149

3.6 Correction Capability 1 1

3.7 Alternative Input Device 1 1

3.8 Controls for Audio Warning Device 8 8

3.9 User-System Interaction and Controls 4 5

Communication

4.1 Speech-Based Communication 7 52

4.2 Telephone systems 13 19

4.3 Voice Communication Systems 6 32

4.4 Loudspeakers 3 7

4.5 High Noise Areas 2 2

4.6 Equipment 21 22

Environment

5.1 Atmosphere 7 20

5.2 Acoustics 41 57

5.3 Control Room 6 6

5.4 Noise 7 7

5.5 Accommodating People with Disability 9 15

5.6 Displays 17 19

5.7 Auditory System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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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0. 음성 인터페이스 련 지침 로그램 화면

그림 3-1-1-31. 음성 인터페이스 련 문서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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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에 한 설계지침 연구

 원 의 제어수단들이 차 디지털화되어 가면서 원  시스템에서 정보를 달하는 표시장

치의 한 매체로서 여러 종류의 아이콘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콘은 작도된 그래픽이 

사용 환경에서 제 로 감지되지 않거나 쉽게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는 기억할 수 

없는 경우 운 원의 인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참조할 수 있는 한 설계지침

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침으로는 NUREG-0700 Rev. 2(USNRC, 2002) 등이 있으나, 자식 표

시장치에서의 아이콘 작도 지침 정도로서 내용이 빈약하고 특히 자식 표시장치 환경에 합

한 아이콘설계지침을 충실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국내 실에 합한 아이

콘의 인간공학  설계지침을 개발하 다. 

 지침 개발을 하여 원 에서의 아이콘에 한 사용실태를 조사하 다.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 에서 밸 와 펌  표기용 아이콘을 상으로 행 P&ID도면  자식 표시장치에

서 사용되는 아이콘의 실태 조사를 하 다. (고리 1, 2호기 P&ID 아이콘 , 월성 1호기(CANDU

형) P&ID 아이콘, PMAS 아이콘, AP1400 SGB 아이콘, 5,6호기 P&ID 아이콘) (그림 

3-1-1-32). 이를 기반으로 P&ID 도면과 자식표시장치 상의 아이콘 표  환경의 변화를 분석

하 다. 각 기기에서의 아이콘에 해 아이콘 구성요소(lexical quality) 상의 변화, 아이콘의 종

합  형상(syntactic quality)에 한 표  방식의 변화, 아이콘이 나타내는 의미(semantics 

quality) 상의 변화, 아이콘의 사용 환경(pragmatics quality) 상의 변화 등을 분석하 다(표 

3-1-1-24). 그리고 아이콘의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을 하여 자식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아이콘 설계 시 고려 요소를 분석하 다(표 3-1-1-25).

 자식 표시 장치에서의 아이콘의 특성분석을 하여 여러 종류의 인간공학 문헌을 조사하

으며, 아이콘의 의미 달능력 향상에 향을 주는 일반 인 요인을 악하 고, 이를 기 로 

하여 자식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아이콘의 설계지침을 작성하 다. 한, 자식 표시장치에

서의 아이콘의 장   단 을 분석하고, 자식 표시장치 상의 아이콘 설계 지침, 자식 표

시장치에 사용되는 아이콘의 설계 평가 원칙, 자식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아이콘의 설계 차 

등을 도출하 다. 그리고, 자식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아이콘에만 용될 수 있는 특수 효과

의 설계지침으로 아이콘의 구성요소로서 색상 사용 지침, 아이콘의 동  (dynamics) 구성 요소

로서 래싱(flashing) 사용지침, 아이콘의 구성요소로서 3D효과의 사용 지침 등을 개발하 다.

  한편, 향후 자주 사용하게 될 자식표시장치 아이콘의 구성 요소로서 색상, 움직임효과, 

3차원 효과에 해 기존 P&ID도면에 사용하던 윤곽선 주의 아이콘과 비교하여 아이콘의 새

로운 구성요소를 얼마나 정 으로 받아들이는가를 확인하고, 아이콘 설계지침 로 작성된 아

이콘과 그 지 않은 아이콘에 한 운 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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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호기 원자력 발 소에서 근무하는 40명의 주제어실 운 원  장 운 원이 설문 응답

에 참여하 으며(그림 3-1-1-33),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1-26와 같다. 

  의 수행내용들을 종합하여 원자력연구원 기술보고서(KAERI/TR-2758/2004)로 발간하 다.

그림 3-1-1-32. 수집된 아이콘(밸   펌 ) 표본 

P&ID 도면 자식표시장치
(CRT, FPD 등)

구성요소 
(lexical quality)

선, 윤곽선 내부 채우기
선, 윤곽선 내부 채우기, 색상, 
움직임(dynamics), 청각 메시지

종합  형상 
(syntactic quality)

윤곽선으로 표 할 수 있는 
상 모두

윤곽선으로 표 할 수 있는 
상 모두

아이콘이 나타내는 의미 
(semantics  quality)

밸 , 펌 , 탱크, 원자력발
소 구성요소의 정해진 일반  
상태(normally open, normally 
close)

밸 , 펌 , 탱크, 원자력발
소 구성요소의 동  상태 
(close, open)

사용 환경 
(pragmatics quality)

시거리: 독서거리 (30-50 cm)
인쇄물의 화질

표시장치의 배치에 따른 시거
리(약 70 cm)
표시장치의 refresh rate, 해상
도에 따른 화질, 선명도

표 3-1-1-24. P&ID 도면상의 아이콘과 자식 표시장치 상의 아이콘 표 방식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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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lexical quality)

종합  형상 

(syntactic quality)

아이콘이 나타내는 

의미(semantics quality)

사용환경 

(pragmatics quality)

▪화면해상도

▪아이콘크기제약조건

▪표시지속시간(에니메

이션의 경우)

▪변화 주기(에니메이

션의 경우)

▪청각 메시지 삽입여

부

▪음 (shading)

▪코  형태

▪각

▪선 굵기

▪구성요소의 형상의 

특징

▪색상

▪3차원 효과

▪ 체 크기

▪ 체  형상

▪선 굵기

▪선의 패턴

▪선의 끝마무리 형태

▪ 체 패턴

▪ 체 방향성

▪배치 장소

▪색상사용 여부

▪움직임 여부

▪공간격자 유무

▪구성요소의 수

▪입체감

▪아이콘이 나타내는 

의미의 구체성

▪아이콘이 나타내는 

의미의 추상성

▪아이콘이 나타내는 

의미의 부분 요소와 

체 집합

▪아이콘 의미의 효과 

발생 시

▪아이콘이 사용되는 

표시장치와 사용자간

의 거리

▪ 주변 조명수

표 3-1-1-25. 자식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아이콘 설계 시 고려 요소

그림 3-1-1-33. 아이콘 구성요소에 한 선호도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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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6.  설문 평가 목   결과 요약

평가목 결과

기존의 윤곽선 주의 아이콘 디자인에 색상코드

가 추가되는 것을 선호하는가?

운 원들은 여 히 P&ID 도면에 사용되는 윤곽선

만으로 작도된 아이콘을 여기에 색상암호가 부가

된 아이콘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표시장치에서 채택하기 용이한 3차원효과

(음 )가 기존의 P&ID도면에서 주로 채용하고 

있는 윤곽선으로 구성된 아이콘에 추가되었을 때 

이를 아이콘 사용자들이 선호하는가?

운 원들은 P&ID 도면에 사용되는 윤곽선만으로 

작도된 아이콘을 여 히 선호하며 윤곽선에 3D효

과가 부가된 아이콘만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식표시장치에서 채택하기 용이한 움직임

(dynamics)효과가 기존의 P&ID도면에서 주로 

채용하고 있는 윤곽선으로 구성된 아이콘에 추가

되었을 때 이를 아이콘 사용자들이 선호하는가?

운 원들은 여 히 P&ID 도면에 사용되는 윤곽선

만으로 작도된 아이콘을 여기에 색상암호와 움직

임효과 (dynamics)가 부가된 아이콘보다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콘 설계요소로서 색상코딩이 추가될 경우 기

존의 윤곽선에 색상이 추가되는 방식이 선호되는

가 아니면 기존 윤곽선을 제외하고 색상만 추가

하는 설계방식이 선호되는가?

색암호가 용된 아이콘의 경우 운 원들은 윤곽

선을 기 로 하고 그 에 색암호를 추가한 형태의 

아이콘을 윤곽선 없이 색암호 만으로 작도한 아이

콘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 으

로 유의한 결론은 아니다.

아이콘설계 방식의 하나로서 아이콘 구성요소를 

닫힌 형태(closure)로 구성하는 방식이 아이콘 구

성요소를 개방공간 (open space)에 두는 방식보

다 선호되는가?

운 원들은 아이콘 작도 지침에서 추천하는 방법

으로 작성된 아이콘 보다는 실제로 장에서 직  

사용하던 아이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콘 작도 지침에서는 아이콘 요소를 폐곡선으

로 둘러 싸서 집 감을 주는 형태를 추천하고 있지

만 이와 계 없이 실제로는 설문 응답자들이 사용

해왔던 아이콘 형태를 더 많이 선호 했다.

아이콘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을 단순화 하여 

묘사하는 방식이 세부 으로 묘사하는 방식보다 

선호되는가?

운 원들은 단순한 형태의 아이콘을 세  묘사를 

한 형태의 아이콘보다 더 많이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 사용하여 익숙해진 아이콘을 더 선호하는

가?

운 원들은 평소에 사용하여 익숙해진 아이콘을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아이콘보다 더 많이 선호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상(object)을 나타내는 아이콘의 경우 나

타내는 상의 실제모양에 근 한 아이콘이 더 

선호되는가?

아이콘의 모양이 실제 나타내고자 하는 상의 모

양에 가까운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콘요소가 분열된 모양보다 아이콘 요소가 통

합된 모양이 더 선호되는가?

통합된 형태의 아이콘을 분리된 형태의 아이콘 보

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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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공정감시 상태진단 시스템 원형 개발

  감시  운 지원 기술개발의 한 분야로 운 원을 지원하기 한 시스템 개발 분야가 있

다. 운 원 지원시스템 개발의 1 단계 목표는 “원  공정감시/상태진단 시스템 원형개발”이다. 

“원  공정감시/상태진단 시스템 원형개발”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개발

- 2차계통 공정변수 감시/상태진단 기법 검토

- 공정상태 감시변수 설정을 한 2차계통 분석

- 공정상태진단 기법 용을 한 2차계통 거동특성  이상상태 향 모델 분석

- ITF 시뮬 이터 모델 분석  data 통신 program 개발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진단 시스템 개발

-  2발 소 간이성능분석  주간효율 검 산 로그램 개발

- 고리 2발 소 정  성능분석 산 로그램 개발

-  1발 소 간이성능분석 산 로그램 개발

- 고리 2발 소 성능진단 지원용 민감도 확인 로그램 개발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 고리 2발 소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 개발

- 고리 원자력교육원 고리 2발 소용 시뮬 이터 연계 시험 

- 표 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 개발

- 신호 고장검출  진단기법 개발

- 탈기기 모델링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기법 개발

- 증기발생기 수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 시스템 개발 

가.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개발

 (1) 공정변수 감시/상태진단 기법 검토  기술개발 목표 설정 

  개발하고자 하는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의 기술개발 목표  요건을 개발을 해 재 공정변수 감시/상태진단 기법

의 기술 안을 검토하고, 국내.외에서 개발된 공정변수 감시/상태진단 시스템  이들의 기술

수 을 비교하 다. 한 개발될 감시  진단시스템(ADIOS)을 이용할 원  운 원의 요구사

항을 반 하여 감시  진단시스템(ADIOS)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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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허가  사업자 측면 요건  국내외 기술 수  검토

    우선 개발하고자하는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의 인허가  사업자 측면 요건을 검토하 다. 이를 해 

NUREG-0800 SRP(Standard Review Plan), NUREG-0700, EPRI URD 등을 검토하 다. 한 

차세 원자로에 용된 감시/진단 기술과 미국 ANL의 IGENPRO, Halden의 감시/진단 기술

과 개발될 ADIOS의 감시/진단 기술 등을 비교 분석하 다. 표 3-1-2-1은 비교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 분석 결과는 기술보고서 “감시/상태진단 기법 안  기법 분석 보고서” 

(KAERI/AR-621/2002)로 발행되었다.  

표 3-1-2-1. 감시, 진단  운 지원기술 비교 분석표          

감시기술 Requirements KNGR ADIOS
ANL  

IGENPRO

Halden 
Reactor 
Project

NUREG-0800

SRP
NUREG-0700

EPRI 
URD

TMI-Requirement

-AFW Flow Indicator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ICC Instrumentation

-Instruments for core damage

-PZR Level Indicator

QIAS 

CFMS 

PAMS

-R.G. 1.97 수

-EOP Action Point & 
Consistency

CSF Display

-CS Parameter 
Support

-Safety Status Change

Plant 
Status

QIAS 

CFMS 

SPDS

-R.G. 1.97 변수
Safety Status Change

QIAS 

CFMS 

BISI Status Indicator Safety Status Change BISI & LDP 

ADIOS 

Alarm 
System 
Status

Plant Alarm System

-Self-Testing

Plant Alarm System

-Alarm Processing & 
Reduction

-Alarm Signal 
Validation

-Alarm Response 
Procedures

Plant Alarm 
System

QIAS 

CFMS 

ADIOS 

Alarm 
Processing 
& Signal 
Fault 
Detection

PROTREN 

Signal 
Validation 

MSET

Fault 
Detection 
Module

CASH

PEANO

In-core Neutron Monitoring

Ex Core Neutron Monitoring

QIAS

NIS

ICCS 

In-Core temp Monitoring
QIAS

ICCS 

LVMS,ALMS,LPMS
NIMS 
(LVMS,ALMS
,L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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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지원 기술 Requirements KNGR ADIOS
ANL 

IGENPRO

Halden 

Reactor 
Project

NUREG-0700 EPRI _URD

Analysis and Decision 
Aids

-Critical Information Alert 
: Critical Information 
Decision

-Strategy Planning & 
Selection

-Inadequate Knowledge 
Alert

-Status Change Indicator

Computer Aids Monitoring

-T.S. Violation Monitoring 

-Safety System Availability Monitoring

-Plant performance, Equipment 
condition & Degradation monitoring

-Water chemistry Monitoring : 
Corrosion prediction, sensors

CFMS

COLSS

SPMS

BOP 
Applicat

ICCS

BISI 
Status

QIAS

ADIOS 

Performance 
Calculation 
자동화, 
2차계통 
Performance 
& 
Degradation 
Equipment 

PROTREN 

Signal 
Validation 
& Fault 
Detection 
Module

PRODIAG

CCD 
Module

ALADDIN

TEMPO

Operating Procedure 

-EOP Parameter & Decision 
Consistency

-Alarm Response Procedure

CPS

PROMANA

Operating 
Managemen
t Module

COPMA-II
I

Computer Aids Maintenance

-On-line Calibration, Maintenance, 
Repair 

-Maintenance & Inspection planning : 
Design Data, Previous inspection, 
repair and operating history, 
equipment stress factors 

-Tracking & Conditions instruments

-Maintenance procedures

ADIOS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DIAG

CCD & 

P&ID 
Module

Computer Aids Diagnostics

-Equipment degradation Dia.

-Logistics aids for Fault Dia.

ADIOS 

진단 
Module,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DIAG

PRD &

CCD 
Module

On-line Computer Aids Testing

-Initial plant startup testing

-On-line Testing

-Manual & Auto Periodic Testing 

표 3-1-2-1. 감시, 진단  운 지원기술 비교 분석표 (계속)

  (나) 국내 기술 도입 황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

   국내에 도입된 공정변수 감시/상태진단 시스템의 황을 악하기 해 고리 1, 2발 소, 

 1, 2발 소, 울진 2발 소 등에 용된 감시/진단 기술에 한 용 황을 분석하 으며, 

1993년 ~ 2001년 동안 국내 원  장지원 기술개발과제 121건  감시/진단기술이 차지하는 

비 과 기술 분야를 분석하 다. 그림 3-1-2-1은 감시/진단기술이 차지하는 비 과 기술 분야

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지원 기술개발과제 121건  감시지원시스템이 차지하는 

과제는 50 건으로 비 은 약 41%를 차지하 다. 한 개발하고자하는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의 장 용을 해 운

원이 지원받고자하는 지원기능  기술 안을 조사하고, 성능평가  고장진단 기술 안을 검

토하 으며,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장 용 가능성 등에 한 의를 수행하 다. 감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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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스템의 도입 비 과 감시운 지원기술의 지원 황 분석의 결과는 그동안 컴퓨터 성능

의 문제로 도입이 주 되었던 많은 감시  운 지원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독립 인 Computer Server를 통해 기능이 구  가능한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의 subsystem인 터빈 사이클을 이

용한 2차계통 효율계산  성능평가진단기술과 이상상태 시 폭주하는 경보를 억제하고 축약하

는 경보억제축약처리기술을 포함하고 원인경보  Logic Diagram을 자동화하여 경보의 원인

을 추 하는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장 용 가능성은 매우 크며, 실제 이들 시스템  2차계

통 효율계산  성능평가진단기술은 고리 2발,  1, 2발 소에 용되었으며, 경보억제축약

처리기술은 신고리 3&4호기 설계에 반 되어 설계 이며, 월성 2발 소에는 경보억제축약처리

기술과 경보원인추 기술이 통합되어 LogACTs(Logic Alarm Cause Tracking, 경보원인추 시

스템)로 용하기 한 과제를 수행 이다. 

'93 ~ 2001년 까지 총 121 건의 현장 기술개발 과제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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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장 기술개발 과제 황

국내의 가동  웨스 하우스형 원 에 도입된 공정변수 감시/상태진단 시스템은 TMI-II 원

 사고 이후 TMI Action Plan에 의해 도입된 SPDS 기능을 수행하는 OACS(Operator Aid 

Computer System)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발 소컴퓨터시스템(Plant 

Computer System)의 upgrade로 발 소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Alarm Monitoring 

System, Remote Monitoring System 등, 발 소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경보 신호나 운 신호

를 받아 표시하는 독립된 운 변수감시시스템 등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은 단순

히 경보를 감시하거나, 운 변수를 단순히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운 원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 한국표 형 원 의 기  원 인  3&4 호기에는 웨스 하우스형 가동  

원 의 발 소컴퓨터시스템(Plant Computer System)보다 기능 으로 우수한 발 소감시시스템

(PMS : Plant Monitoring System)이 용되어 있다. PMS에는 필수안 변수감시시스템(CFMS : 

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 2차계통 효율계산감시기능  Core의 운 한계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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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COLSS(Core Operation Limit) 기능 등이 포함되어 운 원을 지원하고 있다. PMS 시스템 

한 필수안 변수감시기능  노심운 한계 감시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Plant 상태를 

반 으로 감시하고, 폭주하는 경보를 억제하거나, 경보나, 기기고장이나, 이상상태의 원인을 진

단하는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 으로 운 원의 운 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다) 공정변수 감시/상태진단 기법 검토  기술개발 목표 설정

    개발하고자하는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의 기술 개발 목표를 설정하기 해 최근 국내외에서 연구 인 공

정감시/상태진단 기법의 장단 을 비교, 분석하 다. 비교 분석에 고려된 감시변수 추출 분석

은 고장수목, 인과 계 기법, Goal Tree Success Tree 분석 기법이며, 고장/상태진단 기법은 

MFM(Multilevel Flow Modeling) 기법, 고장유형 공정 향  Direct Signed Digraph  

모델, MOAS-II, IGENPRO  Halden 용된 Model-based 고장/상태진단 기법 등이며, 센서

/actuator 신호 검증/진단 기법은 State-Space Signal Estimation Model  I/O Model 기법 

 Neural Network 등 AI 기법 등을 검토하 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최 의 원  이상

상태 공정감시/진단기법을 제안하고, 개발하고자하는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의 기술 개발 목표를 설정하 다. 다음은 개발

하고자하는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에 제안된 기술 개발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에 제안된 최  공정감시/상태진단 기법 

  . 공정감시 분석기법 : GTST (Goal Tree Success Tree) 분석기법

  . 공정이상상태 분석기법 : 고장유형 공정 향  Direct Signed Digraph 기법

  . 공정상태진단 기법 : MOAS-II 용 Model-based 고장진단 기법

공정상태를 감시하기 한 분석기법은 통 으로 고장수목  인과 계 기법을 주로 사용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고장모드나 상호 인과 계에 연계되어 있는 정보만을 이용하

여 분석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발 소의 거동을 진단하지 못하며, 상호 연결 계를 알고리즘

으로 구 해야하므로 알고리즘이 거 해지는 단 이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법으로 발 소의 

이상 거동에 따른 완화 목표(Goal)에 한 해결 수단(Means)을 제공하는 Goal-Means 분석 기

법이 리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Goal-Means 분석 Structure는 발 소의 이상거동에 한 증

후에 따라 이 이상증후를 완화시키는 수단을 제공하는 Functional Analysis Approach의 하나

이다. Goal-Means 분석 Structure는 미국 AP-600의 경보  MMIS 설계에 이용되어 주목을 받

았다. 이 Goal-Means 분석기법은 이미 화화공정이나 화력발 소 등의 타 산업에는 일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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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기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GTST (Goal Tree Success Tree) 기법과 MFM(Multilevel 

Flow Modeling) 기법은 형 인 Goal-Means 분석 Structure를 이용한 Functional Analysis 

Approach로 MMI 설계를 한 System Analysis에 주로 이용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이들 분석 

기법이 감시, 진단  운 지원 시스템에 용되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자력발 소의 2차계통의 이상상태를 감시하기 한 변수를 선정하기 해 GTST (Goal Tree 

Success Tree) 기법과 MFM(Multilevel Flow Modeling) 기법을 검토하 다. 

GTST 방법은 Goal-Means Structure를 단순화하여 이상거동에 한 성공 수단을 제공하는 

분석방법으로 작은 단 의 System 분석에 장 이 있다. MFM 방법은 Goal-Means Structure를 

확 한 개념으로 System을 Goals, Functions, Components의 Multilevel로 표 하고, Multilevel 

의 각 Goals, Functions, Components을 Means-Ends과 Part-Whole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MFM 

방법은 거  시스템 분석에 주로 이용되며, System 분석이 다소 복잡해지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계통을 4, 5개의 소규모 system으로 분류하여 이들 system을 감시  진단하는 

GTST 공정감시 분석기법을 제안하 다.  

상태진단 기법으로는 MOAS-II, IGENPRO  Halden 등에 용된 Model-based 고장/상태

진단 기법을 검토하 으며, 고장유형에 따라 고장의 향이 를 분석하는 Direct Signed 

Digraph 기법  신호 해석을 통해 고장을 진단하는 Neural Network 등 AI 기법 등을 분석

하여 기법의 장단 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 최 인 Direct Signed Digraph 상태진단 기법을 제

안하 다.

 (2) 감시  진단시스템(ADIOS)의 구성  기술개발 목표

  (가) 감시  진단시스템(ADIOS)의 구성 

장의 공정감시/상태진단/운 지원시스템 용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외 공정감시/상태진

단/운 지원 기술개발 사례를 검토하여 감시  진단시스템(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의 기술 개발 목표를 설정하 다. 그림 3-1-2-2

는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의 

기술개발 목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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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및 진단시스템 (ADIOS) 구성
ADIOS(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

- 공정변수감시모듈(PMM : Process Parameter Monitoring Mod)
- Range check 등Basic 센서Validation 수행
-해당상태진단모듈결정및모듈구동
-이상상태감시message 표시

•공정상태진단모듈(PDM:Process Diagnostic Module)
-공정이상상태영향전파에따른진단수행
-기기 controller, signal output 고장message 표시

•발전소성능평가진단모듈(TherPEM:Performance Evaluation
- TBN Cycle이용효율성능영향평가HX 등기기진단
-기기성능악화에따른기기고장message 표시

•신호고장검출및진단모듈(SDM:Signal Detection M)
-입력신호및신호상태평가에따른센서고장진단
-센서 drift 등센서고장message 표시

•경보원인추적모듈(ACT: Alarm Cause Tracking Module)
-경보발생에따른출력감발원인추적수행
- 출력감발원인message 표시

공정
상태
진단
모듈
(PDM)

성능
평가
진단
모듈

(TherPEM)

신호
고장
검출
진단
모듈
(SDM)

경보
원인
추적
모듈
(ACT)

GTST 분석

운전원

- 2차계통상태감시변수결정

센서이상열적불균형공정불균형 경보발생

공정상태감시변수감시모듈
(PMM : Process Monitoring Module)

센서이상기기성능기기고장 경보원인

•경보축약, 억제및처리모듈(DAS: Dynamic Alarm Module)

-경보우선순위화기법
-경보특성별경보축약및억제기법

경보
축약

억제
처리
모듈
(DAS)

다중경보

경보축약

그림 3-1-2-2. 감시  진단시스템(ADIOS)의 구성 

그림 3-1-2-2에서와 같이 감시  진단시스템(ADIOS)은 크게 두 개의 기능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공정의 이상상태를 감시하는 공정상태 감시변수 감시 모듈(PMM : Process 

Parameter Monitoring Module)과 공정의 이상이 감지될 때 공정 이상상태를 진단하는 이상상

태진단모듈로 구성되었다. 공정이상상태진단모듈은 이상상태의 특성에 따라 진단하는 방법이 

다르며, 진단방법에 따라 5개의 부 기능 모듈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감시  진단시스템 

(ADIOS)의 기술개발 목표  각 모듈의 기능을 요약하 다.  

공정변수감시모듈(PMM: Process Parameter Monitoring Module)

- 공정의 이상상태를 감시하기 해 공정변수의 이상상태를 감시

- GTST(Goal-Tree Success-Tree)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공정이상상태감시변수를 

선정 

- Range check 등 선정된 공정이상상태감시변수의 센서 신호 Validation 수행

- 이상상태 감지 시 해당 상태진단모듈의 Entry Condition 결정  해당진단모듈 

구동

- 이상상태감지 시 이상상태 감시 message 표시

공정상태 진단 모듈(PDM: Process Diagnostic Module)

- 각 계통별 Process의 이상상태의 원인인 밸 , Pump 등 하드웨어의 고장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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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신호의 비정상상태를 진단

- 공정 이상상태 향  모델인 Direct Signed Digraph로 고장 모델링

- Direct Signed Digraph 모델에 의한 밸 , Pump 등 하드웨어의 고장 진단

- 주요 공정센서 사이의 에 지 방정식과  Pump 특성모델을 모델화하여 센서검

증기 (Sensor Validation Criteria) 설정

- 센서검증기 (Sensor Validation Criteria) 모델링에 의한 입출력 신호의 비정상

상태를 진단

- 기기 controller, signal Input/output 고장 message 표시

발 소 성능평가 진단 모듈(TherPEM: Therm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Diagnostic Module)

- 센서검증기 (Sensor Validation Criteria) 모델링에 의한 입출력 신호의 비정상

상태를 진단

- TBN Cycle을 이용한 2 차계통의 Heat Exchanger 등 기기의 열효율성능평가 

 향 민감도 평가를 통해 Heat Exchanger 등 2 차계통의 기기 열성능   

degradation 평가  진단

- 기기 성능 악화에 따른 기기 고장 message 표시

신호 고장 검출  진단 모듈(SDM: Signal Fault Detection Module)

- 입력신호 측모델(Signal Estimation Model)을 통한 센서고장 진단

- Neural Network 등 AI 기법을 통한 Model Free 센서고장 진단

- 센서 drift 등 센서 고장 message 표시 

경보축약, 억제  처리 모듈(DAS: Dynamic Alarm Processing Module)

- 경보의 특성에 따른 경보처리기법  경보 우선순 화 용

- 발 소 상태 변화에 따른 우선순 의 동 변경 기법 용

- 발 소 상태 변화에 따라 일시 이고, 연속 으로 발생하는 경보의 억제 축약 

- 경보의 인과 계에 의한 경보간의 원인결과 분석에 따라 결과 경보의 억제

- Group 경보  원인경보의 강조 표시 

경보원인추 모듈(ACT: Alarm Cause Tracking Module)

- Logic Diagram의 자동화를 통한 경보 발생에 따른 경보원인추

- 경보 차서  경보원인추  결과 강조

- 경보원인 추 결과  message 표시 

   감시  진단시스템 (ADIOS)에는 공정상태를 감시하기 해 분석기법으로 GTST (Goal 

Tree Success Tree) 분석기법을 사용하 으며, 공정이상상태를 진단하기 한 분석기법으로 고

장유형에 따라 고장이 공정에 향을 하는  정도를 증가 +, 감소 - 등의 증감 Sign으로 

표시하여 모델링하는 Direct Signed Digraph 기법을 사용하 으며, 한 기기의 고장, 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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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을 소규모 모델로 모델링하여 진단하는 Model-based 고장진단 기법인 MOAS-II 모델을 

용하여 개발하 다. 

  (나) 감시  진단시스템(ADIOS)의 기술개발 목표 

많은 경보가 폭주할 때에는 운 원이 경보의 발생 순서를 인지하거나 이상상태의 진행추이

를 추 하여 이상상태의 상황을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 감시 

 진단계통(ADIOS)이 개발되었다. ADIOS 는 경보처리 기능과 고장진단 기능이 통합된 통합 

경보  진단시스템이다. ADIOS의 기술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경보수의 억제

ADIOS는 경보가 폭주하는 과도상태에서도 경보가 이상상태를 감지하는 정보감지기로서 

역할하도록 복 경보의 표시를 억제하고, 요도에 따라 운 원의 처가 시 한 경보를 강조

하여 운 원의 감시가 필요한 경보의 수를 여 표시했다.

   ② 진단기능을 통합한 경보  진단계통 개발   

모든 이상상태는 센서나 기기의 고장이 근본 원인이다. 이러한 고장들이 기 상태에 경

보로서 표시되기 때문에 운 원은 경보를 통해 센서나 기기의 고장을 진단하게 된다. 센서나 

기기의 고장을 조기에 진단하게 되면 운 원은 경보의 원인을 악하여 이상상태에 처하기 

때문에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보는 진단된 결과를 확인하고, 운 원의 사

고 응에 한 결과를 확인하는 보조 인 역할을 하게 되어 운 원의 정보인지 부담과 행

(운 ) 부담이 격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경보와 진단 기능이 통합되면 진단 결과에 한 

경보의 측이 가능하게 되고, 측되지 않은 경보가 발생할 때 경보함으로써 운 원이 감시해

야 하는 경보의 수가 격히 어들게 된다. 통합 경보  진단계통(ADIOS)에는 주요 센서나 

기기의 이상거동이 고장진단 모델로 구축되어 경보계통에 통합되었다.  

   ③ 경보정보 내비게이션 체계 확립

인간의 인지  행  유형(cognitive action pattern)을 상으로 하는 모든 인간기계 연

계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은 운 원의 인지  의사결정모델(cognitive 

decision making model)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운 원의 인지행 모형은 운 원이 경

보기나, 계기 기록계 등과 같은 표시기기로부터 이상상태의 경고를 인지하여, 정보기기로부터 

정보를 얻어 상황을 단하고, 운 (행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

요한 기기나 수단을 찾아 행 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VDU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경보  진단계통인 ADIOS는 운 원의 인지  행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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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반 인 상태를 악하는 1, 2차 overview schematic 화면을 상황 단  운  목표를 

설정하는 상 단계화면으로, 세부계통 schematic 화면을 행 계획 수립  기기의 건 성을 확

인하는 System Level 화면으로, 상세 기기 련 경보 window화면을 행  목표의 실행을 지원

하는 기기 Level 화면으로, 경보화면은 체계화한 경보정보 내비게이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운

원의 경보 추 부담을 다. 

   ④ 운 원의 시 한 경보계통 개선 요구 수용

미국의 NASA에서는 미국 력연구소의 지원하에 미국의 Utility들에게 재 원 에서 

가장 시 히 요구되는 설계개선 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EPRI-NP-6839에 발표하 다. 이에 

따르면 경보계통(Alarm Screening/ Intelligent Annunciators)의 개선은 인허가 부담이 고 개

발 이익이 가장 크다고 기술하 다.   

   ⑤ VDU 기반의 Compact Workstation 주제어실 설계 수용

원자력 산업에 디지탈 기술이 도입되면서 주제어실의 정보표시 기기가 VDU 기반으로 

변경되어 주제어실이 Compact Workstation 형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기존의 경보창 형태의 경보계통은 VDU 기반의 설계로 compact하게 변경되

어야 한다. 

   ⑥ 인간공학  표시요건의 수용

TMI-II 사고 원인의 분석에 따라 주제어실  HSI(Human-System Interface)의 설계에 

인간공학  개념의 용이 의무화되고, 인허가 요건으로 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 

기반의 경보, 감시  진단시스템의 설계에도 인간공학  개념을 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정상태 감시변수 설정을 한 2차 계통 분석

  (가) 한국형 표 원   3&4호기의 경보변수 분석

      ① 경보 상 계 분석

    ADIOS는 경보간의 논리  물리  상 계를 분석하여 지식구조를 설정하 다. 경보 

상 계 분석은 운 모드, 비정상상태  기기 운 상태의 변화에 의해 과도상태가 발생할 때 

연속 으로 발생하는 경보들의 선후 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ADIOS는 이들 선후 계를 이용

하여 발생된 경보를 제거(filtering)하거나, 억제하거나(suppression), 우선순 (prioritization)를 

주어 처리하거나 표시한다. 경보 상 계에서 분석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보특성  경보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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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보처리 모드 설정  상태 정의

    - 경보 원인, 직  선행자(direct precursor),  설정치 선행자

    - 경보와 련된 기기의 연동 계  복 경보(통합 경보)

    - 경보 요도  처의 긴 성(우선순  결정)

    - 경보 효과  자동동작 기기

   그림 3-1-2-3은 경보 상 계분석을 통하여 작성된 경보상 계 수목을 논리도면으로 표

한 이다. 분석된 경보상 계는  3호기 수승압펌 (Feedwater Booster Pump)의 윤

활유계통의 고장에 의해 연속 으로 발생하는 경보들의 상 계이다. 이들 상 계수목을 경

보를 처리하기 한 논리도면으로 구성하 다. 

경보억제축약경보억제축약 -- Cause-Consequence Processing

FWBP 04P Lube 
Oil Press lo(P2)

Normal

Rx Trip

FWBP 04P Running

FWBP 04P Lube 
Oil Press lolo(P2)

(Caused Alarm)

RPCS ACTu
(P1 –P3)
(Consequential, Status)

MFWP 01P Trip
(P2 -P3)
(Consequential, Status)

FWBP 04P Trip
(P2 -P3)
(Consequential, Status)

RPCS 
ACTu(P1)

Rx PWR>75%

MFWP 01P 
Trip(P2)

FWBP 04P 
Trip(P2)

FWBP 04P Lube 
Oil Press lo(P2 -P3)
(Level Precursor)

FWBP 04P Lube 
Oil Press lolo(P2)
(Caused Alarm)

Raw Alarm

Mode, Status 

Alarm PresentationCause-ConsequenceLevel Precursor

FWBP 04P Lube 
Oil Press lo(P2)

Normal

Rx Trip

FWBP 04P Running

FWBP 04P Lube 
Oil Press lolo(P2)

(Caused Alarm)

RPCS ACTu
(P1 –P3)
(Consequential, Status)

MFWP 01P Trip
(P2 -P3)
(Consequential, Status)

FWBP 04P Trip
(P2 -P3)
(Consequential, Status)

RPCS 
ACTu(P1)

Rx PWR>75%

MFWP 01P 
Trip(P2)

FWBP 04P 
Trip(P2)

FWBP 04P Lube 
Oil Press lo(P2 -P3)
(Level Precursor)

FWBP 04P Lube 
Oil Press lolo(P2)
(Caused Alarm)

Raw Alarm

Mode, Status 

Alarm PresentationCause-ConsequenceLevel Precursor

Suppressed by Multi-setpoint relationship

Suppressed by Cause-Consequence relationship

그림 3-1-2-3. 경보 상 계분석을 통한 경보상 계 수목

    

    FWBP 04P Trip은 "FWBP 04P Lube Oil Press Lolo(우선순  2)"경보와 연동되어 경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된다. FWBP 04P Trip에 따라 MFWP 01P가 정지되게 된다. 

MFWP 01P가 정지하면 원자로 출력 75% 이상에서 RPCS 계통이 동작하게 되어 1차  2차 

계통의 불안정을 완화하여 원자로 정지를 방지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동작에 의해 수승압

펌  윤활유 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약 30 개의 경보가 연속 으로 발생하며, "FWBP 04P Lube 

Oil Press Lolo(우선순  2)" 경보가 원인경보가 되고, 연속 으로 발생하는 경보들은 경보처리 

논리에 따라 우선순 가 변경되거나, 억제되거나, 기기 상태정보 목록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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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WBP 04P Lube Oil Press Lo(우선순  2)

- 기기상태 경보억제 : FWBP 04P not running

- 경보처리 모드억제 : not Normal or not Rx Trip

- 다 설정치 처리 : lolo 경보시 우선순  3 

    • FWBP 04P Lube Oil Press Lolo(우선순  2)

- 기기상태 경보억제 : FWBP 04P not running

- 경보처리 모드억제 : not Normal or not Rx Trip

- Causal Alarm

    • FWBP 04P Trip(우선순  2)

- 기기상태 경보억제 : FWBP 04P not running

- 경보처리 모드억제 : not Normal or not Rx Trip

- 결과 경보처리 : 우선순  3 

- Equipment-Status Information List에 표시(정상동작)

    • MFWP 01P Trip(우선순  2)

- 기기상태 경보억제 : MFWP 01P not running

- 경보처리 모드억제 : not Normal or not Rx Trip

- 결과 경보처리 : 우선순  3 

- Equipment-Status Information List에 표시(정상동작)

    • RPCS Actuation(우선순  1)

- 경보처리 모드억제 : not Normal or not Rx Trip

- 결과 경보처리 : 우선순  3 

- Equipment-Status Information List에 표시(정상동작)

- Plant Status Input(Rx Power > 75%)

   ② 경보 우선순  분류

      ADIOS에서는 경보가 발 소나 공 에 미치는 향의 경, 에 따른 요성과 운 원이 

경보에 처해야 하는 긴 성에 따라 우선순 를 결정하 다. 경보 우선순 는 NUREG-0700에 

의하면 보통 3 단계에서 4 단계의 우선순 를 권고하고 있다. ADIOS의 경보 우선순 는 이상

상태의 특성이나 원자로 정지 등, 평가의 기 이 불분명한 방법을 배제하고 보다 구체 인 경

보 변수의 특성을 기 으로 결정하 다. ADIOS는 3 단계의 우선순 를 용했다. ADIOS는 

경보변수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 정  우선순 에 발 소나 기기의 상태  경보의 상 계에 

의해 처리되는 동  우선순 를 용하 다. 

    ㉮ 우선순  1 경보

 우선순  1 경보는 원자로 정지, 공학  안 설비의 동작, 원자로 구조의 변형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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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물질의 출을 유발하는 변수를 기 으로 선정되었다. 우선순  1 경보는 복 경보처리 방

법이나 원인-결과 상 계처리 방법에 의해 우선순  2 경보로 변경되나, 억제되어 표시되지 

않는 경보는 없다. 우선순  1 경보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 Reactor Trip 련 변수  경보

• Turbine Trip 련 변수  경보

• ESFAS 련 변수  경보

• Personal Hazard  Radiation Release 련 변수 

• Reg. Guide 1.97에 의해 표시되어야 하는 변수 

• 주요 기기의 정지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Support Function 경보

    ㉯ 우선순  2 경보

 우선순  2 경보는 직  안 련 계통을 동작시키지 않는 경보로 부분의 경보가 우

선순  2 경보에 속한다. 우선순  2 경보는 원자로 출력이나 터빈 출력을 변경시켜 경보를 제

거할 수 있거나, 안을 찾아 경보의 상태를 제거시킬 수 있다. 우선순  2 경보는 경보처리의 

모든 방법이 용된다. 운 모드별 처리와 기기상태별 처리 논리에 의해 억제되어 표시되지 않

으며, 다 설정치  결과경보 처리에 의해 우선순  3 경보로 변경된다. 우선순  2 경보는 

경보 schematic display화면에 황색으로 표시된다. 우선순  2 경보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 우선순  1 경보에 포함되지 않은 직  운 과 련된 Technical Specification 련 

변수 

• 기기의 정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기의 Support Function 경보

• 주요 기기의 고장  고장 련 경보

• Reactor 이나 Turbine Trip 없이 수동이나 자동으로 출력을 변동하여 발 소를 안정

시킬 수 있는 경보

    ㉰ 우선순  3 경보

 우선순  3 경보는 발 소 출력변동에 향을 주지 않는 경보로 센서나 기기의 고장으

로 편차가 생긴 경보나, 고장이 난 기기를 체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 경보들이다. 이들 

경보는 출력의 변동 없이 즉시 자동이나 수동 조작에 의해 경보를 제거할 수 있다. 우선순  3 

경보는 운 모드별 처리와 기기상태별 처리 논리만이 용되어 억제된다. 우선순  3 경보는 

경보 schematic display화면에 흰색으로 표시된다. 우선순  3 경보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 센서나 Equipment 의 고장에 의한 편차 경보

• 출력변동 없이 자동  수동 조작에 의해 제거 가능한 경보

• 고장난 기기를 체할 수 있는 안이 존재하는 경보

• System Trouble/Disable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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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보의 분류

      경보는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일반 으로 경보는 공정계통의 이상상태를 표시하

기도 하고, 기기의 운 상태나 비정상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발 소 체의 이상상태를 나타

내기도 한다. 경보는 이러한 고유의 특성에 따라 처리  표시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ADIOS에서는 경보를 발 소 경보(plant alarm), 공정경보(process alarm)와 기기 상태경보

(status alarm) 세 가지형으로 분류하 다. 

    ㉮ 발 소 경보(Plant Alarm)

 발 소 경보(plant alarm)는 발 소 체의 이상상태를 표시한다. 이들 경보는 “Seismic 

Monitoring OBE/SSE Alarm”, “Over Power Delta(C4) Alert” 등과 같이 공정경보와 기기 상

태경보에 속하지 않으며, 노심이나 발 소의 구조에 향을 주거나 방사능이 출되어 에 

심각한 상황을 래할 수 있다. 이들 경보는 원자로 정지나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동작 경보이

거나 이들 계통의 동작을 수반한다. 

    ㉯ 공정경보(Process Alarm)

 공정경보는 공정계통의 온도, 압력, 유량  수  등과 같이 공정변수가 설정치 이상으

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공정계통의 비정상상태를 인식시켜 다. 공정계통의 이상상태는 같

은 공정계통이나 다른 공정계통에 연속 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 경보도 연속 으로 발생

하게 된다. 공정경보에는 경보생성처리를 제외한 운 모드별 처리  원인-결과별 처리 등, 모

든 형 인 경보처리 방법이 용된다. 

    ㉰ 상태경보(Status Alarm)

 상태경보는 기기나 계통의 비정상상태나 재 운 상태의 정보를 표시한다. 상태경보는 

기기 상태경보와 계통 상태경보로 분류되었다. 기기 상태경보는 기기 상태정보(equipment 

status information), 기기 련 경보(equipment-related alarm)와 기기 상태경보(equipment 

status alarm)등으로 분류되었다. 기기 상태정보는 “RCT Makeup Pump Auto Start”, 

“Pressurizer Power Relief Valve Opening” 등과 같이 기기의 정상 인 운 상태를 운 원에게 

알려주는 정보이다. 그러나 이들 정보도 발 소의 비정상상태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운 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들 상태정보는 우선순 를 주지 않고 경보목록에서 분리하여 기기 상태정

보 목록(equipment status information list)에 따로 표시했다. 기기 련 경보는 “RCP Bus 

Undervoltage alert”, "Condensate Pump Bearing Temperature High" 등과 같이 펌 나 밸

의 운 에 필수 인 조건 등 기기의 불건 상태(운  가능 여부)를 경보한다. 이들 경보는 직

 해당기기를 정지시키기도 하며, 기기의 운  여부를 단하는 정보이다. 기기 상태경보는 

“NO Charging Pump Aligned Train A”, “Accumulator Tank A Discharge Valve Not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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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재 상태에서의 기기 비정상 인 상태( 재 상태에서 Charging Pump가 align 되

어야 하거나, Discharge Valve 가 open 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not align 되거나, not open 상

태)나 기기의 오동작(malfunction)을 나타내다. 

계통 상태경보는 계통 기능불능경보(system trouble/disable alarm)와 계통 상태정보

(system status information) 등이 있다.  계통 기능불능경보는 "System BG(Boron Recovery 

System) Non Train Trouble/Disable", "Annunciation System Failure"등과 같이 계통 체의 

원 상실이나 계통 기기의 오동작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표시한다. 계통 상

태정보는 "STC Train A Equipment in Test", "Reactor Power Cutback System Actuation" 등

과 같이 계통의 정상 인 운 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계통 상태정보는 경보목록(alarm 

list)에서 분리하여 기기 상태정보 목록(equipment-status information list)에 따로 표시한다. 

   ④ 경보처리 모드(Alarm Processing Mode) 정의

      발 소의 운 모드는 각 발 소의 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다. 각 운 모드는 반응도, 

출력  냉각재 평균온도를 기 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기 상온정지에서 기동모드를 거쳐 출

력운 모드로 옮겨갈 때까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와 압력을 올리기 해 필요한 계통 

 기기가 운 되었다가 정지되기도 한다. ADIOS에서는 이러한 계통이나 기기가 운 되거나 

정지되는 시 을 기 으로 경보처리모드를 결정하 다. 그림 3-1-2-4는 ADIOS의 운 모드별 

경보처리를 해 설정한 경보처리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각 경보처리모드에서 변화되는 주요 

변수와 모드가 변할 때 운 되거나 정지되는 주요 기기의 운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ADIOS 에서는 경보처리를 해 다음과 같이 4개의 경보처리모드를 정의하 다. 

Refueling/Cold Shutdown Mode

Heatup/Cooldown Mode

Startup Mode

Normal Mode/ RX Trip/ESFAS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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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처리를  위한  Plant-Mode 정의

Tavg

PZR
Temp.

S/G
level

S/G
press.

PZR
Level

58 %

303 o C

Critical 확인
P-6 확인

93.3  oC

93.3 oC

176 o C

330 o C

292  o C

27 kg/cm2

100 %

50 %

157 kg/cm2

10 kg/cm2

76.6 kg/cm2

1 kg/cm2

−1.77 %  k/k
Critical

216 o C

Heatup/
Cooldown Startup

Normal, Rx Trip,
        ESFAS

100 %

 22  %

SI  Unblock

Reactivity

RCP
startup

RHR pump 정지

SI  Mode 전환

MFW Pump
투입

RCS 
Press

Refuel/Cool
Shutdown

그림 3-1-2-4. ADIOS의 경보처리모드 

   ⑤ ADIOS의 경보속성 정의  

ADIOS는 각 개별 경보를 경보객체(alarm object : node)로 표 하고, 공통된 특성을 경

보객체의 속성으로 표 함으로서 경보객체의 속성을 경보처리 논리의 비교 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 이기 때문에 Frame 구조로 경보를 표 했다. 그림 3-1-2-5 는 ADIOS Alarm Class

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Alarm Class는 경보처리 규칙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었다. 상  

Alarm Class는 Process Alarm, Equipment-Status Alarm, Failure Alarm, Representative Alarm 

 System Alarm으로 구성되었다. ADIOS의 경보객체는 Alarm의 특성을 포함한 Frame로 표

되었다. 표 3-1-2-2는 주공정경보(main process alarm)인 PZR-PRESS-HI "Pressurizer 

Pressure High" 경보객체의 속성의 구성을 보여 다. 

PZR-PRESS-HI 의 속성 

• PZR-PRESS-HI(name) : 경보의 이름으로 경보처리를 한 인식자이다.

• prmy-rcs-pzr(system-name) : 3 단계의 계통을 표시하며, 계통별 경보목록 표시에 인식

인자로 이용한다. 

• valid(alarm-source) : 신호원을 표시하며, 다 신호인 경우 신호검증을 거쳐 valid로 표

시된다.  

• "Pressurizer Pressure High"(alarm-message) : 경보창에 표시된 경보메세지  

• 83.3(p-value) : 센서에서 들어온 재 값으로 경보설정치와 비교되어 경보를 발생

(activation)시킨다.

• off(status) : 경보의 재 상태로 “ON", "OFF", "ON-Flashing"과 "OFF- Flashing" 등이 

있다.

• initially(acknowledged or reset) : acknowledged나 reset 상태를 표시하며, 기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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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nitially로 표시된다.

• 1(priority) : 경보처리논리에 의해 결정된 우선순 (dynamic priority)  

• 1(default priority) : 경보의 요성에 의해 결정된 고유의 정  우선순

• all(mode) : 경보처리 모드를 나타내며, 해당 모드에서 유효한 경보만 표시된다.

• 165.2(setpoint) : 경보의 설정치로 상태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 hi-alarm(kind) : 경보의 특성을 나타내며, process-alarm은 hi-alarm이나 lo-alarm으로, 

representative-alarm은 repre로, state-alarm은 state로 표시한다. ADIOS는 kind 에 따

라 경보처리 규칙이 다르게 용된다.

• none(interlocked equipment) : 기기 상태별 경보처리에 이용된다. 연동기기가 운 되

지 않거나 닫  있다면 해당 경보는 표시되지 않는다.

• none(causal alarm) : 원인-결과 경보처리에 이용된다. causal alarm이 존재하면 해당 

경보의 우선순 는 한단계 낮아지며, 3개까지 처리한다.

• pzr-press-dev-hi(level precursor) : 다 설청치 처리에 이용된다. 해당 경보가 발생하면 

level precursor 경보는 우선순 는 한단계 낮아진다.

• "13:14:27"(time on, off) : 경보가 생성된 시간과 소멸된 시간

• "0-210kg/cm2"(range) : p-value가 표시해야 하는 범

그림 3-1-2-5.  ADIOS의 Alarm Class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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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  PZR-PRESS-HI 경보객체 의 속성 구성

 (2) GTST 공정감시 분석기법 이용 2차계통 공정감시변수 분석

  (가) 상태감시변수 분석

      상태감시변수 분석의 상 원 으로 Westinghouse형의 고리3&4호기와 한국형 표 원

의 기 원 (Reference Plant)인  3&4호기가 고려되었으나 설계자료의 다양성  용성 

측면에서  3&4호기를 선정하 다.  3&4호기 원 의 2차계통을 GTST 분석모델을 통해 

분석하여 2차계통의 주요 상태감시변수를 선정하고 2차계통 공정감시 Schematic Diagram을 

제안하 다. 

     최상  Goal은 운 차서  비상운 차서를 분석하여 주 수 이용률 최 , Heat 

Sink 제공, S/G Inventory 유지로 정의하고, 주 수 이용율을 최 로 하는 여러 상태를 정의하

며, 이를 완성하기 한 수단 즉 Success-Tree를 정의하는 과정을 계층 으로 분석한다. 최종 

단계에는 정의된 Goal을 완료하기 한 경보나 기기의 상태나 감시변수정의 단계에까지 정의

하여 공정이상상태 감시변수를 선정한다. 그림 3-1-2-6는 GTST(Goal-Tree Success-Tree) 분석기

법을 이용하여 공정상태감시변수를 선정한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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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수이용률최대

최대용량및
최우선성공유로결정

100% PWR 유지

S/G Invent
적정

FW Chem.
적정

FW 적정
온도

FWP 구동
적정동력

급수
적정유량

100% 급수유량,압력,온도, 
H2 적절성평가

50% 유지 발전소정지

FWP 구동
BP bank 적정

S/G 1, 2 level 유지
FW 유량적정

FWP 구동
Fwp bank 적정

S/G 1, 2 
수위유지

1

2 3

4 5

감시변수
FT-5A, FT-5C,
FT-5B, FT-5D

감시변수
FT-5A, FT-5C,
FT-5B, FT-5D

감시변수
LT-7A, 8A, 9A, 10A
LT-7B, 8B, 9B, 10B

Heat Sink 제공 S/G Inventory 유지
76

상세 분석(계속)

100% 증기유량,압력,
온도적절성평가

주급수이용률최대

최대용량및
최우선성공유로결정

100% PWR 유지

S/G Invent
적정

FW Chem.
적정

FW 적정
온도

FWP 구동
적정동력

급수
적정유량

100% 급수유량,압력,온도, 
H2 적절성평가

50% 유지 발전소정지

FWP 구동
BP bank 적정

S/G 1, 2 level 유지
FW 유량적정

FWP 구동
Fwp bank 적정

S/G 1, 2 
수위유지

1

2 3

4 5

감시변수
FT-5A, FT-5C,
FT-5B, FT-5D

감시변수
FT-5A, FT-5C,
FT-5B, FT-5D

감시변수
LT-7A, 8A, 9A, 10A
LT-7B, 8B, 9B, 10B

Heat Sink 제공 S/G Inventory 유지
76

상세 분석(계속)

100% 증기유량,압력,
온도적절성평가

SG 주입 급수
적정 온도

HP HTR 7A,B
STM 공급 적정

HP HTR 7A, B
Drain 유량 적정

감시 변수
TT-6A, TT-6B

감시 변수
LT-3A, 4A, 5A
LT-3B, 4B, 5B

HP HTR
수위 적정

감시 변수
TT-16M, 16N

HP HTR
출구 온도 적정

100% 급수 유량,압력,온도, 
H2 적절성 평가

공급 STM 
온도 적정

공급 STM
밸브 상태

Drain
유량 적정

Drain 
밸브 상태

감시 변수
TT-7A, B
TT-9A, C
TT-9B, D

Valve Status
LV-001

HS-004,005
LV-016, 015

HS-003A, 004A

Valve Status
LV-081, 082
LV-083, 084

감시 변수
FT-1A, B
TT-9A, C
TT-9B, D

SG 주입 급수
적정 온도

HP HTR 7A,B
STM 공급 적정

HP HTR 7A, B
Drain 유량 적정

감시 변수
TT-6A, TT-6B

감시 변수
LT-3A, 4A, 5A
LT-3B, 4B, 5B

HP HTR
수위 적정

감시 변수
TT-16M, 16N

HP HTR
출구 온도 적정

100% 급수 유량,압력,온도, 
H2 적절성 평가

공급 STM 
온도 적정

공급 STM
밸브 상태

Drain
유량 적정

Drain 
밸브 상태

감시 변수
TT-7A, B
TT-9A, C
TT-9B, D

Valve Status
LV-001

HS-004,005
LV-016, 015

HS-003A, 004A

Valve Status
LV-081, 082
LV-083, 084

감시 변수
FT-1A, B
TT-9A, C
TT-9B, D

그림 3-1-2-6. GTST 공정감시 분석기법 이용 2차계통 공정감시변수 분석( )

  (나) 2차계통 공정감시변수 분석 목록 작성  공정감시 Schematic Diagram 개발

      그림 3-1-2-7은  3&4호기 원 의 주 수계통을 GTST 분석모델을 통해 분석하여 선

정한 주 수계통 상태감시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선정된 주 수계통 상태감시변수를 기반으로 

2차계통 공정감시 Overview Schematic Display를 그림 3-1-2-8에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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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OS 급수계통 공정감시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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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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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K

HP-HTR- 7A 

LT-4A

TT-
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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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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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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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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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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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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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1E

TT-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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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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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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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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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a1

Hot Steam

HP-HTR-5B

PT-3A : 선정 감시 변수

그림 3-1-2-7. GTST 분석에 의해 선정된 주 수계통 공정감시변수  주 수 Schematic 화면

그림 3-1-2-8. 2차계통 공정감시 Overview Schematic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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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차계통 공정감시변수에 의한 기기 진단 모듈 Entry Condition 작성

      표 3-1-2-3은 그림 3-1-2-7의 주 수계통의 주 수펌  FWP A Suction Pressure PT-3A

의 감시변수와 감시변수의 이상상태 시 수행되는 이상상태 진단모듈과의 계를 보여주고 있

다. GTST 분석모델에 의해 이상상태감시변수로 선정된 주 수펌  FWP A Suction Pressure 

PT-3A는 Normal Low Pressure에서 Low Pressure, Low ~ LowLow, LowLow Pressure 이하 

등 여러 구간의 감시 Band를 가진다. 각 감시 구간에서 신호의 증감이 추 되고, 한 Signal

의 검증이 수행된다. 신호가 정상 이면, 주 수펌  FWP A의 운 상태에 따라 해당 진단모

듈이 구동되며, 감시변수의 이상상태 Plant Monitoring Message 가 표시된다. 각 해당 진단 모

듈은 감시변수모듈에 의해 자동으로 Invoking되어 진다.  각 해당 모듈은 이상상태의 원인을 

진단하여 표시한다. 

표 3-1-2-3. 공정감시변수에 의한 진단모듈의 Invoke Entry Condition

Plant Monitoring Point : PT -3A

FWP A Suction Pressure Lo-Lo PT-3A 
(invalid)

SDM-FWSFWBPA-on, 
FWPA-on

Invalidation

FWP A Suction Pressure Lo-LoPDM-FWS
ACT-FWS
PEM-FWS

FWBPA-on, 
FWPA-on

Validation< LL

FWP A Suction Pressure Low PT-3A 
(invalid)

SDM-FWSFWBPA-on, 
FWPA-on

Invalidation

FWP A Suction Pressure LowPDM-FWS
ACT-FWS

FWBPA-on, 
FWPA-on

ValidationL ~ LL

FWP A Suction Pressure PT-3A (invalid)SDM-FWSFWBPA-on, 
FWPA-on

Invalidation

FWP A Suction Pressure (decreasing)PDM-FWSFWBPA-on, 
FWPA-on

ValidationDecreasing or
Nonincreasing

NL ~ LPT-3A

Plant Monitoring MessageNeed for 
diagnosis

Status of 
related 
Component

Sensor 
valid

Value TrendValue 
Band

Sensor 
Tag 

FWP A Suction Pressure Lo-Lo PT-3A 
(invalid)

SDM-FWSFWBPA-on, 
FWPA-on

Invalidation

FWP A Suction Pressure Lo-LoPDM-FWS
ACT-FWS
PEM-FWS

FWBPA-on, 
FWPA-on

Validation< LL

FWP A Suction Pressure Low PT-3A 
(invalid)

SDM-FWSFWBPA-on, 
FWPA-on

Invalidation

FWP A Suction Pressure LowPDM-FWS
ACT-FWS

FWBPA-on, 
FWPA-on

ValidationL ~ LL

FWP A Suction Pressure PT-3A (invalid)SDM-FWSFWBPA-on, 
FWPA-on

Invalidation

FWP A Suction Pressure (decreasing)PDM-FWSFWBPA-on, 
FWPA-on

ValidationDecreasing or
Nonincreasing

NL ~ LPT-3A

Plant Monitoring MessageNeed for 
diagnosis

Status of 
related 
Component

Sensor 
valid

Value TrendValue 
Band

Sensor 
Tag 

 (3) 공정 상태진단 기법 용을 한 2차 계통 거동특성  이상상태 향  모델 분석

  (가) 주 수조 계통 이상상태 감시변수 선정

    GTST (Goal Tree Success Tree) 감시변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주 수계통의 감시변수

를 선정하 다. 그림 3-1-2-9는 주 수계통의 감시변수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GTST를 이

용하여 감시해야하는 변수가 결정되면 PMP (Plant Monitoring Point)를 이용하여 각

각의 센서의 범 에 따른 센서 검증을 수행하고 센서 고장진단 (SFD: Sensor Failure 

Diagnosis)을 수행해야 하는지 기기 고장진단 (HFD: Hardware Failure Diagnosis)을 수

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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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473

LT-483

LT-493

그림 3-1-2-9. 단순화된 주 수계통의 감시변수(Plant Monitoring Point)

  (나) 주요 공정센서 검증기 (Sensor Validation Criteria) 선정  분석

    주 수제어계통은 3 의 주 수펌  MFPA, MFPB, MFPC의 속도를 제어한다. 주 수

펌 의 속도에 의해 주 수계통의 유량이 조 되고, 증기발생기의 압력  수 가 조 된다. 

따라서 체 주 수계통 주변의 련 공정변수들은 주 수 펌 의 속도, 압력, 유량  수  

등에 의해 표 될 수 있다. 공정센서 검증기 (Sensor Validation Criteria)은 주 수계통의 펌

의 속도, 압력, 유량  수  등 공정변수들간의 물리  등가 계(Equivalence)가 존재한다. 

그림 3-1-2-10은 펌  주변의 압력과 유량 사이의 물리  등가 계(Equivalence)의 를 보여주

고 있다. 공정센서 검증기 (Sensor Validation Criteria)은 공정변수들간의 물리  등가 계

(Equivalence)를 이용하여 센서 신호의 건 성을 평가한다. 

그림 3-1-2-10. Sensor Validation Criteria 정의을 물리  등가 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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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에 나타나 있는 주 수계통에서 물리  거동과 펌 의 속도, 압력, 유량  수

 등 공정변수들 간의 물리  등가 계(Equivalence)로 부터 표 3-1-2-4과 같이 14개의 고유한 

상 계 모델(SVCs)을 만들었다. 표 3-1-2-4에는 각 SVC의 모델  모델 용 기  등이 나타

나 있다. 

SVC (Sensor Validation Criterion)

SFWP7 OperatingMass BalanceFT-2D, 5A, 5BSVC14

FWPB, C OperatingMass BalanceFT-2B, 3C, 5A, 5BSVC13

FWPA, C OperatingMass BalanceFT-2A, 3C, 5A, 5BSVC12

FWPA, B OperatingMass BalanceFT-2A, 2B, 5A, 5BSVC11

FWPA, B, C OperatingMass BalanceFT-2A, 2B, 3C, 5A, 5BSVC10

FWPA, B OperatingSFWP7 Pump CurvePT-3G, PT-124, FT-2D, ST SFWP7SVC 9

SFWP7 OperatingPressure BalancePT-3G, PT-97,PT-98, PT-99SVC 8

FWPC Pump CurvePT-3F, PT-3C, FT-2C, ST FWPCSVC 7

FWPB Pump CurvePT-3E, PT-3B, FT-2B, ST FWPBSVC 6

FWPA Pump CurvePT-3D, PT-3A, FT-2A, ST FWPASVC 5

FWPB, C OperatingPressure BalancePT-3E, PT-3F, PT-97,PT-98, PT-99SVC 4

FWPA, C OperatingPressure BalancePT-3D, PT-3F, PT-97, PT-98, PT-99SVC 3

FWPA, B OperatingPressure BalancePT-3D, PT-3E, PT-97, PT-98, PT-99SVC 2

FWPA, B, C OperatingPressure BalancePT-3D, PT-3E, PT-3F, PT-97,PT-98, PT-99SVC 1

ConditionBasisExpressionSVC

SFWP7 OperatingMass BalanceFT-2D, 5A, 5BSVC14

FWPB, C OperatingMass BalanceFT-2B, 3C, 5A, 5BSVC13

FWPA, C OperatingMass BalanceFT-2A, 3C, 5A, 5BSVC12

FWPA, B OperatingMass BalanceFT-2A, 2B, 5A, 5BSVC11

FWPA, B, C OperatingMass BalanceFT-2A, 2B, 3C, 5A, 5BSVC10

FWPA, B OperatingSFWP7 Pump CurvePT-3G, PT-124, FT-2D, ST SFWP7SVC 9

SFWP7 OperatingPressure BalancePT-3G, PT-97,PT-98, PT-99SVC 8

FWPC Pump CurvePT-3F, PT-3C, FT-2C, ST FWPCSVC 7

FWPB Pump CurvePT-3E, PT-3B, FT-2B, ST FWPBSVC 6

FWPA Pump CurvePT-3D, PT-3A, FT-2A, ST FWPASVC 5

FWPB, C OperatingPressure BalancePT-3E, PT-3F, PT-97,PT-98, PT-99SVC 4

FWPA, C OperatingPressure BalancePT-3D, PT-3F, PT-97, PT-98, PT-99SVC 3

FWPA, B OperatingPressure BalancePT-3D, PT-3E, PT-97, PT-98, PT-99SVC 2

FWPA, B, C OperatingPressure BalancePT-3D, PT-3E, PT-3F, PT-97,PT-98, PT-99SVC 1

ConditionBasisExpressionSVC

표 3-1-2-4. 센서검증기   센서고장 검출 모델( )

각 공정센서검증기 (SVC: Sensor Validation Criteria)간에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물리  등

가 계(Equival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 SVC 1, SVC 2, SVC 3 과 SVC 4 : 압력 balance

 • SVC 5, SVC 6, 과 SVC 7 : 펌 의 특성 곡선에 따른 상 계

 • SVC 8, SVC 9, SVC 10 과 SVC 11 : 에 지 balance

 • SVC 12, SVC 13, 과 SVC 14 : 증기발생기 다  센서의 신호검증

각 센서의 건 성을 단하기 해 공정상태변수감시모듈(PMM: Process Monitoring 

Module)로부터 Entry Condition 신호가 입력되면 공정상태진단모듈 내의 SubModule인 센서

고장진단 모듈은 그림 3-1-2-11과 같이 각 신호의 범주와 향을  수 있는 기기들의 상태에 

따라 신호의 상태를 감지하여 건 성을 단하고 고장진단을 수행한다. 그림 3-1-2-11은 주 수 

펌 들의 공동 출력단의 압력 PT-031의 센서 건 성 검증을 한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센서고장진단 모듈에 시작되면 먼  센서로부터 재값

을 입력받아 센서의 값에 따른 각각의 범주로 나 다. 그리고 각 센서의 검증을 수행하는데, 

검증을 수행하기 해서 먼  각 센서의 표 SVC가 건 한 값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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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VC가 건 한 값을 나타낼 경우 그 센서는 건 한 것으로 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센서의 고장진단을 수행할 필요가 없고 그 값의 범주와 주변기기의 상태에 따라 기기고장진단

을 바로 수행한다. 센서의 표 SVC가 건 한 값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센서의 에서 정의한 

SVC들을 이용하여 센서고장진단을 수행한다.

Value 
Band

Trend of 
change

Sensor
Validation

PMT
Message

Need for
Diagnosis

Need for
POM Change

Status of 
FP A, B, C

> HA Vnothing nothing PT31-HA-1 YesNo

IV nothing Nonmessage NoSFD

HA ~
NHH

Vnothing nothing PT31-NHH-1 YesHFD-FWS

IV nothing Nonmessage NoSFD

NHH~
NH

V
Non

decreassing
nothing PT31-NH-1 YesHFD-FWS

IV nothing Nonmessage NoSFD

NL~L V
Non

increassing
A,B,C-on PT31-NL-1 YesHFD-FWS

IV nothing Nonmessage NoSFD

A,B-on; C-off PT31-NL-2 YesHFD-FWS

A,C-on; B-off PT31-NL-3 YesHFD-FWS

B,C-on; A-off PT31-NL-4 YesHFD-FWS

< L Vnothing nothing PT31-L-1 YesNo

IV nothing Nonmessage NoSFD

PT31

* Sensor Validation Main Criteria: SVC 1, 2, 3, 4 according to MFP A, B, C

그림 3-1-2-11. PT31 신호의 건 성 검증 흐름도

그림 3-1-2-12는 압력 transmitter PT4의 고장을 검출하는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만일 SVC 5가 만족되면, 압력 센서 PT4는 건 한 것으로 검증(valid)되어 기록되고, 만족하지 

못하면 센서 PT4의 고장진단 모듈이 실행된다. 먼  각 펌 의 운  상태를 검사하여, SVC 5

에 포함된 센서들을 내재하고 있는 SVC들을 찾는다. 여기서 펌  A와 B가 운 이라면 련 

SVC들은 2, 5, 9가 된다. 이 SVC들  SVC 2와 SVC 9가 건 하다고 단될 때 CVS = {PT31, 

PT32, PT39, FT476, FT486, FT496, FT012, FT011, FT020}가 되며 CFS = {PT31, PT04, FT012}가 된다. 최종

으로 CFS - CVS를 계산하면 고장센서 = {PT04}가 되어서 PT04가 고장센서로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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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C 5 ? YES END SFD

Conditon of 
Pump A, B, C

A, B  OperationA, B, C Operation A, C Operation B, C Operation

SVC 1
SVC 5
SVC 8

CFS = {   }
CVS = {   }

FS = CFS - CVS

FS 

SVC 2
SVC 5
SVC 9

CFS = {   }
CVS = {   }

FS = CFS - CVS

SVC 3
SVC 5
SVC 10

CFS = {   }
CVS = {   }

FS = CFS - CVS

SVC 4
SVC 5
SVC 11

CFS = {   }
CVS = {   }

FS = CFS - CVS

FS FS FS 

NO

PT4

그림 3-1-2-12. 압력센서 PT4 고장 검출도

  

  (다) 밸   펌  기기 고장모드(Component Failure Mode) 선정  분석

   기기고장 모듈의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해서 Signed Directed Graphs (SDG)를 이용하

다. SDG는 이상상태 발생시 향을 주는 기기, 센서  공정변수들 사이의 고장  모형

을 +, - 가 주어진 화살표로 표 한 모델이다. 고장이 발생하는 각 고장모드로부터 센서까지의 

고장  과정을 SDG를 이용하여, 각 고장모드에 따른 센서의 패턴을 고장패턴 데이터로 구축

하 다. 실제 발 소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하 을 경우 이상상태를 나타내는 센서의 신호들의 

패턴을 결정하면 그 패턴과 고장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패턴과 비교하여 고장의 원인을 진단한

다. 

그림 3-1-2-13은 3 의 주 수펌  A, B, C가 운  일 때 주 수계통의 고장모드들과 

련 기기  센서들을 SDG로 표 한 구성도이다. 각 고장모드들은 서로의 계에 따라 +와 -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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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3. 주 수계통의 고장모드에 의한 고장 모델의 Signed Directed Graph 표

SDG를 작성하기 해서는 먼  상계통의 기기들과 센서들을 각 고장 의 따라 화살표

로 연결한다. 연결된 화살표에 고장의 향의 방향에 따라 Positive한 방향으로 고장이 되

면 ‘+’를 부여하고 Negative한 방향으로 고장이 되면 ‘-’를 부여한다. 상시스템의 SDG가 

결정되면 상시스템의 각 기기들에 발생될 수 있는 고장들을 가정하여 고장모드(FM)를 결정

한다. 모든 공정의 과도상태는 고장모드에 의해 발생되는데, 상계통에 포함된 기기들의 고장 

유형을 분석하면 고장모드를 정의할 수 있다. 고장모드의 부분은 제어기의 출력  설정치의 

잘못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 3-1-2-13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주 수계

통의 고장모드를 “주 수펌  A 속도제어기 출력  (FM1)”  “증기발생기 1 밸 제어기 출

력 고 (FM 32)“ 등으로 정하여 표 3-1-2-5과 같이 모두  36가지 고장을 가정하 다. 이 게 결

정된 각 고장모드를 SDG상의 기기에 연결하는데 고장 향의 방향에 따라  ‘+’ 나 ‘-’값을 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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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Failure Mode Failure

FM1  speed controller of FPA output low FM19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1 

setpoint is low

FM2  speed controller of FPA output high FM20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1 

setpoint is high

FM3  speed controller of FPB output low FM21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2 
setpoint is low

FM4  speed controller of FPB output high FM22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2 
setpoint is high

FM5  speed controller of FPC output low FM23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3 
setpoint is low

FM6  speed controller of FPC output high FM24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3 
setpoint is high

FM7  speed controller of FPA setpoint low FM25  feedwater pump FPA speed is low

FM8  speed controller of FPA setpoint 
high FM26  feedwater pump FPA speed is high

FM9  speed controller of FPB setpoint low FM27  feedwater pump FPB speed is low

FM10  speed controller of FPB setpoint high FM28  feedwater pump FPB speed is high

FM11  speed controller of FPC setpoint low FM29  feedwater pump FPC speed is low

FM12  speed controller of FPC setpoint 
high FM30  feedwater pump FPC speed is High

FM13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1 

output is low FM31  control valve of S/G 1 is low

FM14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1 

output is high FM32  control valve of S/G 1 is high

FM15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2 
output is low

FM33  control valve of S/G 2 is low

FM16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2 
output is high

FM34  control valve of S/G 2 is high

FM17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3 
output is low FM35  control valve of S/G 3 is low

FM18  valve position controller of S/G 3 output 
is high FM36  control valve of S/G 3 is high

표 3-1-2-5. 주 수계통의 Failure Mode

SDG가 결정되면 각 고장모드로의 향이 각 센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때 각 고장모드에 의한 센서들의 신호 값들이 각 향 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값들

의 연산에 의해 ‘+’, ‘0’,  ‘-’로 표 된다. 그림 3-1-2-13에서 고장모드 FM1의 경우 ST-MFPA까

지 ‘-’ 값으로 연결되고 ST-MFPA에서 PT-32까지는 ‘+’로 연결되고 다시 PT-31까지는 ‘+’로 연

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FM1이 발생하 을 경우 압력센서 PT-32는 ‘-’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센

서 신호값이 감소하고, PT-31은 ‘-’ × ‘+’ = ‘-’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고장모드에서 해당센서까지 ‘-’신호의 숫자가 짝수이면 해당센서는 ‘+’값을 가져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홀수이면 ‘-’값을 가져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장의 가 

화살표에 따라 연결되지 않는 센서는 값을 ‘0’을 가져 고장모드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림 3-1-2-13의 SDG에 나타나 있는 주 수계통에 사용되는 압력센서의 집합을 압력과도

상의 패턴으로, 증기발생기의 수 센서의 집합을 수 과도 상의 패턴으로 정하여 각 과도 상

에 한 패턴을 결정하 다. 주 수계통 압력센서의 집합의 경우 패턴들이 표 3-1-2-6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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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T32 PT39 PT40 No. PT32 PT39 PT40 No. PT32 PT39 PT40

1 L L L 10 N L L 19 H L L

2 L L N 11 N L N 20 H L N

3 L L H 12 N L H 21 H L H

4 L N L 13 N N L 22 H N L

5 L N N 14 N N N 23 H N N

6 L N H 15 N N H 24 H N H

7 L H L 16 N H L 25 H H L

8 L H N 17 N H N 26 H H N

9 L H H 18 N H H 27 H H H

표 3-1-2-6. 주 수계통의 압력 Disturbance Pattern

표 3-1-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 수계통의 압력센서그룹 (PT32)-(PT39) -(PT40)의 경우 총 

27개의 패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패턴이 정의될 경우 SDG상에서 각 패턴에 

한 고장모드들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를 들어 의 패턴  (PT32,low)- 

(PT39,low)-(PT40,low)의 경우 표 3-1-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장모드들이 나타날 수 있다. 

기기고장 진단 모듈이 수행되면 먼  앞에서 정의한 련센서들의 재값으로부터 센서의 

증감 패턴을 결정한다. 각 센서의 증감은 재값과 정상값을 비교하여 재값이 정상값보다 높

으면 “High", 낮으면 ”Low"로,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Normal"로 정성 인 값이 주어진다. 여

기에서도 비교 마진을 두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센서의 SVC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오차

를 마진으로 하 다. 즉 재값이 정상값보다 오차보다 높게 나오면 ”High"를, 재값이 정상

값보다 오차보다 낮게 나오면 “Low" 값을 부여하고 그 지 않을 경우는 ”Normal"값을 부여하

다.

각 센서그룹의 패턴이 결정되면 해당 패턴의 고장모드들을 모두 검색하게 된다. 앞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PT32,low)-(PT39,low)-(PT40,low)일 경우 표 B-7과 같이 검색될 수 있다. 검색된 

고장모드들 에서 련된 기기들의 재 운 상태를 악하여 해당되는 고장모드를 고르는데 

이 고장모드가 기기고장진단의 결과가 된다. 

FM On-line verification HFD Message POM change

FM1 SA auto; SB,SC manual; SA output is Low Output of Speed Controller of MFPA is Low 

FM3 SB auto; SA,SC manual; SB output is Low Output of Speed Controller of MFPB is Low

FM5 SC auto; SA,SB manual; SC output is Low Output of Speed Controller of MFPC is Low

FM7 SA auto; SB,SC manual; SA setpoint is Low SP of Speed Controller of MFPA is Low

FM9 SB auto; SA,SC manual; SB setpoint is Low SP of Speed Controller of MFPB is Low

FM11 SC auto; SA,SB manual; SC setpoint is Low SP of Speed Controller of MFPC is Low

FM25 SA auto; SB,SC manual; MFMA speed is Low Speed of MFPA is Low

FM27 SB auto; SA,SC manual; MFMB speed is Low Speed of MFPB is Low

FM29 SC auto; SA,SB manual; MFMC speed is Low Speed of MFPC is Low

표 3-1-2-7. (PT32,low)-(PT39,low)-(PT40,low)의 fail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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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TF 시뮬 이터를 이용한 감시  진단시스템(ADIOS) 검증

  그림 3-1-2-14는 감시  진단시스템(ADIOS)의 Data Processing Flow를 보여주고 있다. 

감시  진단시스템(ADIOS)은  3,4 호기를 모의화한 KAERI-ITF(Integrated Test Facility)

로부터 Data Processing을 한 Simulation 신호를 받는다. 그림 3-1-2-15는  KAERI-ITF 시뮬

이터 소 트웨어 구성과 Data 입출력 Flow를 보여주고 있다. KAERI-ITF 신호생성기에서 모

의화된 신호는 KAERI-ITF 신호생성기의 공유메모리(shared memory)에 장되면, ITF에서 

Data를 얻기 한 get_data_ from_ITF 외부 인터페이스 로그램(user code)이 공유메모리에 

장된 값을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 통신링크를 통해 1

에 한 번씩 ADIOS 주컴퓨터의 GSI(G2 Standard Interface) 로세서로 달한다. ADIOS는 

KAERI-ITF 신호생성기에서부터 신호를 받아 성능검증을 수행하 다. 그림 3-1-2-16은 ADIOS

의 개발환경  성능검증 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14. 감시  진단시스템(ADIOS)의 Data Process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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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5. KAERI-ITF 시뮬 이터 소 트웨어 구성과 Data 입출력 Flow

그림 3-1-2-16. ADIOS의 개발환경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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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진단 시스템 개발

 (1) 개요 

    원  이차계통 성능진단 시스템은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Alarm and Diagnosis- 

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의 submodule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원  이차계통 성능

진단 시스템은 독립 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Stand-Alone 시스템으로 용되어 운 될 수 있

다. 실제 원  이차계통 성능진단 시스템은  2발 소 간이성능분석  주간효율 검 산

로그램, 고리 2 발 소 정  성능분석 산 로그램,  1발 소 성능분석 산 로그램 

 고리 2 발 소 성능진단 지원용 민감도 확인 로그램 등이 독립 으로 용되어 운 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원자력발 소 터빈사이클 성능분석 산화를 통한 원  이

차계통 성능진단 시스템은 각 발 소에서 수행하는 효율 검  효율성능평가의 차와 방법

이 상이하여, 실제  2발 소 간이성능분석  주간효율 검 산 로그램, 고리 2 발 소 

정  성능분석 산 로그램,  1발 소 성능분석 산 로그램  고리 2 발 소 성능진단 

지원용 민감도 확인 로그램 등 각 발 소에서 사용하는 차와 효율 검  평가 방법에 따

라 개별 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용된 고리 2 발 소 정  성능분석 산 로

그램  고리 2 발 소 성능진단 지원용 민감도 확인 로그램은 기존에 고리 2 발 소 정  

성능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던 성능분석 차서를 정 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를 산화함

으로써, 기술 으로 향상되고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 된 성능분석 산화 로그램이다. 

    최근 국내 원자력발  분야는 반 인 력산업구조의 개편과 해외 발 회사와의 경쟁체

제로 돌입하면서 발 소 효율 향상에 하여 이 보다 훨씬 높은 수 의 심을 갖게 되었으

며, 이러한 심은 이차계통, 즉 터빈사이클의 운   리를 효과 으로 수행함으로써 얻어

지는 이용률 향상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자력발 소 3, 4호기와 고리 원

자력발 소 3, 4호기에 한 성능분석 산 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와 유사한 필요성을 갖고 

있던  원자력발 소 1, 2호기에서도 성능분석 산 로그램의 개발을 요청하게 되었고, 

2004년도 부터 2005년 반까지 이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재  원자력발 소 1, 2호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능 리 로그램은 자체 성능시험 

 분석 차서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지만, 미국기계학회 성능시험코드 6S를 기 으로 만들어

졌고, 간이  성능분석만 가능하다. 간이 으로 개발된 성능분석 로그램에서는 얻을 수 있는 

터빈사이클의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터빈 효율과 같은 요한 성능지표를 계산할 수 

없다. 한 자체 으로 개발된 산 로그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사용자에게 불

편한 기능들이 있었다. 2단계 1차년도에 기존 산 로그램을 성능시험코드 6을 따르는 정

으로 향상시키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다 강화하여 개발하 다. 이에 하여는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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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2) 원  이차계통 성능진단 시스템 개발 주요 연구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2발 소 간이성능분석  주간효율 검 산 로그램, 고리 2 발

소 정  성능분석 산 로그램,  1발 소 성능분석 산 로그램  고리 2 발 소 성능

진단 지원용 민감도 확인 로그램  가장 최근에 용된 고리 2 발 소 정  성능분석 산

로그램, 고리 2 발 소 성능진단 지원용 민감도 확인 로그램, 고리 2발 열교환기 성능분석 

차서 개발에 해서는 (3)항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2발 소 간이성능분석  주간

효율 검 산 로그램과  1발 소 성능분석 산 로그램에 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약 

기술한다.  

  (가)  2발 소 간이성능분석  주간효율 검 산 로그램 개발

▪  3&4 호기 간이성능시험  주간효율 검 차서 산화 (그림 3-1-2-17~3-1-2-22)

▪ 증기표와 보정곡선을 산화하여 간이성능시험 로그램  주간효율 검 로그램에 연

계

▪ 성능분석 지표 도출

▪ 주요 기기에 한 성능평가 향 방법론 개발  출력손실량 계산 

▪ 간이성능시험 로그램  주간효율 검 로그램  3&4호기 용

▪ 기술보고서 작성 : “원자력발 소 터빈사이클 성능분석 황 조사와 성능평가 로그램 

개발” (KAERI/TR-2184/2002)

그림 3-1-2-17. 간이성능시험 로그램 

로고화면 

   
그림 3-1-2-18. 주간효율 검 로그램 

로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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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9. 간이성능시험 로그램 계산 차  보고서 생성 

 

 

그림 3-1-2-20. 주간효율 검 로그램의 보정곡선  보고서 생성 

그림 3-1-2-21. 성능진단  출력손실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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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2. 기기성능 검표

  

(나)  1발 소 성능분석 산 로그램 개발

▪ 3차년도   1발 소의 기술지원 요청에 의해 수행됨

▪  2발 소 수 의 산 로그램 개발 (간이 )

▪ 향후 소내 산기 업그 이드를 비한 입력 모듈 구성

   

그림 3-1-2-23.  1발 소용 성능분석 로그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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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리 2 발 소 정  성능분석 산 로그램 개발

   (가) 데이터 입력

      성능시험은 보통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수행된다. 따라서 구계측기로부터의 신호는 

소내 산기를 통해 두 번 받게 된다. ‘ 산 1차’와 ‘ 산 2차’는 소내 산기를 통해 입력받은 

신호를 장하는 곳이다. 특설계측기는 정  성능검사시에 자료수집이 요구되는 계측 에 설

치하여 사용한다. 산 1, 2차와 비슷하게 특설 1, 2차의 경우도 각각 2시간씩 변수값을 장하

며 매 10분마다 기록하여 평균값을 취하게 된다. 그림 3-1-2-24는 특설계측기에 의한 Data 입력

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쉬트에서는 통합 인 데이터 리가 가능한데 이 쉬트는 산, 특

설, 수입력을 통하여 입력된 데이터들로부터 복되어 입력되는 항목을 일 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림 3-1-2-24 특설계측기에 의한 데이터 입력

  (나) 성능분석

① 엔탈피 계산

엔탈피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는 로그램에서 ‘정 분석(1)’ 쉬트에 해당한다. 계측지

에서의 압력과 온도 는 압력과 건도 등의 조합을 이용하여 엔탈피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엔탈피 계산을 해 사용된 증기표는 DLL(Dynamic Linked Library) 형태로 제작되어 로그

램 내에서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3-1-2-25는 엔탈피 계산을 수행하여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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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화면이다. 

그림 3-1-2-25 엔탈피 계산 데이터 쉬트

② 유량 계산

         주요 유로별로 유량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구성하 다. 유량 계산 

차는 고리 3, 4호기 성능시험 차서와 ASME PTC 6을 따른다. 일반 으로 온도, 압력, 차압, 

도(비체 의 역수)와 해당 유로별로 상수값을 이용하여 유체의 이놀드 넘버, 속도 등의 값

을 구할 수 있게 되며, 최종 으로 유량을 구한다. 그림 3-1-2-26은 유량 계산의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26 유량계산 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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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평형 계산

산 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던 성능분석의 차는 미국기계학회 성능시험코드 6

의 계산 차를 용하고 있다. 그림 3-1-2-27은 고압 수가열기 부분의 열평형을 계산한 Sheet

로 원자력발 소의 경우 포화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평형 계산이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고

압 수가열기 부분부터 질량/에 지 평형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고압터빈으로부터 추기되는 증

기의 건도를 차례 로 계산한다. 열평형 계산에서 가장 요한 변수로는 수가열기  습분분

리재열기에서 드 인되는 유량인데, 이들 유량은 고리 3, 4호기의 경우 모두 측정이 되기 때문

에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튜 측의 기 이 되는 유량은 주 수 유량값을 사용한다.

그림 3-1-2-27 터빈 추기 유량 계산

 

④ 열소비율, 기출력의 보정: 

         터빈에서 복수기로 증기가 분출되면서 배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수기로 

배기되는 증기의 상태가 UEEP(Used Energy End Point)가 되지 않으며 ELEP(Expansion Line 

End Point)로 움직인다. UEEP와 ELEP 사이에는 배기 손실이 존재하는데 배기 손실은 제작사

에서 제공한 곡선을 이용하며, 이 곡선은 배기 증기유량의 함수로서 나타난다. ELEP가 계산되

면 터빈사이클 체에서 생산되는 터빈출력을 알 수 있다. 터빈출력에서 발 기 손실을 제외하

면 기출력이 계산된다. 증기발생기의 입/출구에서의 유체 조건을 이용하면 증기발생기 출력

이 계산되며, 결국 열소비율이 계산됨을 알 수 있다.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보정곡선을 이용하

여 열소비율과 기출력을 보정하는 작업이 터빈사이클 계산의 마지막 단계로 수행된다. 그림 

3-1-2-28은 열소비율과 기출력을 보정하는 Sheet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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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8. 열소비율과 기출력을 보정하는 Sheet

  (다) 보고서  붙임 일의 생성

     개발된 고리2 발 원  이차계통 성능진단 로그램은 보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되어있다. 장에서 사용하는 성능분석 보고서의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보고서가 정해진 

내용을 기술하면 된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고서(본문)’이며 일반

인 보고서의 형태를 제공한다. 둘째는 ‘보고서(요약)’으로 주요 수치들만을 표 형식으로 갖고 

있다. 원  이차계통 성능진단 로그램은 보고서의 자동 생성시 주요 성능시험 지표들과 성능

시험 일시 등을 계산하여 바꾸어 다. ‘보고서(본문)’의 경우 성능분석에 활용된 각종 붙임 자

료의 목록을 담고 있으며, 붙임 자료들의 양식도 모두 자동화되었다. 그림 3-1-2-29는 자동 생

성된 보고서 요약문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 으로 생성된 보고서 요약문-47은 붙임 9.8 보정 

기출력  보정 열소비율 계산 양식으로 고압 터빈 입구의 증기 계산과 주 수 가열기의 

OTTD, DCATTD 등을 이용하여 앞서 계산한 기출력과 열소비율을 보정하게 된다 (그림 

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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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9. 자동 으로 생성된 보고서 요약문

그림 3-1-2-30. 붙임 9.8 보정 기출력  보정 열소비율 계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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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기별 데이터 리

   사용자는 성능시험과 성능분석을 통하여 터빈사이클의 주요 변수를 계산하고, 이결과를 

시간에 따라 비교하여 성능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발 소의 성능을 측하거나 단하여 

성능분석 결과의 추이를 평가한다. 그림 3-1-2-31은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시간순으로 리

하는 Sheet를 보여주고 있다. 재 로그램에서 리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략 70여 가지이

다. 추이분석에는 주로 차트 그래 를 사용하며, 성능분석 로그램은 다양한 추이분석용 차트

를 제공한다. 그림 3-1-2-32는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추이분석용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31 주기별로 정렬된 성능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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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2.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추이분석용 차트

 (4) 고리 2 발 소 성능진단 지원용 민감도 확인 로그램 개발 

  (가) PEPSE를 이용한 이차계통 모델링

      미국의 ScienTech에서 개발한 PEPSE(Performance Evaluation of Power System 

Efficiency)를 이용하여 이차계통 시뮬 이션 테이타를 얻었다. 얻어진 데이터는 통계분석을 수

행하 다. 고리 3, 4호기 이차계통의 체 인 구조와 이차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기기, 터

빈, 복수기, 수가열기, 재열기, 그리고 펌  등에 한 설계자료를 수집하여 PEPSE를 이용하

여 이차계통 모델링하 다. 

    그림 3-1-2-33에는 고리 3, 4호기 이차계통의 체 인 모습을 담은 설계 열평형도가 있다. 

설계 열평형도는 이차계통 내 구성기기들의 연결상태에 한 정보를  뿐만 아니라, 이차계통

에서 가장 요한 구성기기인 터빈의 설계 자료를 입력하기 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PEPSE 모델링을 해 펌  성능곡선에 제시되어 있는 유량별 토출압, NPSH, 소요 력 등의 

설계자료가 필요하다. 그림 3-1-2-34는 펌 류에 한 성능곡선을 정리하 다. 그림 3-1-2-35는 

PEPSE로부터 시뮬 이션을 수행한 뒤, PEPSE로부터 얻게 되는 데이터를 표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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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3. 고리 3,4호기 설계 열평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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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4. 펌  성능곡선 (상: 터빈구동 수펌 , 하: 복수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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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5. 고리 3, 4호기 이차계통 PEPSE 모델(빨강: 온도, 노랑: 압력, 랑: 유량)

 (나) PEPSE를 이용한 시뮬 이션  데이터 수집 결과

      PEPSE를 이용하여 만든 이차계통 모델을 통해서 이차계통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데

이터를 얻었다. PEPSE 모델을 이용하여 발 소의 여러 상태를 모사하기 해서는 강제로 

PEPSE 모델 내에 있는 주요 구성기기의 설계 자료를 바꿔가면서 시뮬 이션을 반복 으로 수

행해야 한다. 이 때 어떠한 설계 자료를 어떠한 범  내에서 변화시키면서 시뮬 이션 해야 할

지는 실제 발 소의 물리 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표 3-1-2-8은 변화시킬 설

계 변수와 그 범 의 시뮬 이션 매트릭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36은 2번 수가열기를 

PEPSE로 모델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그림 3-1-2-37은 설계 변수와 그 범 의 시뮬

이션 매트릭스에 힌 변수들이 PEPSE 모델 내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개략 으로 표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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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8. 변화시킬 설계 변수와 그 범 의 시뮬 이션 매트릭스

시뮬 이션 항목 PEPSE 모델 
번호

단 설계값 하한값 상한값

교축증기 압력 10 PPVSC kPa 6405 6084.75 6597.15

교축증기 엔탈피 10 HHVSC kJ/kg 2774 2765 2779

주 수유량 10 WWVSC kg/s 812.97 772.3215 853.6185

냉각해수온도 235 TTVSC C 23 20 28

냉각해수유량 235 WWVSC kg/s 60000 59800 60200

복수기튜 수 400 XNC - 20616 18000 20616

복수기 청결도 400 UALLC - 0.85 0.765 0.935

복수펌 압력 330 PMPDIS kPa 3535.3 3181.77 3888.83

복수펌 효율 330 EFFPMP - 0.863 0.7767 0.863

수펌 압력 420 PMPDIS kPa 8480.55 7632.495 9328.605

수펌 효율 420 EFFPMP - 0.9032 0.81288 0.9032

습분분리효율 150 EFMOSX - 0.999 0.94905 0.999

1단재열기 튜 열 도도 160 CKTIRH W/m-C 55.38 44.304 55.38

1단재열기 열 달면 160 AATIRH m2 2027.84 1825.056 2027.84

2단재열기 튜 열 도도 170 CKTIRH W/m-C 55.38 44.304 55.38

2단재열기 열 달면 170 AATIRH m2 1978.4 1780.56 1978.4

1번 수가열기 튜 열 도도 370 XKTC W/m-C 17.307 13.8456 17.307

1번 수가열기 튜 개수 370 XNC - 900 810 900

2번 수가열기 튜 열 도도 380 XKTC W/m-C 17.307 13.8456 17.307

2번 수가열기 튜 개수 380 XNC - 822 739.8 822

3번 수가열기 튜 열 도도 390 XKTC W/m-C 17.307 13.8456 17.307

3번 수가열기 튜 개수 390 XNC - 1062 955.8 1062

4번 수가열기 튜 열 도도 430 XKTC W/m-C 17.307 13.8456 17.307

4번 수가열기 튜 개수 430 XNC - 948 853.2 948

5번 수가열기 튜 열 도도 440 XKTC W/m-C 17.307 13.8456 17.307

5번 수가열기 튜 개수 440 XNC - 2919 2627.1 2919

6번 수가열기 튜 열 도도 450 XKTC W/m-C 17.307 13.8456 17.307

6번 수가열기 튜 개수 450 XNC - 3144 2829.6 3144

고압터빈 1번 추기단 압력강하 101 PFAC1 - 0.03 0.03 0.05

고압터빈 2번 추기단 압력강하 121 PFAC1 - 0.03 0.03 0.05

압터빈 1번 추기단 압력강하 201 PFAC1 - 0.03 0.03 0.05

압터빈 2번 추기단 압력강하 241 PFAC1 - 0.03 0.03 0.05

압터빈 3번 추기단 압력강하 211 PFAC1 - 0.03 0.03 0.05

압터빈 4번 추기단 압력강하 221 PFAC1 - 0.03 0.0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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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6. 2번 수가열기를 PEPSE로 모델링 결과 

그림 3-1-2-37. PEPSE 모델 내에서 시뮬 이션 매트릭스의 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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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뮬 이션 데이터 처리

      시뮬 이션에 의해 얻어진 PEPSE 데이터들은 실제 발 소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신하

여 이차계통의 거동 분석을 한 기반 자료로 활용된다. 시뮬 이션에 의해 얻어진 PEPSE 데

이터들을 이용하여 각 계측지 과 기출력과의 계 는 각 계측지 과 열소비율과의 계 

규명하고, 계측 지  간의 상  분석의 수행 결과와 성능 향평가를 한다. 

    PEPSE 데이터에 의한 상 분석은 측정지   기출력, 측정지   열소비율, 그리고 

측정지  사이의 상 계가 분석되었다. 계측기 치에서 얻은 PEPSE 데이터의 종류는 온도, 

압력, 유량 등을 모두 합쳐 총 64개 으며, 그림 3-1-2-38은 PEPSE 데이터와 기출력과의 상

계와 계측지 과 열소비율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 도의 값이 1에 가까울수

록 그 계측지 과 기출력과의 상 계가 높다. 기출력이 감소하는 경우, 이 자료를 참고

로 하여 그와 가장 상 계가 높은 계측지 부터 원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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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8. 계측지 과  기출력/열소비율과의 상 분석

 

  (라) 성능 향평가모델

      계측지 과 기출력 는 열소비율간의 계만으로는 실제로 성능 하 원인분석 업무

를 수행할 수가 없는데, 그 까닭은 계측지  사이의 연 성 때문에 근본 인 원인을 제공한 변

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능 향평가모델링은 실제 성능진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

뮬 이션에 의해 얻어진 PEPSE 데이터들을 통합시켜 모델링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측지

이 기출력과 연 성이 있을 때 그들 둘 사이의 계측지  역시 연 성이 있다. 만일 계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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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성능 하가 생겨 기출력이 감소하 다면, 계측지  2도 계측지  1과 연 성이 있기 때

문에 겉보기에는 정상 인 값과는 다른 양상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계측지  2에도 성

능 상에 문제가 있어 기출력이 감소하는데 향을 주었다고 가정하면, 계측지  2는 실제 자

신의 성능 하로 인한 기출력 감소와 계측지  1에 의해서 성능 하인 듯한 상을 보이는 

것이 합쳐져 나타난다. 이러한 거동을 모델링하여 실제로 계측지  1과 2가 기출력의 감소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성능 향평가에 한 모델링을 한다. 그림 3-1-2-39는 계측기기의 성능

하가 효율의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모델링하여 기기의 성능 하를 평가하는 민감도 모델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39. 계측기기의 성능 하의 효율의 변화율 향 민감도 모델

   

(5) 고리 2발 열교환기 성능분석 차서 개발

  (가) 고리 2발 열교환기 선정

    고리 원자력발 소 3, 4호기의 안 련 열교환기 즉, 재생(Regenerative) 열교환기, 유

출(Letdown) 열교환기, 사용후 핵연료 장소 냉각(Spent-fuel cooling) 열교환기, RCDT 열교

환기, 유출 재가열(Letdown reheat) 열교환기, 감속(Moderating) 열교환기, 유출 냉각(Letdown 

cooling) 열교환기  유출 열교환기는 성능분석 차서  산 로그램을 만들었고, 재생 열

교환기  유출 재가열 열교환기는 차서만 작성하 으며, 감속 열교환기  유출 냉각 열교

환기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차서의 일부분만 작성하 다. 계측기 설치 황  성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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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서의 검토를 통하여 고리 원자력발 소 3, 4호기의 안 련 열교환기의 성능 리를 은 양

의 업무 부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산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산 로그램은 크

게 데이터 입력 모듈, 성능분석 계산 모듈, 그리고 결과 표시 모듈로 구분될 수 있다.

  (나) 데이터 입력 모듈

       고리 원자력발 소 3, 4호기에서는 소내 산기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를 디스켓에 담아 

가져오거나 소내 산기로부터 취득이 되지 않는 변수들은 직  장에서 수기로 기록이 되어 

입력된다. 그림 3-1-2-40은 데이터 입력 Sheet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40 열교환기 성능 리를 한 데이터 입력 모듈

  

  (다) 성능지표 계산 모듈

      데이터 입력 모듈을 통해서 들어온 신호들을 이용하여 성능분석을 수행한다. 다양한 변

수들이 계측된 신호 는 설계자료로부터 계산되어 지는데, 일부는 그래  는 표에서 읽어야 

하거나 증기표를 이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성능분석 계산 모듈에서는 이러

한 모든 부분들이 산화되어 있다. 그림 3-1-2-41은 성능분석 차에 따라 개발된 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성능분석 로그램은 앞에서 정리된 변수별 데이터를 계측기 치별로 온도 

 압력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계산한다.

◦ 열 달율

◦ 튜  내/외부 열 달면

◦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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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균온도차

◦  열 달계수

◦ 튜 벽 항

◦ 튜  안쪽 이놀즈 수

◦ 튜  안쪽 란틀 수

◦ 튜  안쪽 열 달 계수

◦ 튜  바깥쪽 이놀즈 수

◦ 튜  바깥쪽 란틀 수

◦ 튜  바깥쪽 열 달 계수

◦ 울링 항 

 

그림 3-1-2-41.  성능분석 차에 따라 개발된 성능분석 계산 모듈

 

  (라) 결과 표시 모듈

      성능분석의 결과는 그래 나 별도의 문서로 정리된다. 그림 3-1-2-42는 열교환기 성능분

석자동화 로그램의 결과표시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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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2. 열교환기 성능분석 결과표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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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1) 고리 3&4호기용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prototype 구  

    재 고리원자력발 소 경보감시시스템(AMS)은 경보 발생 시 경보발생 입력을 표시하고, 

경보 차서를 표시하여 다. 그러나 경보 발생의 원인인 기기의 이상동작상태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경보원인추 시스템(ACTS : Alarm-Cause Tracking System)은 발 소 장에

서 자주 사용하는 Logic Diagram을 자동화하여, 경보의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추 하여 경보

차서 상에 표시되는 원인들  실제로 발생한 원인과 그에 해당하는 차를 강조하여 표시

함으로써 운 원이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운 원은 경보의 발생경로와 논리

상태를 그래픽으로 산화된 논리도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가) Logic Diagram 산화 

      그림 3-1-2-43은 경보의 원인을 추 하기 해 산화 한 Logic Diagram의 를 보여주

고 있다. 산화된 Logic Diagram의 입력단에 ACTS 컴퓨터에서 입력신호를 연결하여 경보가 

발생할 때 입력단의 신호를 추 하면 경보의 원인인 기기의 오동작 상태를 추 하여 경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43. 경보의 원인을 추 하기 한 Logic Diagram 산화 

 

  (나) 경보 차서 산화  Logic Diagram 연계  

       ACTS는 경보 차서를 산화하여 산화된 논리도면과 연결하 다. 연결된 논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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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경보 차서를 띄우고 차서의 원인과 조치사항을 highlight

하여 표시한다. 그림 3-1-2-44는 원인경보에 한 논리도면 연결  해당 경보 차서의 연결 방

법을 보여주고 있다. 각 논리도면과 경보 차서의 해당 페이지  경보 차서의 각 Line을 객

체로 자동화하여 상호 연결한다. 

 

그림 3-1-2-44. 논리도면  해당 경보 차서의 연결 

  (다) 선행경보(precedent alarm)과 후행경보(post alarm)의 추

경보논리 추 은 경보논리 수행에 의해 상태를 역 추 하여 표시하게 된다. 경보원인 추

에 있어서 논리소자 각각마다 자신의 상태, 변경된 상태, 변경된 시각 등의 정보 등을 가지

고 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경보논리간의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을 가릴 수 있다.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은 한 논리  계  시간  계를 가지고 있다. 경보창에 

alarm이 발생하려면 여러 논리소자들의 상태 변경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  precedent alarm

은 post alarm이 발생하기 에 논리   시간  계에 의해 반드시 발생되는 alarm을 말한

다. 이와 반 로 post alarm은 precedent alarm에 의해 발생되는 alarm을 말한다. 그림 

3-1-2-45는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을 추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Precedent alarm은 경

보 발생된 상태에서 테두리가 강조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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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경보
경보원인

후행경보
경보원인추적

그림 3-1-2-45.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의 추 한 결과

  (라) 고리 3&4호기용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prototype 구   기능시험

       개발된 고리 3,4호기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은 원자력교육원 시뮬 이터에 연

계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에는 논리도면 150페이지와 경보 차서 147개를 산화되

어 수행되었다. 

   ① 자체 기능시험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논리추  기능을 시험하기 해 자체 신호생성 시뮬 이션 기능

을 추가하 다. 논리신호 생성기의 시뮬 이션 실행 기능은 ACTS를 독립 으로 테스트하기 

해 필요한 기능으로 임의의 입력포트에 강제로 신호값을 입력하는 기능과 시뮬 이션 기능

이 있다. 

   ② 고리 시뮬 이터와 연계 성능시험

      신호생성 시뮬 이션 기능에 의한 기능시험 후 구 된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통합 기능 

 성능을 확인하기 해 고리 원자력연수원 시뮬 이터와 연계하여 시험하 다. 그림 3-1-2-46

은 고리 원자력연수원 시뮬 이터와 연계하여 통합 성능시험을 수행한 ACTS의 수행화면을 보

이고 있다. 색 테두리의 선행경보의 후행경보의 추 , 해당 경보에 한 경보 차서와 경보

추 경로트리의 표시와 경보원인  조치사항 Highlight  해당 Logic Daigram 추 을 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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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6. 고리 원자력연수원 시뮬 이터와 연계하여 통합 성능시험

 (2) 표 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 개발

   (가) 선․후행 경보 표시

       경보창에 여러 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특정 경보들은 경보 발생 에 반드시 선

행되어 발생되는 경보가 있다. 이 경보들의 계는 물리 거나 논리 으로 연 이 되어 있다.  

“PZR PRESS ERROR HI/LO” 경보의 “PZR PRESS ERROR LO” 경보는 “PZR PRESS LO” 

경보의 선행경보로 “PZR PRESS LO” 경보가 발생하기 에 반드시 발생하게 되며, “PZR 

PRESS LO” 경보가 발 소에 보다 심각한 상태를 야기한다. 그림 3-1-2-47은 선후행경보의 표

시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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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7. 재귀  추 을 통한 선행경보 표시의 

  (나) Annunciator Window Frame 개발

       표 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은  3&4호기 원 의 모든 경보를 상으

로 분석하고, 구 되었다. 표 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은 체 경보창의 상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경보표시구조 AWF(Annunciator Window Frame)를 개발하 다. 

AWF (Annunciator Window Frame)은  3&4호기 원  주제어실의 경보창의 치 Frame

을 화면으로 치시켜 운 원의 혼란을 이려하 다.  3&4호기 원  주제어실의 경보창

은 계통별로 구역화되어 치하며, AWF(Annunciator Window Frame)도 마찬가지로 계통별로 

구역화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림 3-1-2-48은 개발된 표 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

의 AWF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2-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AWF의 앙구역은 선택

된 계통의 경보창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보가 발생하여 해당 AWF의 계통 구역을 선택하면 

 3&4호기 원  주제어실의 계통별 경보창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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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8. 표 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의 Annunciator Window Frame

  (다) 표 원 용 시뮬 이터와 연계  테스트

      개발한 표 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은 KAERI-ITF에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해 KAERI-ITF와의 연계를 한 신호 통신 로그램을 개발하

다. 통신 로그램은 KAERI-ITF측의 서버 로그램과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로그

램으로 나뉜다. 서버 로그램은 KAERI-ITF에서 생성된 논리소자들의 신호  ACTS로 보낼 

신호들을 선별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클라이언트에게 TCP/IP의 스트림 형태로 보내는 역할은 

한다. 클라이언트 로그램은 서버 로그램에서 받은 신호를 ACTS의 연 된 논리소자들에게 

달받은 신호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1-2-49는 KAERI-ITF를 이용하여 표 원 용 경

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 ACTS의 성능시험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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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9. KAERI-ITF을 이용한 경보원인추 시스템 ACTs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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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호 고장검출  진단기법 개발

 (1) 신호 고장검출  진단기법 비교분석 

    고장진단 기법은 크게 지식기반(knowledge-based) 기법과 모델기반(model- based) 기법으

로 분류된다. 지식기반 기법은 상 시스템에 한 물리  모델(physical model)이 필요하지 

않으나, 상 시스템의 다양한 고장의 증상들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모델기반 

기법은 상 시스템의 고장의 유형에 한 물리  모델을 설정하여, 상 시스템의 기치 못

한 갑작스런 고장을 진단한다. 표 3-1-2-9는 본 과제에서 개발된 고장진단 기법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FDD 
기법

Math. Model
추정
변수

추정
알고리즘 

분류기법 장 단 

모델기반 
FDD

State-Space
Model
(Dynamic 
Model)

State
Variable

Kalman 
Estimator

Innovation
Threshold

Real-Time
FDD 가능

단일  다  
고장진단에 한 
통합 시스템 
구  용이 

MIMO system
용가능

Model Set 설정이 
어려움

Multiple Model 
Estimator

Model 
Probability
Measure

Adaptive
Estimator

Model
Weight

IMM
Estimator

Model 
Probability
Measure

ARMA 
Model
(Input-

Output Model)

System
Parameter

RLS 알고리즘
WRLS 
알고리즘

ART1
ART2

고장분류의
정확성

추정  분류시간 
지연으로 인한 
Real-Time FDD 

어려움

지식기반 
FDD

Model
불필요

없음 불필요
AI를 이용한 
Expert system

수학  모델
불필요

고장유형에 한 
많은 데이터베이스 

필요

표 3-1-2-9. 개발된 신호 고장검출  진단기법들의 특징

 (2) 탈기기 모델링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 기법 개발 

     원  탈기기 시스템의 열수력학  모델을 기반으로 탈기기의 고장검출 진단을 한 모델

링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기법 개발했다. 두 가지 고장검출 진단 기법이 개발되었으며, 하

나는 AE(adaptive estimator) 추정기에 근거한 고장진단 기법(AE-FDD)이고, 다른 하나는 

ART(adaptive resonance theory)  RLS(recursive least square) 알고리즘에 근거한 고장진단 

기법(ART-FDD)이다. 

  (가) 탈기기시스템의 수 제어 시스템(liquid-level system) 수학  모델링

      그림 3-1-2-50은 원 에서 사용되는 탈기기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탈기기시스템의 모델링

을 단순화하기 해 탈기기 시스템을 원통형 용기로 해석하여 그림 3-1-2-51과 같이 모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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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0. 탈기기 시스템의 개략도

그림 3-1-2-51. 원통형 용기로 모사된 탈기기 시스템

    탈기기 수  측정센서의 고장진단기법을 개발하기 해 울진 3호기의 탈기기의 설계 Data

를 상기 원통형 모델에 용하 다. 원통형 모델의 수 제어 수학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식으

로 유도되었다. 아래 유도식은 h를 시스템의 출력으로 생각했을 때 탈기기 시스템의 선형화된 

수학  모델이다. 이는 탈기기 시스템의 수두와 입력유량의 계가 간략화된 연속시간 상태공

학형 모델이며, 이로부터 임의의 샘 링 시간에 한 이산시간 상태공간형 모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R tC t
dh
dt

+h=R tq i

       R tC t
: 시간의 차원을 가지며 시스템의 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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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t=
수위차의변화,m유량의변화,m

3
/s

=
dH
dQ

       C t=
저장급수의 변화,m

3

수두의 변화,m

h : 정상상태 값으로부터 수두의 작은 변화, m

q i : 정상상태 값으로부터 유입 유량의 미소변화, m
3
/s

  (나) 탈기기시스템의 고장진단 AE(Adaptive Estimator)-FDD 기법

       AE-FDD(Adaptive Estimator-Fault Detection and Diagnosis)모델은 탈기기시스템에 

한 상태방정식(state equation)과 출력방정식(output equation)으로 구성되는 동  모델

(dynamic model)을 기반으로 하는 고장진단 모델로 실시간(real-time) 진단이 가능하다. 개발된 

동  모델(dynamic model)을 기반으로 다 모델(multiple model; MM)을 기반으로 한 FDD 기

법을 개발하 다. 다 모델 MM 기반 FDD 모델은 칼만 형태의 필터들이 시스템의 특정모드에 

부합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각각 병렬로 구성된다. AE 추정기 알고리즘은 반복 인 추정기로, 

병렬로 동작하는 Kalman Filter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하는 상태 추정부 그리고, 바

이어스를 추정하는 바이어스 추정부로 구성된다. 그림 3-1-2-52는 Kalman Filter를 병렬로 구성

한 Adaptive Estimator 추정기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이 Adaptive Estimator는 

상태 추정과 바이어스 추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2-53은 바이어스를 추정하여 상태 추정

에 보상해 주기 해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AE 추정기에 controller를 사용한 알고리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u k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u k=G u x̂ k=-
1
R t

x̂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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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2. Kalman Filter를 병렬로 구성한 AE 추정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3-1-2-53. controller를 포함하는 체 추정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3-1-2-54와 그림 3-1-2-55는 AE-FDD(Adaptive Estimator-Fault Detection and 

Diagnosis)모델을  3&4호기 원 에 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그림 3-1-2-54는 실제 가정한 

바이어스(실선)와 AE 추정기로 추정한 바이어스(굵은 선)를 보여주고 있다. 스 칭 되는 상

황에서도 바이어스를 히 잘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3-1-2-55는 수 에 

한 Kalman 필터( 선)와 AE 추정기(실선)의 RMSE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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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4. 가정한 실제 바이어스와 추정된 바이어스

그림 3-1-2-55. 실제 수 와 추정된 수 와의 RMSE(root-mean-square error)

  (다) 탈기기시스템의 입출력 고장진단 ART(adaptive resonance theory)-FDD 기법

       라미터추정에 의한 고장진단 기법은 상태추정 근법(AE-FDD)과 비교할 때 용이 

간단하며, 랜트  제어기의 고장분류 문제에 직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수 제어시스템(water level control system)에서 발생한 고장을 진단하기 해 입출력 

모델기반 고장진단 기법을 개발하 다. 그림 3-1-2-56은 수 제어시스템(water level control 

system)에서 발생한 고장을 진단하기 한 입출력 모델기반 고장진단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56과 같이 시스템에서 고장으로 변화된 시스템 라미터  센서에 존재하는 바이

어스를 추정하기 한 라미터추정부, 고장상태를 감지하기 한 고장감지부  발생한 고장

의 종류를 분류하기 한 고장분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장분류를 해서는 자율 신경

회로망인 ART 신경회로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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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ed parameters

Fault Classifier using ATR2 NN

 ATR2 NN
  Fault
Isolation

Estimated
parameter

Estimated system

Deaerator system

y, u

e
r
r
o
r

errors > Theshold
   Fault 
detection

Normalerrors < Theshold

Fault detection

Parameter estimation by RLS algorithm
            (Covariance matrix P(k) reset)

그림 3-1-2-56. 탈기기 모델의 고장진단을 한 입출력 모델기반 고장진단시스템 구조도

    수 제어시스템의 고장상황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입출력 고장진단 ART(adaptive 

resonance theory)-FDD의 성능을 확인하 다. 수 시스템의 폐루  달함수는 아래와 같다.

θ Ο(s)
θ
i ( s)

=
Rt

R tC s+ 1

       여기서 Rt : 항의 정의로부터 R t =
h
q i

              h :  수두의 변화량

              q i : 유입량

               C : C = 2× r 2-( H- r) 2×L

여기서 Q 와 H는 각각 정상상태 유입량  수두높이이다.

시뮬 이션에 사용한 각 상수 값은 아래와 같다.

Q = 3533.1 lb/sec , H = 8.451 ft

r= 6.04 ft, L = 229.66 ft

 수 시스템의 폐루  달함수를 표본화 입 출력 θ
i
와 θ

o
에 한 이산시간으로 표 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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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o(k+1) = a 1

θ
o(k ) + b 1θ i (k )+ ε ( k )

여기서 a 1
, b 1

은 추정해야 할 라미터들로서 ART2 신경회로망 고장분류기의 입력이다.  그

림 3-1-2-57은 시스템은 정상이지만 센서에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 f s = -1.42) 고장에 한 

고장진단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57에서와 같이 센서고장이 발생된 경우로서 200번

째 순간(20 )에 고장이 감지되고, 그림 3-1-2-57(e)의 결과로부터 센서에 -0.142의 바이어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3-1-2-57(f)에 도시된 바와 같이 ART2 신경회로망 고장분류기

는 시스템의 상태를 정상으로 분류함을 알 수 있다. 

(a) 바이어스 존재시 유입량

(제어기 사용)

(b) J L변화와 고장감지

( 선: δ
f
, 일 쇄선: δ * )

(c) 시스템 라미터( a 1
)

(실선: 실제값, 일 쇄선: 추정값)

(d) 시스템 라미터( b 1
)

(실선: 실제값, 일 쇄선: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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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추정 센서 바이어스( f ŝ  ) (f) ART2 신경회로망에 의한 

고장분류결과

그림 3-1-2-57. 센서에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 f s = -1.42) 고장에 한 고장진단결과

 (3) 증기발생기 수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 시스템 개발

  (가) 증기발생기 수 제어 시스템(liquid-level system) 수학  모델링

       그림 3-1-2-58은  3&4호기 원 에서 사용되는 증기발생기의 개략도이다. 증기발생

기의 모델링을 단순화하기 해 탈기기 시스템을 원통형 용기로 해석하여 그림 3-1-2-59와 같

이 모사하 다.  

그림 3-1-2-58.  3&4 호기 증기발생기를 원통형 요기로 모델링하는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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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9. 원통형 용기로 모사된 증기발생기의 수 제어 수학  모델링

    증기발생기의 수 와 유체흐름과의 열수력  모델은 계는 일반 으로 비선형이다. 그러

나 비선형 시스템이 정상 운 상태에서 일정하게 수 가 유지되므로 수 제어시스템 제어 작

동  부근에서 선형화될 수 있고 수학 인 모델도 선형화 될 수 있다. 수 제어 시스템의 수학

 모델은 항과 커패시턴스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스템의 동  특성을 간단한 형태로 표

할 수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수  측정센서의 고장진단기법을 개발하기 해  3호기의 증기발

생기의 설계 Data를 이용하여 상기 원통형 수학  모델에 용하 다. 원통형 모델의 수 제

어 수학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유도되었다. 아래 유도식은 h를 시스템의 출력으로 생

각했을 때 증기발생기의 선형화된 수학  모델이다. 이는 증기발생기의 수두와 유량의 계가 

간략화된 연속시간 상태공학형 모델이며, 이로부터 임의의 샘 링 시간에 한 이산시간 상태

공간형 모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R tC t
dh
dt

+h=R tq i

       R tC t
: 시간의 차원을 가지며 시스템의 시정수

       R t=
수위차의변화,m유량의변화,m

3
/s

=
dH
dQ

       C t=
저장급수의 변화,m

3

수두의 변화,m

h : 정상상태 값으로부터 수두의 작은 변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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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 : 정상상태 값으로부터 유입 유량의 미소변화, m
3
/s

  (나) 증기발생기 고장진단 AE(Adaptive Estimator)-FDD 기법

       AE-FDD(Adaptive Estimator-Fault Detection and Diagnosis)모델은 증기발생기에 한 

상태방정식(state equation)과 출력방정식(output equation)으로 구성되는 동  모델(dynamic 

model)을 기반으로 하는 고장진단 모델로 실시간(real-time) 진단이 가능하다. 개발된 동  모

델(dynamic model)을 기반으로 다 모델(multiple model; MM)을 기반으로 한 FDD 기법을 개

발하 다. 다 모델 MM 기반 FDD 모델은 칼만 형태의 필터들이 시스템의 특정모드에 부합하

는 모델을 기반으로 각각 병렬로 구성된다. AE 추정기 알고리즘은 반복 인 추정기로, 병렬로 

동작하는 칼만필터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하는 상태 추정부 그리고, 바이어스를 추

정하는 바이어스 추정부로 구성된다. 그림 3-1-2-60은 Kalman Filter를 병렬로 구성한 Adaptive 

Estimator 추정기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이 Adaptive Estimator는 상태 추정과 

바이어스 추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2-61은 바이어스를 추정하여 상태 추정에 보상해 주

기 해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AE 추정기에 controller를 사용한 알고리즘 블록 다이어그램이

다. u k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uk =  Gu x̂ k+ Δu =  -
1
Rt
x̂ k+ (uk-uk-1 )

그림 3-1-2-60. Kalman Filter를 병렬로 구성한 AE 추정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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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1. controller를 포함하는 체 추정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개발된 AE-FDD(Adaptive Estimator-Fault Detection and Diagnosis)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기 해,  3/4호기에 설치된 PWR 증기발생기의 정격출력 power가 100%, 75%의 실제 운

 데이터를 이산시간 동  모델에 용하 다. 그림 3-1-2-62는 AE-FDD(Adaptive 

Estimator-Fault Detection and Diagnosis)모델을  3&4호기 증기발생기에 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그림 3-1-2-62의 왼쪽 그래 는 칼만 필터에 의해 추정된 수 ( 선)와 AE 추정기에 

의해 추정된 수 (실선)를 보여주고 있다. 정상상태일 때 PWR 증기발생기의 수 는 항상 일정

하게 H= 11.85m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6 와 9  사이에는 음의 바이어스가 생성되어 실제 

수 보다 낮게 추정하는 오류가 발생하 다. 이는 칼만 필터에서는 시스템의 상태만을 추정하

고 측정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첨가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한 정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E 추정기는 시스템의 상태뿐만 아니라 측정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첨가되어 있을 경

우에도 그 바이어스를 함께 추정하여 시스템 상태에 보상해 으로써 실제 정상상태의 수 를 

비교  잘 추정하고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3-1-2-62의 오른쪽 

그래 는 가정한 실제 음의 바이어스(실선)와 AE 추정기에 의해 추정된 바이어스( 선)를 보여

주고 있으며 비교  잘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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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imated head (b) Estimated bias(a) Estimated head (b) Estimated bias

그림 3-1-2-62.  3&4호기 증기발생기에 용한 AE-FDD모델

  (다) 증기발생기 입출력 고장진단 ART(adaptive resonance theory)-FDD 기법

       라미터추정에 의한 고장진단 기법은 상태추정 근법(AE-FDD)과 비교할 때 용이 

간단하며, 랜트  제어기의 고장분류 문제에 직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수 제어시스템(water level control system)에서 발생한 고장을 진단하기 

해 입출력 모델기반 고장진단 기법을 개발하 다. 그림 3-1-2-63은 증기발생기 수 제어시스

템(water level control system)에서 발생한 고장을 진단하기 한 입출력 모델기반 고장진단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73과 같이 시스템에서 고장으로 변화된 시스템 라미터  

센서에 존재하는 바이어스를 추정하기 한 라미터 추정부, 고장상태를 감지하기 한 고장

감지부  발생한 고장의 종류를 분류하기 한 고장분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장분류

를 해서는 자율 신경회로망인 ART 신경회로망을 이용한다.

Estimatied parameters

Fault Classifier using ATR2 NN

 ATR2 NN
  Fault
Isolation

Estimated
parameter

Estimated system

Deaerator system

y, u

e
r
r
o
r

errors > Theshold
   Fault 
detection

Normalerrors < Theshold

Fault detection

Parameter estimation by RLS algorithm
            (Covariance matrix P(k) reset)

그림 3-1-2-63. 증기발생기 수 센서 고장진단을 한 입출력 모델기반 고장진단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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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발생기 수 제어시스템의 고장상황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입출력 고장진단 

ART(adaptive resonance theory)-FDD의 성능을 확인하 다. 증기발생기 폐루  수 시스템의 

달함수는 아래와 같다.

θ Ο(s)
θ
i ( s)

=
Rt

R tC s+ 1

       여기서 Rt : 항의 정의로부터 R t =
h
q i

              h :  수두의 변화량

              q i : 유입량

               C : C =  π r 2

여기서 Q 와 H는 각각 정상상태 유입량  수두높이이다.

시뮬 이션에 사용한 각 상수 값(power 100% 일 때)은 아래와 같으며,

Q = 802.998 Kg/ sec , H = 11.85 m

r = 3.62 m , L = 16.73 m

증기발생기 수 시스템의 폐루  달함수를 표본화 입출력 θ
i
와 θ

o
에 한 이산시간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θ
o(k+1) = a 1

θ
o(k ) + b 1θ i (k )+ ε (k )              

여기서 a 1
, b 1

은 추정해야 할 라미터들로서 ART2 신경회로망 고장분류기의 입력이다.  그

림 3-1-2-64는 Power 100%에서 시스템은 정상이지만 센서에 바이어스 존재 ( f s= -1.2) 고장

에 한 고장진단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64에서와 같이 센서고장이 발생된 경우로서 

200번째 순간(20 )에 고장이 감지되고, 그림 3-1-2-64(e)의 결과로부터 센서에 -1.2의 바이어스

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3-1-2-64(f)에 도시된 바와 같이 ART2 신경회로망 고장분

류기는 시스템의 상태를 정상으로 분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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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센서 바이어스 존재시 유입량(제어기 사용)

(b) J L변화와 고장감지( 선: δ
f
, 일 쇄선: 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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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스템 라미터( a 1
) (실선: 실제값, 일 쇄선: 추정값)

(d) 시스템 라미터( b 1
) (실선: 실제값, 일 쇄선: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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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추정 센서 바이어스( f ŝ  )

(f) ART2 신경회로망에 의한 고장분류결과

그림 3-1-2-64. Power 100% Power, 센서 바이어스 존재 ( f s= -1.2) 고장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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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제 2단계

1. 안 계통(RPS/ESF-CCS) 캐비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

 가. 1차 RPS COM 운 성능평가 

원자로보호계통의 캐비닛운 원모듈(Cabinet Operator Module, COM) 화면을 운 성의 

에서 평가하 다. 1차 RPS COM 운 성능 평가의 상은 1단계  2단계 1차년도 RPS 

COM 화면설계 결과물이다.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 원모듈(KNICS RPS COM) 화면은 운

원(혹은 유지보수요원)이 정기 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 수행하는 시험  유지보수 작업을 

해 주로 사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KNICS RPS COM 화면은 터치화면으로 운 원(혹

은 유지보수요원)의 조작은 모두 터치화면상의 버튼을 르는 방식이다.

실시간 운 성 평가는 수행도 평가  설문지에 의한 운 성 평가로 구성하 다. 

수행도 평가는 피실험자에게 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피실험자에게 수행하도록 한 다음 

그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 평가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두 결과로 구분하고 있다. 한 

비디오 분석을 통한 사용자의 불편함과 수행도 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운 성 평가는 세 종류의 설문지를 비하여 피실험자의 자발 인 응답을 수집하고, 수집된 

피실험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캐비닛운 원모듈의 운  편의성  수행도 하 요인을 밝히고, 

한 재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보호계통과의 비교를 통해 KNICS RPS COM의 운 성을 가

늠하고자 하 다.

그리고, 인간공학자를 활용한 화면평가를 수행하 다. 인간공학자에게 KNICS RPS COM화

면을 검토하고 COM화면의 개선 이나 인간공학  결함을 지 하도록 요구하 다.

  (1) 수행도 분석

KNICS RPS COM화면 실험평가를 해서 7종의 시나리오를 비하 으며, 피실험자(운용

문가)에게 수행을 요구하 다. 피실험자는 실험 실시 에 RPS 계통  COM화면을 이용한 시

험  감시 직무에 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 충분한 시간동안 실습을 통한 훈련을 받도록 

하 다. 

일반 으로 RPS의 유지보수작업은 2인1조로 실시하는 것이 장에서의 례이지만,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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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나리오

번호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수행결과

피실험자 1 피실험자 2

1 S1 지동주기시험 수행 성공 성공

2 S2 수동개시자동시험 수행 N/A N/A

3 S3-1 건 성진단시험 수행 성공 성공

4 S3-2
건 성진단시험 수행 (설정치 련 

오류 발생)
성공 성공

5 S3-3
건 성진단시험 수행 (Bypass 련 

오류 발생)
성공 성공

6 S3-4
건 성진단시험 수행 (CP OUTPUT 

ERROR 련 오류 발생)
N/A 성공

7 S4 설정치 감시 수행 실패 성공

에서는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작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1인씩 시나리오를 운용하도

록 요구하 다.

시나리오 수행이 에 실험 시나리오를 수행하면서 수행한 결과를 기록할 응답지를 배포하

고 작성요령을 설명하 으며, 실험  캠코더를 이용하여 실험 시나리오 수행과정을 모두 녹화

하 다.

실험 시나리오는 이미 설정된 임의의 순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요구하 으며, 피실험자간의 

수행순서는 상이하게 구성하 다.

   (가) 시나리오 수행도

피실험자는 시나리오 수행  발견한 특기사항  요구하는 시험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기록하도록 요구하 는데, 피실험자가 기록한 응답지의 내용과 실험자가 비한 올바른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피실험자의 수행도를 알 수 있다. 

실험자가 비한 답안과 피실험자의 응답이 일치하는 지를 단하여 시나리오 수행의 성공 혹

은 실패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실험 시나리오에 따른 피실험자의 수행도(성공 혹은 

실패)를 보여 다.

표 3-2-1-1. 설문피실험자의 수행도

수동개시자동시험 련 시나리오인 S2는 실험  시나리오 구 상의 문제 으로 인해 오류메

시지가 표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나리오 수행을 하지 못하 으며, 피실험자 1의 경우

에 S3-4 시나리오 실시  시나리오의 수행보다는 설계에 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시간이 

무 많이 소비되어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 기에 성공실패의 분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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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피실험자)
총 터치 횟수 터치실패 횟수 터치실패 비율 비고

1 71 14 20%

2 47 12 26%

합계 118 26 22%

모든 실험 시나리오에 해 피실험자들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올바른 상태진단이나 단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실험자 1의 경우 실험 시나리오 S-4를 수행하면서 설정치 감시

에만 념하여 PLC 운 상태를 감시하지 못하고 시간이 과되어 실패로 처리하 다. 그러므

로 설정치 감시와 같은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도 에 건 성진단시험이나 자동주기시험에서 오

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사용자의 감지를 도울 수 있도록 MENU버튼의 Blinking이나 청각  표시장치(경보음 등)

등의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비디오 분석

KNICS RPS COM화면 실험평가를 수행하면서 캠코더를 사용하여 피실험자(운용 문가)의 

피실험자의 시나리오 수행을 녹화하 다. 녹화된 동 상을 사용하여 COM화면의 개선 을 찾

아내고자 분석을 수행하 다. 

COM화면은 사용자의 터치(touch)에 의해 시스템의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혹은 화면을 이동

할 수 있는 데, 비디오 테이 을 검토한 결과 이 터치의 성능이 상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

다. 터치실패는 사용자가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의 작동이나 화면이동이 의도한 로 실

되지 못한 결과를 의미하는데, 부분의 터치실패는 상 정보 역에서 발생하 다. 이는 상

정보 역이 정보취득을 해서 제공되는 버튼의 개수가 많이 있고 한 사용자가 정보취득

이나 시험의 수행을 해 반드시 터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는 사용자의 

총 터치 수와 터치실패의 수를 보여 다. 

표 3-2-1-2. 총 터치 횟수와 터치 실패 횟수

결론 으로, 터치의 민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다 향상된 기술을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2) 설문지 분석

COM화면의 실시간 성능평가시 RPS 설계에 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은 설문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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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자가 자발 인 환경하에서 설문지에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설문의 특성에 따라 실험 과 실험 후 각각 1회씩 주어졌고 작성하도록 요구하 으

며,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후에 작성된 설문지에 한 토의가 바로 진행되었다. 토의는 사용자

의 의견을 분석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으로 재해석하고 의견을 명확히 하기 해서 수행하

다. 

설문지는 3종류로 나 수 있는데, ① RPS의 기능, ② 울진 5,6호기 DPPS의 유지보수, 그리

고 ③ KNICS RPS의 유지보수 등과 련된 설문지이다. 

KNICS RPS 기능 련 설문지는 "TYPE-1 설문지", 울진 5,6호기 DPPS의 유지보수 련 설문지

는 "TYPE-2 설문지", 그리고 KNICS RPS의 유지보수와 련된 설문지는 "TYPE-3 설문지"로 구

분하 다.

실험 에는 울진 5,6호기DPPS 유지보수와 련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으며, 실험 후

에 RPS의 기능과 유지보수에 련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 다. 울진 5,6호기의 유지보

수 경험이 많은 사용자이므로 DPPS 련 설문은 실험이나 RPS의 숙달과는 계없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에 작성하도록 하 으며, RPS의 기능이나 유지보수와 련된 설문은 

KNICS RPS의 cabinet과 COM화면에 한 충분한 이해를 요구하므로 훈련  실험이 종료된 

후에 작성하도록 요구하 다.

   (가) 설문지 구성

    ➀ TYPE-1 설문지

TYPE-1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KNICS RPS의 기능과 련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Setpoint 설정 방식 – 수동조작 vs. 자동설정

Bypass  Setpoint 설정치 Key Switch의 사용 – 제공 vs. 제거

KNICS RPS COM화면에서 고정된 화면분할방식의 사용 – 비분할 vs. 분할 

Bistable Rate Test의자동화 – 수동 vs. 자동

시험시 자동 Bypass 기능의 필요여부 – 수동 Bypass vs. 자동 Bypass

오류메시지의 표시방식 – 오류제시 vs. 오류  조치사항 포함

부분의 설문 항목은 울진5,6호기 DPPS와의 비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실험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 다. 

    ➁ TYPE-2 설문지

      설문지는 울진 5,6호기의 DPPS 유지보수와 련된 설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실험자에

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 다. 피실험자는 1년 이상의 DPPS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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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경험이 있는 문가로서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문항목에 응답하도록 요구하 다.

설문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2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설비 유지보수의 빈도  난이도

유지보수시 작업자 지원

유지보수 작업시 험요소

캐비닛과 Rack의 구성

모듈화 설계  패키지

이블링(Labeling)

시험작업의 난이도  지원기능

FPD 화면설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➂ TYPE-3 설문지

      설문지는 KNICS RPS의 유지보수와 련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KNICS RPS를 운용

한 경험이 없으므로, 비된 KNICS RPS Cabinet을 보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상되는 문제

이나 불편할 것으로 상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구하 다. 피실험자는 울진 5,6호

기 DPPS의 운용경험이 있으므로 DPPS와의 비교를 통해 KNICS RPS에 한 의견을 제시하여

도 무방함을 미리 알려주었다. 

설문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2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되는 유지보수작업의 문제

유지보수시 작업자 지원

유지보수 작업시 험요소

캐비닛과 Rack의 구성

모듈화 설계  패키지

이블링(Labeling)

시험작업의 난이도  지원기능

KNICS RPS COM화면의 개선 요구사항

   (나) 설문지 응답의 분석

    ➀ TYPE-1 설문지 응답 분석

     ㉮ Setpoint 설정방식

        DPPS와 달리 KNICS RPS에서는 Setpoint를 외부기기로부터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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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KNICS RPS에서는 COM화면을 통한 Setpoint 감시기능만을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Setpoint 설정방식에 해 간편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필요시 일시 으로 

Setpoint를 수정 혹은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임시 인 Setpoint의 변

경은 시험  기동 혹은 정지시 불필요한 경보를 억제할 수 있는 이 이 있으므로 임시 인 

Setpoint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 Keyswitch의 제공

      KNICS RPS에서는 DPPS에서 제공하고 있는 Keyswitch를 제거하여 Bypass시 버튼조작

만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에 해서 간편하지만, 인  실수로 인해 Bypass를작동

시킬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작업자의 순간 인 이나 실수로 인한 작동을 방지

하기 해, 버튼 외부에 하우징을 하거나 혹은 버튼에 덮개를 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 화면분할

       KNICS RPS COM화면은 세 부분으로 나 어져 있고 한 분할화면은 항상 감시하여야 

하는 상태변수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화면분할설계는 DPPS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설계로 이

에 한 운용 문가의 의견을 정 이었다.

     ㉱ Bistable Rate Test의 자동화

       KNICS RPS에서는 Bistable Rate Test해야 하는 트립변수에 해서 기설정된 라메터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시험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Rate Test를 한 사용자의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의 Rate Test에 한 문가의 의견은 시험기간의 단축효과가 

있으며 한 Test 차가 단순해지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추가 보완사항으로 Test 결과

를 printer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수행  건 성에 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시험시 자동 Bypass 기능

       이 기능은 DPPS나 KNICS RPS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능으로 시험시 Bypass를 사용

자가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험 에는 Bypass를 하고 시

험후에는 자동 으로 복구하는 방식에 한 문가의 의견을 요구하는 설문항목으로 이에 

한 문가의 의견은 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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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메시지의 표시방식

     DPPS FPD와 KNICS RPS COM화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오류사항을 달하기 해 오류메

시지를 화면에 보여주는데, 기존의 오류메시지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사실 인 표시

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사용자가 취해야하는 조치사항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에 

한 문가의 의견을 요구하 는데, 이에 한 문가의 의견은 정 이었다.

    ② TYPE-2 설문지 응답 분석

DPPS 운용경험에 비추어 휴즈(Fuse)의 교체작업이 빈번했으며 PLC 모듈의 교체작업이 난

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DPPS Cabinet의 경우 유지보수 작업을 한 내부공간의 여유가 어서 유지보수작업의 난

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지 되었다. 이러한 유지보수작업시 공간 소는 작업자의 주의를 요구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신체  정신 인 작업부하의 증가를 래하고 있으며, 한 작업자에 

한 험요소( 에 의한 작업자 감   부상)을 내포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 이라 할 수 

있다. 

Cabinet 내부 안쪽의 기기에 한 확인  교체작업시 문제 으로 지 되는 부분은 Rack과 

Rack, Rack과 Backbone 하단, Rack과 Backbone 우측단, Rack과 Backbone 좌측단 등이 거의 

모든 Rack 주 의 공간이 소하다고 지 되었다. 한 Backbone의 좌상단에는 안쪽 깊은 

치까지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태확인  교체작업이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지 되어서 이

러한 기기들은 확인  교체가 용이한 치로의 이동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자주 교체되는 상황인 휴즈의 경우 Labeling  휴즈목록의 필요가 지 되었다. 어떤 휴즈가 

어떤 기기에 부하를 제공하고 있는 지에 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을 해서는 휴즈목록이 

작성되고 이를Cabinet에 부착하거나 작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한 간단히 표시되어 있는 개시 Relay, UV Shunt Trip relay, Processor 등과 같은 발 정

지와 련된 기기에 해서는 한 로 된 주의문 혹은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

하 다.

DPPS FPD에 해서는 TROUBLE 경보시 상세내용  log를 표시해 주는 것이 유용한 정보

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기능으로 지 되었다. 한 MCR에 발생하는 경

보정보가 무 간단하므로 이에 한 개선을 통해 주제어실 요원과 장 작업자간의 의사소통

을 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되기를 희망하 다.

재 DPPS 유지보수작업  가장 요하게 지 되고 있는 안은 정기검사시 소요되는 시간

이다. 한 캐비닛(채 )의 정기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정도가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

요되고 있어서 이에 한 유지보수 작업자의 불편은 심각하다고 지 되어 왔다. 이는 DPPS 캐

비닛에서의 시험작업이 단순 반복작업을 장시간 동안 작업자가 수직 입식의 자세로 수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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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진보 인 시험기능의 자동화를 통해 소요시간의 단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③ TYPE-3 설문지 응답 분석

KNICS RPS의 PLC 모듈은 DPPS의 PLC 모듈보다 더 얇은 모듈을 사용하므로 과열  원

활하지 않는 공기순환이 우려 으로 지 되었다. 두께가 얇은 슬림형의 PLC 모듈을 사용함으

로 인해 모듈에 부착된 입출력 LED의 Label을 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도 지 되었으

며 한 사용 인 LED 에서 흰색과 란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유지보수

를 한 Cabinet 내부 소요공간의 확보 측면에서 DPPS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할 것으로 운용 문가들이 상하 다.

고장부 의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단되는 부품이나 기기로는 Power supply

의 circuit breaker가 지 되었는데, 작업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치를 노출시켜  것을 

요구하 다. 한 유지보수 작업의 지원과 련하여 압의 원활한 공 을 확인할 수 있는 단

자가 제공되지 않은 도 지 되었으며, Junction box에는 shuffling washer를 사용하여 손으로 

돌려서 열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개시 Relay, UV Shunt Trip Relay, 그리고 CP등의 교체작업은 발 정지의 험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할 작업으로 지 되었는데, 특히 CP작업의 경우 나머지 하나의 CP가 fail 되는 

경우 바로 Reactor Trip Breaker를 Open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는 4개의 LCL을 사용하고 있

는 DPPS보다 구조 으로 취약하다고 단하고 있었다.

KNICS RPS의 유지보수와 련하여 험요소로 키보드에 의한 작업자의 타박상 험이 있

다고 지 하 다. Cabinet 내부의 Label확인 등을 해 손 등이나 기타 도구의 사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단하고 있었는데, 이는 DPPS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수의 작업자가 필요한 유지보수작업으로는 모듈교체 작업에 2인, COM화면 교체작업에 3

인 등이 소요될 것으로 상하고 있는 데, 이는 DPPS에서의 작업소요인력과 동일하다.

한 DPPS 련 설문지인 TYPE-2설문지에서도 지 하 듯이 개시 Relay, UV Shunt Trip 

relay, Processor 등과 같은 발 정지와 련된 기기에 해서는 한 로 된 주의문 혹은 경고문

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 하 다.

그러나 DPPS 운용 문가들은 KNICS RPS COM화면과 련해서는 특별한 불만사항을 제시

하지 않았다. KNICS RPS COM화면에서 요구하는 시험 차가 DPPS에 비해 매우 단순하여 시

험수행시간  신체  정신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 인 설계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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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공학자 평가의견

KNICS RPS COM화면 실험평가를 실시하면서 인간공학자의 평가를 수집하 다. 인간공학자

는 KNICS RPS COM화면에 한 교육을 받고 KNICS RPS Cabinet에 부착되어 있는 COM화

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평가의견서를 제출하 다. 인간공학자에게는 평가의견의 작성

에 한 제약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작성할 것을 요구하 으나, 제출한 이 평가의견서는 각각 

화면명, 내용, 그리고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의 평가의견을 제시하 다.

인간공학자는 Cabinet에 한 유지보수 측면이 아닌 COM화면에 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 으며,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화면구성이나 사용에 한 설명을 제공하여 평가자의 

화면이해  평가의견 작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 다. 그러나 작성한 평가의견에는 COM화

면에 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지 이 있어서 이에 한 스크린이 

필요하 다. 

    ① 평가의견의 분석

     ㉮ MENU와 PRINT 버튼

       MENU 버튼을 을 떄 상 정보화면의 제목이 "MAIN OVERVIEW FRAME"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상 정보 역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다른 이름의 제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는데, 검토결과 "MAIN OVERVIEW FRAME" 보다는 "MAIN OVERVIEW"가 

당할 것으로 단된다. MENU버튼이 가지는 경보기능에 해서도 성에 한 의문이 제시

되었으나, COM 체 화면에서는 모든 버튼은 상태표시 기능과 화면 navigation기능을 동시에 

갖는다는 설계원칙이 있으므로 변경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단하 다. 한 PRINT버튼의 

요성에 미루어 치변경의 검토를 의견으로 제시하 으나, 화면dump를 한 버튼이 모든 

화면에 해서 화면 dump기능을 제공하려는 목 이 있으며, 울진 5,6호기의 DPPS에서도 동일

한 형태를 사용하므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단하 다.

     ㉯ INTEGRITY TEST ENABLE  AUTOMATIC TEST ENABLE 버튼

       버튼의 배경색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재의 버튼은 ENABLE과 STOP 등의 2가

지 모드를 가지고 있으나,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활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3가

지 모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한 각 버튼의 label로 사용하고 있는 

ENABLE 신에 START로 체하는 것은 시험기능을 enable시킨다는 의미가 보다 정확하므로 

이에 한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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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 BYPASS와 CPC CWP 상태표시의 Grouping Label

        재의 화면설계에서는 ALL BYPASS와 CPC CWP 상태표시를 Grouping하여 표시하

고 있으나 다른 grouping과는 달리 group label을 기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 성이 있도록 

label을 제공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 는데, "OTHER SYSTEM STATUS"와 같은 label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한 ALL BYPASS를 CHANNEL BYPASS와 같이 문구

수정에 한 의견을 제시하 으나, DPPS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작업자에게 익숙한 

표 이므로 변경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 다.

     ㉱ 시험결과의 기록

        자동주기시험  수동개시자동시험의 수행이력을 작업자가 린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필수 인 기능은 아닐지라도 작업자가 선호하는 기능이 

확실하므로 이 기능의 추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 용어 사용

         RC SG-# FLOW LOW 신에 RC LOOP # FLOW LOW혹은 SG-# RC FLOW 

LOW를 사용하고, 한 SG-# LEVEL (AFAS) LOW 신에 SG-# LEVEL LOW (AFAS)를 사용

하는 것을 평가의견으로 제시하 는데, RC SG-# FLOW LOW 신에 SG-# RC FLOW LOW

를 사용하고 한 SG-# LEVEL (AFAS) LOW 신에 SG-# LEVEL LOW (AFAS)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하 다.

     ㉳ 오류메시지의 표

        오류메시지의 경우 발생하지 않은 메시지를 정상  활성화시켜 표시하고 발생한 경우 

배경색을 색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 으나, 재의 설정인 비활성 vs. 색 

자의 조합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변경을 고려하지 않기로 하 다. 한 오류메시지의 표

시문구를 ERROR 신에 FAIL을 사용하자는 의견 역시 ERROR로의 표 이 더 정확하다고 

단되므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단하 다.

     ㉴ 경보 RESET 기능의 추가

        경보와 련하여 ACK와 RESET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RESET 기능을 추가하

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된다.



- 149 -

     ㉵ 선택된 버튼의 배경색

        재 COM화면설계에서는 버튼이 선택된 경우 버튼의 배경색을 흰색으로 표시하고 

있어 짙은 청색계열의 사용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DPPS FPD에서도 선택된 버튼에는 

휜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 재의 색상조합은 색상 문가에게 의해 가장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조합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변경하지 않기로 하 다.

     ㉶ 수동개시자동시험의 시험수행 련 버튼

        수동개시자동시험의 상 정보 역에는 자동주기시험과는 달리 시험의 개시 한 선택

버튼들이 추가되어 있으나, 이는 18개의 트립변수 버튼과는 상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한 

버튼의 역할 상이하므로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해서는 개

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수동개시자동시험의 수행방법에 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한 설계가 확정된 후 이 의견을 반 하여 수동개시자동시험 련 화면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단하 다.

  한 상 정보 역에 READY/TEST START/STOP 등의 버튼이 제공되는데, 이  STOP 버

튼의 이블을 TEST STOP으로 수정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타당하므로 반 할 것

으로 단하 다.

     ㉷ 오류메시지의 순서

        오류메시지의 표시순서를 PRETRIP, TRIP순서로 배열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

었는데, 수동개시자동시험의 경우 재의 메시지배열은 타당한 것으로 단하 으나, 건 성진

단시험의 경우에는 PRETRIP을 먼  배치하고 TRIP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하

다.

(라) 분석 결론

KNICS RPS COM화면의 실험평가를 실시하여 사용자의 의견  수행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KNICS RPS COM화면은 체 으로 만족할 만한 수 의 설계로 평가할 수 있었으며 

한 유지보수 측면에서 DPPS Cabinet보다 KNICS RPS Cabinet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KNICS RPS가 보다 진보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간섭(intervention)을 축소

하여 사용자의 작업부하를 감소시켰고, Cabinet 내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 기 때문으로 단

된다.

실험평가에 포함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  인간공학자의 의견은 Cabinet의 유지보

수 측면에서의 개선 , KNICS RPS의 기능 개선 , 그리고 COM화면의 개선  등이 도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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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련 기기 내용 개선 방향 반 고려

1 COM화면
감시직무 수행  경보인지능

력 제고

(1) MENU버튼의 코딩을 

변경,  (2) 경보음 제시, (3) 

사용자 교육  훈련 강화

o 　

2 COM화면
COM화면의 터치 민감도 향

상
새로운 하드웨어로 교체 　 o

3 COM화면
MAIN OVERVIEW FRAME 

제목 의미 불분명
MAIN OVERVIEW로 수정 o 　

4 COM화면
ALL BYPASS와 CPC CWP 

표시그룹 Label없음

OTHER SYSTEM STATUS

를 Label로 추가
o 　

5 COM화면

자동주기시험  수동개시자

동시험의 수행이력을 출력하

는 기능

기능을 추가 　 o

6 COM화면

RC SG-# FLOW LOW를 

SG-# RC FLOW LOW로, 

SG-# LEVEL (AFAS) LOW를 

SG-# LEVEL LOW (AFAS)로 

변경 

수정된 Label을 사용(상

정보 역  상세정보 역)
o 　

7 COM화면
경보 ACK와 RESET을 분리

하여 조작

RESET기능  련버튼의 

추가
　 o

8 COM화면

수동개시자동시험의 수행버튼

의 분리표시  STOP을 

TEST STOP으로 Label 변경

(1) 수동개시자동시험의 수

행순서  버튼의 배치를 

재고(2) TEST STOP으로 

변경

o 　

다. 

   각 개선 들은 반드시 반 해야할 사항과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분류하 으며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3-2-1-1. RPS COM화면 운 성능 평가실험 장면

표 3-2-1-3. 인간공학 개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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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화면

건 성진단시험의 오류메시지

를 Pretrip 련 오류메시지가 

Trip 련 오류메시지보다 

에 있도록 배치

오류메시지의 표시순서 변

경
o 　

10 RPS 기능 Setpoint 변경기능의 미제공
설정치변경을 쉽게할 수 

있는 기능제공
　 o

11 RPS Cabinet
Keyswitch가 없어서 우발  

Bypass 작동의 우려

버튼에 사각 하우징이나 

덮개의 사용
o 　

12 RPS Cabinet
PLC의 슬림화에 따른 과열

상 우려

냉각을 한 공기순환 등

을 확인
　 o

13 PLC LED Label 독의 어려움 Label의 크기확 　 o

14 PLC LED 색상확인의 어려움
(1) LED 크기 변경 (2) 

LED 색상변경
　 o

15 RPS Cabinet
Power Supply의 Circuit 

Breaker 치

Circuit Breaker를 노출 가

능한 치로 이동
　 o

16 RPS Cabinet
압공  확인용 단자의 미제

공
단자 제공 　 o

17 RPS Cabinet
발 정지 련 기기에 경고문 

부착

개시 릴 이, UV Shunt 

Trip Relay, PLC Processor 

등에 경고문 제공

　 o

나. 2차 RPS COM 운 성능평가 

조사분석은 문가가 캐비닛운 원모듈의 기능  특징 그리고 화면에 한 정보를 습득하

여 평가에 필수 인 지식을 축 하는 단계이다. 이를 지원하기 해 설계문서의 일부가 달되

었고 구두설명이 추가 으로 이루어졌다.

실사는 캐비닛운 원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제 화면을 찰하고 한 조작하면서 

인간공학  결함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다. 화면은 완 하게 작동하 다. 문가는 이 단계에서 

설계검토 의견을 제시하 다. 부록에 문가의 설계검토의견을 기술하 다.

토의  결론도출은 문가의 검토의견을 설계자와 평가자가 검토하고 최종 인 설계반 사

항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설계자와 평가자는 문가의 설계검토 의견을 하나씩 검토하여 의견

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이는 문가가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완 히 비 실 인 의견을 제시

한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기 해서 다. 그러나 이번 문가의 검토의견 에는 삭제나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검토의견의 설계반  여부에 한 토의를 하여 

최종 인 설계개선 사항을 도출하 다. 각 설계검토의견에 한 설계반 여부는 다음의 표 

3-2-1-4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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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검토의견의 합성 설계반  사항

화면 제목의 표기방식 불일치 O 제목을 SYSTEM TEST STATUS로 
수정함

타이틀의 표기의 근성 문제 O 간격을 조정함

시스템 status indicator 표시 문제 O 해결방안 로 수정

날짜, 시각표시와 주메뉴 타이틀과의 
근성 문제 O 간격을 넓힘

표에서 좌상 부분의 흰색 표시 문제 O 배경색으로 통일시킴

표의 시작 치와 제목의 시작 치의 
문제 

O 치를 일치시킴

RPS Status Overview의 화면에서 아
랫부분의 좌우 테이블 구분선 문제 O 구분선 제거하고 치를 맞춤

System Testing Overview의 Manual 
test에서test permissive request 표시
창 문제

O 배경을 제거함

System Testing Overview의 Manual 
test의test value change 창에서 재 
값을 보여주는 부분과 새로운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동일한 형태로 
설계됨

O 형태를 변경함

모든 Test value change 창에서 
Close 명칭 문제 O CANCEL로 수정함

Equipment status에서 Rack 01의 그
래픽에서 좌우의 나사표시의 그래픽
은 불필요함

O 반  안함

버튼 의 Input을 나타내는 I의 표
시는 마치 -(dash)로 인식됨

O 반  안함

Equipment status의 DRPS 
equipment status 표에서의 숫자의미
가 명확하지 않음

O
CPU LOAD에 해서만 %를 표
기함

표 3-2-1-4. 문가검토의견  설계반 사항

두 개의 설계검토의견은 설계개선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 다. 미반 사항은 (1) 

EQUIPMENT STATUS 화면에서 실물을 그래픽으로 표시한 화면에서 그래픽을 제거하라는 검

토의견과 (2) EQUIPMENT STATUS화면에서 자체를 바꾸라는 검토의견이다. 첫번쨰 검토의

견은 사용자의 즉각 인 인지를 지원할 수 있는 설계특성으로 단하 기에 제거하는 것보다

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개선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 으며, 

두번쨰 검토의견은 QNX photon에서 제공하는 자체는 한정 이고 인간공학 으로 모든 화

면 설계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체는 재 용하고 있는 자체인 Helvetica로 토의결과 

결정되었으며, 부분 으로 다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일 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구 상에도 어려운 이 있고 실 으로 사용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을 것으로 상하

기 때문에 설계개선항목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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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설계요소 상세 설계요소 공통요소 비고

1 화면분할 상단메뉴 역, 정보표시 역, 좌우메뉴 역
좌 우 메 뉴 역 

치 상이

2
상단

메뉴 역

버튼

색상(enable-RGB) : 221, 226, 204

색상(selected-RGB) : 255, 255, 255

색상(alarmed-RGB) : 255, 0, 0

크기(width, height) : 120, 28

배경색 배경색(RGB) : 51, 102, 255

3

정보

표시 역

제목 텍스트

자색(RGB) : 255, 255, 255

배경색(RGB) : 0, 0, 0

자크기 : Helvetica, 18, Bold 

정렬 : 앙정렬

배경색 배경색(RGB) : 102, 102, 152

표시등

표시등(Green-RGB) : 0, 255, 0

표시등(Red-RGB) : 255, 0, 0

표시등(Yellow-RGB) : 255, 255, 0

구분선 색상(RGB) : 0, 0, 0

4
구분선  

그룹텍스트

그룹텍스트 색상(RGB) : 255, 255, 255

그룹텍스트 배경색상(RGB) : 0, 0, 0

5 표

제목 텍스트 색상(RGB) : 255, 255, 255

제목 텍스트 배경색상(RGB) : 0, 0, 0

제목 텍스트 크기 : Helvetica, 14, Bold

표 3-2-1-5. 공통 설계요소

다. 최종 RPS/ESF COM화면 문가 평가

캐비닛운 원모듈 화면에 한 2차 운 성능평가까지 수행하 으나, 그 평가 이후에 RPS 

COM의 하드웨어 환경과 소 트웨어 환경이 다시 변화하 고, 이로 인해 화면설계가 변화하

으므로 개선된 화면에 한 평가를 다시 수행하 다. 최종 RPS/ESF-CCS COM 화면은 운 성

능평가와 더불어 문가평가를 수행하 다. 문가평가는 화면에 한 기본 인 인간공학 반

사항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운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에 수행하 다. 문가평가는 설

계가 변경된 캐비닛운 원모듈 화면에 해 인간공학  결함이 있는 지를 문가의 지식과 경

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본 문가평가는 설계요소 분석, 검표 개발, 평가  분석 등

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설계요소 분석은 RPS와 ESF-CCS COM 화면을 구성하는 설계요소를 악하고 그 속성을 

규명해내는 작업이다. 본 분석에서는 RPS와 ESF-CCS 화면에 사용된 모든 설계요소를 악하

고 속성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RPS와 ESF-CCS COM 화면은 동일한 소 트웨어 환경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설계자가 설계정보를 공유하 기 때문에 공통 인 설계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 인 설계요소는 두 화면에 공통 으로 향을 주므로 이 요소들에 한 확인은 

매우 요하다. 다음의 표는 RPS와 ESF-CCS 화면에서 공통 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계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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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부 제목 크기 : Helvetica, 10

표 내부 제목 배경색1(RGB) : 255, 204, 0

표 내부 제목 배경색2(RGB) : 255, 255, 255

데이터 셀 배경색(RGB) : 127, 128, 0

데이터 셀 텍스트 자색1(RGB) : 0, 0, 0

데이터 셀 텍스트 배경색(RGB)127, 128, 0

6 표 내부 버튼

색상(enable-RGB) : 221, 226, 204

색상(selected-RGB) : 255, 255, 255

색상(alarmed-RGB) : 255, 0, 0

크기(width, height) : 30, 30

7
좌우

메뉴 역

버튼

색상(enable-RGB) : 221, 226, 204

색상(selected-RGB) : 255, 255, 255

색상(alarmed-RGB) : 255, 0, 0

크기(width, height) : 120, 28

배경색 배경색(RGB) : 102, 102, 152

RPS와 ESF-CCS COM 화면을 인간공학 에서 확인하기 하여 원자력산업분야에서 많

이 활용하고 있는 NUREG-0711(Rev.02)를 기반으로 인간공학 검표를 작성하 다. 검표의 

항목은 다음의 표 3-2-1-6과 같다.

검토항목

분류 분류 세부 분류

INFORMATION DISPLAY 19 91

USER-INTERFACE INTERACTION AND MANAGEMENT 12 46

ALARM SYSTEM 13 70

SOFT CONTROL SYSTEM 8 16

계 52 223

표 3-2-1-6. NUREG-0700(Rev.2) 기반 평가 항목의 구성

RPS와 ESF-CCS COM 화면을 인간공학 에서 확인하기 하여 검표를 활용하여 합

성 평가를 수행하 다. RPS COM  ESP-CCS 는 동일한 설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일

한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부 지침과 상반되는 항목들은 RPS와 ESF-CCS COM 개발 소

트웨어가 지원하지 않는 항목이 많이 있어서 반 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다. 

라. 최종 RPS COM 운 성능평가 

KNICS원자로보호계통(RPS)은 원자력발 소에 설치되는 보호계통의 하나로서 원자로 트립 

 공학 안 설비 작동신호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안 계통이다. RPS는 주기 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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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건 성을 검하여야 하므로 유지보수를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KNICS RPS의 유지보수용 인터페이스는 COM(Cabinet Operator Module)으로서 COM의 

FPD(Flat Panel Display)를 통해 유지보수 요원이 RPS의 기능감시  시험을 통한 건 성 확

인을 수행한다. KNICS의 COM이 주기 인 검사를 수행하는데 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운용

경험이 있는 문가들로부터 확인하기 해, 디지털원자로보호계통을 수년간 운용해온 울진3발 

계측제어인력을 활용한 운 성 평가를 수행하 다. 이 평가를 통해 COM의 화면설계 뿐만 아

니라 진보된 보호계통에 한 제안을 수집하여 KNICS 원자로보호계통의 설계개선에 활용하고

자 하 다. 아래 사진은 이 운 성 평가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1-2. 최종 RPS COM화면 운 성능 평가실험 장면

(1) 운 성 평가

RPS에 해 장에서 1개월/18개월마다 수행하는 기능시험  교정업무를 KNICS RPS를 

사용하여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해 운 성 평가를 수행하 다. 재 캐

비닛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용인소재의 두산기술원에서 수행하 으며, 운 성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은 주기  검항목을 포함하 다.

로세서 모듈 검사 

수동개시 자동시험 

고정 설정치 비교논리 기능시험 

신호 비교논리 기능시험 

비율제한 가변 설정치 비교논리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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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리셋 가변 설정치 비교논리 기능시험 

동시논리 기능시험 

개시회로 기능시험 

울진3발 계측제어인력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 후에 각 검항목별로 검사  시험을 수행

하도록 요구하 다. 피실험자는 모든 검사  시험임무를 모두 완벽히 수행하 다.

(2) KNICS RPS설계 개선 의 도출

운 성 평가와는 독립 으로 기능  유지보수 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요구

하고, 의견을 수집하 다.

(가) 기기  캐비닛에 한 평가의견

DPPS보다 유지보수를 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특성이다.

PLC의 문자는 배경색에 한 비가 어서 가독성의 향상을 한 색상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화면  본체의 분리형 설계는 부품확보  교체 편의성의 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설계특성이다.

(나) 화면설계에 한 평가의견

정보가 무 많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량의 축소  표시의 단순화가 필요하

다.

고정된 치를 coding의 한 방편으로 삼아 사용자의 일 성 있는 탐색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 악을 용이하게 하는 이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시험의 기능은 시험시간의 단축을 해 꼭 필요한 기능이다. 재의 자동시험 기능은 

수행시간  기능의 측면에서 우수하다.

이벤트 로그와 같은 진단  상황 악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숫자 키패드의 입력창이 상단에 오도록 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 입력 자릿수가 

많을 수 있으므로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한 BS키(RST키보다 선호됨)가 필요하다.

시험상태에 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특히 쉽게 인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험

- 시험경과

- 시험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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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목 역의 크기가 상 으로 어  상황에 한 악에 도움을 주지 목하고 있

음. 따라서 역의 확 가 필요하다

수동시험의 경우 시험값 입력과 시험결과 확인을 한 화면에서 화면의 이동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은 기존의 DPPS보다 진보된 특징이다.

시험을 해 시험코드를 입력하기 보다는 선택버튼을 제공하여, 시험의 내용을 확인하면

서 동시에 시험항목을 입력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요원의 입력오류에 한 가능성을 

일 수 있을 것으로 상하 다

마. ESF-CCS COM 운 성능평가

 

ESF-CCS는 신고리 3&4호기부터 장에 설치되는 신개념의 디지털 계통으로, RPS와 유사하

게 정기 인 시험수행  운 상황 감시를 해 각 채 (혹은 디비젼)마다 하나의 COM을 제

공한다.

(1) ESF-CCS COM 스타일가이드 개발

ESF-CCS COM을 한 스타일가이드를 RPS화면을 기 으로 개발하 다. 이 스타일가이드는 

각 설계요소에 한 속성 정의를 제공하는데, 개발자의 편의와 오류 방지를 하여 ESF-CCS 

COM 작성오구인 PhAD에서 사용하는 속성을 기 으로 작성하 다. 이 스타일가이드는 

ESF-CCS 화면설계에 용되었다.

그림 3-2-1-3. ESF-CCS COM 스타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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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F-CCS COM 운 성 평가

ESF-CCS COM은 울진 3발에서는 해당하는 계통이 ESFAS와 PCS(Plant Control System)이

다. ESF-CCS는 신고리 3&4호기부터 장에 설치되는 신개념의 디지털 계통이므로, 울진 3발 

계측제어요원이 ESF-CCS 계통을 완 히 이해하고 운 성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성능평가에서는 실험시나리오에 의한 실험  평가보다는 계측제어요원의 계통 악  가능 직

무에 한 수행을 기반으로 한 ESF-CCS 화면설계평가를 채택하 다.

그림 3-2-1-4. 장 계측제어원의 ESF-CCS COM 화면 검토 장면

ESF-CCS COM 화면에 한 계측제어요원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TEST STATUS에서 SIAS의 loop level에서 보여주는 밸 상태(개폐여부 등)에 한 정보

를 보여주면 좋으리라 보임.

TEST STATUS에서 시험이 종료되고 나면 운 원이 reset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장

시간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운 원이 직  reset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편리할 

것으로 보임.

CPIAS, FIFVAS, CPIAS에 해서는 채 에 해 ‘trip bypass' 선택 스 치가 있어야 함.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존재함.

SI 동작된 상태에서 응답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해서 응답시간을 보여주면 좋으리라 

보임. 특히, 발 부에서 밸 의 open, close의 상태와 응답시간  동작시간이 필요한 경

우가 있으므로 도움이 되리라 보임.

계측제어요원의 의견은 설계수정이나 개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설계자에게 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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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제어계통 캐비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

가. 1차 CRCS LOM 운 성능평가 

(1) CRCS 캐비닛 화면설계 검토  개선안 제시

(가) CRCS의 LOM 화면에 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12개 항목의 검토의견  개선안

을 도출하 다.

① Control Button의 On/Off 표시 개선안

선택된 버튼의 확실한 사용자 인식과 심볼 사용에 따라 버튼의 색상, 버튼 안의 자색 

등을 달리하여 상태를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그림 3-2-2-1. 선택버튼의 표시방법

 

② 증감을 제어하는 제어버튼 표시방법 개선

Bank Counter를 지정하기 한 제어버튼의 증감의 치가 일반 인 경우와 다르게 되

어 있다. 증가하는 버튼의 치가 오른쪽에 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2-2-2. Bank counter 제어버튼의 표시방법

③ 그룹표시 방법과 이블 표시 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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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ackground 색상 사용 

⑤ Navigation 역 설계 개선안 

유사한 기능끼리의 기능 인 그룹핑, navigation 역의 표시기능의 혼재, Alarm reset 

기능의 성, IFIX의 edit 모드 환 등의 문제를 개선하 다.

URGENT

POWER CAB.
ALARM

NON
URGENT

CNTL CAB.
ALARM

TIME SYNCHRO.

2005-01-25 오후 4:00:00

ALARM

ROD OPER.
STATUS

PLC
STATUS

CONTROL CABINET

OPER.
STATUS

SCALE
SETTING

POWER CAB.
STATUS

GAIN
SETTING

POWER CABINET

EVENT
REPORT

PRINT
SCREEN

TREND

NAVIGATION 
AREA

버턴에 경보상태
표시(색상의 변화
나 색상의 변화와
함께 깜박임으로
표시)

버턴에 경보상태
표시하지 않음

URGENT

POWER CAB.
ALARM

NON
URGENT

CNTL CAB.
ALARM

TIME SYNCHRO.

2005-01-25 오후 4:00:00

ALARM

ROD OPER.
STATUS

PLC
STATUS

CONTROL CABINET

OPER.
STATUS

SCALE
SETTING

POWER CAB.
STATUS

GAIN
SETTING

POWER CABINET

EVENT
REPORT

PRINT
SCREEN

TREND

NAVIGATION 
AREA

버턴에 경보상태
표시(색상의 변화
나 색상의 변화와
함께 깜박임으로
표시)

버턴에 경보상태
표시하지 않음

그림 3-2-2-3. Navigation 역설계

⑥ Power Cabinet Alarm Status 화면 개선안

Navigation의 번거로움, 벨링의 혼재, Alarm 제어기능 버튼의 필요성, Color coding

과 Shape coding의 필요성을 반 하여 화면을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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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Power Cabinet Alarm Status 화면 개선  (좌측 기존 화면: 우측 개선된 화면)

⑦ Power Cabinet Operating Status 화면 개선안

Power Cabinet Alarm Status 화면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Navigation의 번거로움, 벨

링의 혼재, Alarm 제어기능 버튼의 필요성, Color coding과 Shape coding의 필요성을 

반 하여 화면을 개선하 다.

⑧ Alarm Acknowledge 버튼의 추가와 치 

운 원의 상태 악  인식제고를 해 Alarm acknowledge 버튼과 Alarm reset 버튼

이 요구되었으며, 이들 버튼의 치에 해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 다.

⑨ Urgent Alarm Status 화면과 Non-Urgent Alarm Status 화면분리  개선안  

Urgent alarm과 Non-Urgent alarm의 입력소스가 상이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2-2-5. Alarm Status 화면 개선  (좌측 기존 화면: 우측 개선된 화면) 



- 162 -

⑩ Control Cabinet PLC Status 화면개선안

Alarm ack 버튼과 Alarm reset 버튼을 두기 한 치 조정이 필요하며, Control 

Cabinet 련 경보창을 해당 페이지에 두어야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⑪ Rod Operating Status 화면  Rod Operating Status Monitoring 화면에 Rode 

Mode Selector의 재 치표시 정보 추가

Rod의 운 상태 악을 해 Rode Mode Selector의 재 치표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⑫ 추가정보를 한 화면작성 추가

Control Rod의 검이나 보수 시, 기동운  시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od Operating Status 화면  Rod Operating Status 

Monitoring 화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독립

인 화면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 M-G Set 차단기 정보(A,B)

㉯ 원자로 정지차단기  우회차단기 정보

㉰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Tavg), 원자로 냉각재 기 온도(Tref), 원자로 냉각재 

온도편차(Tref~Tavg)

㉱ Rx Power 정보(Source Range, Intermediate Range, Power Range)

나. 2차 CRCS LOM 운 성능평가 

(1) CRCS 캐비닛 화면설계 검토  개선안 제시

(가) 1차 CRCS 개발과는 다른 원 에 용하도록 CRCS LOM 화면 설계가 새롭게 변경되

어 화면설계에 한 면 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검토를 수행하 다. 검토 결과를 바탕

으로 “CRCS LOM 화면 설계 검토”  ver. 1.0 문서를 작성하 다.

(나) 검토 의견 List

① Display 화면의 타이틀 표시  변수표시 배경색

타이틀의 바탕색을 기본 바탕색 에 표기하도록 권고하 으며, 변수표시 상자의 바탕색

은 하얀색 혹은 Cyan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 다.

② 버튼의 선택 표시 

선택된 버튼의 사용자의 인식과 심볼사용에 따라 버튼이 러진 상태를 나타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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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이콘 사용, 버튼의 색상, 버튼안의 자색을 .달리하여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그림 3-2-2-6. 선택버튼의 표시 방법

③ 버튼과 Indicator(Lamp)의 명확한 구분

상태를 표시하는 indicator가 버튼 형태로 표시되어 버튼과 구분이 되도록 설계가 필요

하다.

④ 버튼의 설계

버튼과 벨을 동시 표기, 증감 제어 버튼의 형태 변경, CRCS OPERATION 

OVERVIEW 화면과의 통합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인식성, 사용성, 운 성을 향상시키도

록 해야 한다.

⑤ Alarm Acknowledge 버튼의 추가와 치

운 원의 상태 악  인식제고를 해 Alarm acknowledge 버튼과 Alarm reset 버튼

이 요구되었으며, 이들 버튼의 치에 해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 다.

⑥ Navigation 역 검토

유사한 기능끼리의 기능 인 그룹핑, IFIX의 edit 모드 환, TIME 

SYNCHRONIZATION  PRINT SCREEN 기능의 Navigation 역으로 부터의 분리, 

사용 명칭의 성, 버튼의 경보 색상 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⑦ Operation Overview 화면정보 추가 

Rode Mode Selector의 재 치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버튼 련 화면 지시

정보를 찾는 단계가 많아 련 버튼이 련 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배경색상이나 선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Real-Time & Historical Data Trend Display 화면 검토 

화면구성측면에서 ”Chart Menu”의 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isplay 

Duration”은 효율 인 공간을 사용하기 해 Pop-up Window를 이용해서 기능을 나타

내는 것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Source Selection” 역의 경우 List 형태로 

되어 있으나 변수를 선택하기엔 간격도 좁고, 크기가 작아서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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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vent Report 화면검토

계층 인 구조가 되도록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 으로 공간을 사용

하고 단순화하기 해 Report 기간 검색을 해 팝업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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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기존 EVENT REPORT 화면과 개선 안

⑪ Fault Event Display 검토

계층 인 구조가 되도록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REND DATA 역의 

버튼에 한 그룹핑을 고려하여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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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8. 기존 FAULT EVENT DISPLAY 화면과 개선 안

⑫ URGENT & NON-URGENT ALARM STATUS 화면 검토

Navigation 역에서 “URGENT" 는 ”NON URGENT" 경보 버튼을 통해 두 개의 독

립된 페이지를 제공하며 각 페이지에는 경보에 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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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ALARM SUMMARY 화면

경보 Acknowledge는 모든 경보를 한번에 Acknowledge 하는 “ACKNOWLEDGE 

ALL”보다는 해당 화면에서 경보를 Acknowledge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다. 출력제어계통(PCS) MTP 운 성능평가 

 (1) 평가 차

MTP HMI 사용자 매뉴얼 검토와 화면의 반 인 사항과 개별화면에 해 문가 검토를 

수행하여 “출력제어계통 MTP 화면설계 검토 보고서” 작성하 으며 이를 두산 공업에 달하

다.

그림 3-2-2-9.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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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 보고서 표지

 (2) 반  평가 의견

PCS 화면의 화면 배치, 메뉴, 버튼  Indicator, 색상, 네비게이션(Navigation), 용어  약

어, Alarm Acknowledge, 기타 사항에 한 반 인 사항을 검토하 다. 한 세부 화면에 

해서는 첨부로 페이지별 검토의견을 작성하 다.

 (가) 화면 배치  구성

화면 설계시 화면구성은 제목 역, 정보표시 역, 네비게이션 버턴 표시 역으로 구분

해야 하며, 모든 화면에 한 일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표시 역에서 정보표시

는 강조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크기로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운 원의 터 비 이

나 한곳으로 집 되는 것을 피하고 체정보를 일 성 있게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면상에 배치된 각종 STATUS 항목의 빈 칸의 경우 사용되고 있는 STATUS와의 우선 

순  혹은 그룹핑을 통한 재배치가 요구되었다. 한, 자에 있어서 한 크기  

폰트의 사용이 요구되며 약어 외에는 첫 자는 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해야 

된다.



- 167 -

 3.0 검토 결과

1. 화면 배치

본 시스템의 주 사용 기능을 담당하는 버튼이 UTIL 메뉴들이기 때문에 시스템 날짜

와 시간의 치를 버튼과 분리하는 것이 하다. 특히 메뉴구조상 우측하단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시스템 날짜와 시간은 

UTIL 기능에 비해 그 요성이 떨어지므로 우측 상단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일반

으로 화면에서 요 정보는 상단의 좌우측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는 사

람의 시각정보에 한 탐색이 우측 상단 혹은 좌측 상단에서부터 을 읽는 방식으

로 하기 때문이다.

선으로서 메뉴 구조 상 벨의 구분 혹은 여러 정보 역을 구분하고 있으나 일

성이 없다. 한 선의 많은 사용으로 인해 각 해당 역에서 사용되는 버튼과 제목, 

그리고 각 정보들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화면 내의 여러 항목 배치 시에 구분되는 항목 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QUIPMENT STATUS OVERVIEW의 경우, 와 아래에 선을 삽입함으로써 하단의 

STATUS의 항목을 직 으로 알아보기 어렵다. 

그림 3-2-2-11. PCS 화면 검토의견  - 반  사항

(나) 메뉴

SHUTDOWN 버튼의 쓰임에 있어 제거하거나 fail-safe의 개념을 용한 설계가 요구되

며 기능 인 역할을 고려해 리자용과 사용자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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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뉴 구조에 있어서는 타이틀과 메뉴 버튼으로 구분하여 재설계가 요구된다. 한, 

MAP 상의 CLOSE의 기능에 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버튼  Indicator

Indicator는 상태표시용과 경보용의 구분이 모호하여 모양 는 역으로 구분해야 한

다. 특히, 단순 재의 상태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표시용 버튼과 특정 값을 입력 받

는 입력버튼의 경우 구분이 용이하도록 시각  설계하여야 한다. 한, 기능이 할당되

어 있지 않은 Indicator 용 버튼은 최 한 삭제 하는 것이 하다. 

(라) 색상

화면에 사용된 녹색과 짙은 랑의 경우 색 비가 우수하지 못하므로 개선 필요하다. 

한, 각 화면에 사용되고 있는 바탕색을 검정 배경색에서 밝은 색상으로 수정이 필요

하다. 색상 코딩을 용할 경우에는 한수원의 인간공학 지침에 부합되도록 설계해야 한

다. 자색의 경우는 가독성을 높이는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용어  약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약어에 있어서 한수원의 용어  약어와의 일치성에 한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선택 기 은 한수원을 기 으로 해야 한다. 약어의 

경우 문자를 용어의 경우 가독성을 해 소문자 혼용이 권장되며, 약어를 제외한 

나머지 용어에 해 문자와 소문자를 혼용하도록 한다.

(3) 화면별 평가의견

세부 화면에 한 화면별 검토 결과는 다음의 총 22개 개별 화면에 해 권고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

(가)  UTIL 메뉴 구조

(나) PCS STATUS OVERVIEW 화면

(다) SYSTEM MONITORING - RRS 1

(라) SYSTEM MONITORING - RRS 2

(마) SYSTEM MONITORING - RPCS

(바) SYSTEM MONITORING - CEDMCS LOGIC CONTROL 1

(사) SYSTEM MONITORING - CEDMCS LOGIC CONTROL 2

(아) SYSTEM MONITORING - CEDMCS LOGIC CONTROL 3

(자) SYSTEM MONITORING - CEDMCS POWER CONTROL

(차) SYSTEM MONITORING - CEDMCS COIL CURRENT TRACE

(카) SYSTEM MONITORING - CEDMCS COIL CURRENT LOG DATA

(타) EQUIPMENT MONITORING - CC

( ) EQUIPMENT MONITORING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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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HISTORY

(가가) TEST - RPCS

(가나) TEST - CEDMCS

(가다) TEST - CEDMCS MI

(가라) TEST - CEDMCS MG

(가마) SETTING - RRS SETPOINT

(가바) SETTING - RRS CEDMCS 1, 2

(가사) ALARM - CURRENT

(가아) MAP 

표 3-2-2-1. PCS 화면 검토의견  - 개별화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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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안 등  제어기기의 GUI Component 요건개발

가. VDU에 사용되는 GUI component 설계 시 고려 요소 도출

  VDU 기반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설계를 해서는 발 소  기기의 상태를 나타내기 

해 필요한 동 인 구성요소(Dynamic Component)와 발 소 공정  구성의 효과 인 표시

를 해 필요한 정  구성요소(Static Component)로 구분함이 필요하다. GUI Component를 표

시하기 해서는 추상 인 심볼에 비하여 구체 인 형상을 묘사할 수 있고, 시각  호소력이 

있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아이콘을 사용하여 기기의 종류  특성에 따라 각 구성요

소를 표 인 아이콘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아이콘은 주로 발 소 구성 시스템 요소를 

표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동작 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인 요건 외

에 아이콘을 설계하거나 사용 시 다음 표 3-2-3-1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3-2-3-1. 아이콘 설계의 일반 인 요건

구성요소 (lexical quality)
종합  형상(syntactic 

quality)

아이콘이 나타내는 의미

(semantics quality)

사용환경 

(pragmatics quality)

▪화면해상도

▪아이콘크기제약조건

▪표시지속시간(애니메이션의 
경우)

▪변화 주기(애니메이션의 

경우)

▪청각 메시지 삽입여부

▪음 (shading)

▪코  형태

▪각

▪선 굵기

▪구성요소의 형상의 특징

▪색상

▪3차원 효과

▪ 체 크기

▪ 체  형상

▪선 굵기

▪선의 패턴

▪선의 끝마무리 형태

▪ 체 패턴

▪ 체 방향성

▪배치 장소

▪색상사용 여부

▪움직임 여부

▪공간격자 유무

▪구성요소의 수

▪입체감

▪아이콘이 나타내는 

의미의 구체성

▪아이콘이 나타내는 
의미의 추상성

▪아이콘이 나타내는 
의미의 부분 요소와 

체 집합

▪아이콘 의미의 효과 

발생 시

▪아이콘이 사용되는 
표시장치와 

사용자간의 거리

▪주변 조명수

나. GUI component 련 다음 사항에 한 인간공학 원칙 정리

(1) 표  (representation)

아이콘은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모양을 선택하고, 그러한 그림으로 오 젝트나 행동을 신 

나타낸다. 아이콘은 이미 사용자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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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기(size)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면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아이콘을 만들도록 한다.

(3) 숫자(number)

부분의 어 리 이션에서 아이콘을 사용할 경우 한 화면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

의 숫자를 20개 이내의 크기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이블링(labeling)

각 아이콘에는 오 젝트나 행동을 변하는 텍스트 이블을 다. 아이콘을 애매모호하게 하

는 이블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아이콘을 포인

할 때 이블이 나타나도록 한다.

(5) 하이라이 (highlighting)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된 아이콘은 하이라이트를 주어야 한다.  

(6) 테스 (Testing)

아이콘을 사용하기 에 먼  그것들을 테스 하여 사용성을 측정해 본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다시 디자인해서 사용성을 평가하도록 해야한다.

다. GUI component 분류  표  

∙ 아이콘은 동  아이콘  정  아이콘으로 구분된다. 동  아이콘은 Valve, Pump, Fan, 

Heater, Electrical Generator, Breaker, 변수표시 Box, Navigation Button 등의 표 에 사

용이 되며, 정  아이콘은 Reactor, Steam Generator, Pressurizer, Heat Exchanger, 

Turbine, Air Compressor, Filter, Strainer, Tank 등의 표 에 사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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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동  아이콘의 표  

그림 3-2-3-2. 정  아이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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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속성 설명

1 Point Id 입/출력 point datadhk 연결. "String" type의 속성을 가짐.

2 Value 표시하는 값이 String이냐 float type이냐를 지정. 선택  속성임. 

3 Type

동  아이콘에 한 제어 수행 방법을 지정  

경우 1 : Type = no, 해당 아이콘이 선택되지 않음 

경우 2 : Type = popup,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아이콘의 제어기 Window 화면이 pop-up 됨

경우 3 : Type = control,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어 역이라는 
특정한 지정된 역에 해당 아이콘의 제어기가 나타남

경우 4 : Type = both, 경우 2, 와 3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4 Control Path Type에서 설정한 제어기 아이콘이 장된 장소  일명을 지정하는 
속성.

5 On Color 동 인 아이콘에 해 On/Run/Open 상태의 색상을 지정하는 속성

6 Off-Color
동 인 아이콘에 해 Off/StopRun/Close 상태의 색상을 지정하는 속
성 

7 Border Color 아이콘의 경계선 색상을 지정하는 속성

8 Format
변수표시 Box에 사용되는 속성으로 변수 format을 지정하는 속성, 만
약 format이 2 라면 표시되는 변수값은 소수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하
라는 것임.

9 Unit 변수표시 Box에서 단 를 나타내는 속성으로 String type임 

10 Label 변수표시 Box에서 벨을 나타내는 속성으로 String type임. 

11 Label Color Label의 Color를 나타내는 속성임. Label 색을 변화시킬 수 있음.

12 Trans label 변수표시 Box에서 벨의 색상을 지정하는 속성임

13 My Color 아이콘 자체의 색상을 지정하는 속성임

14 Border On Color On/Run/Open 상태의 아이콘의 경계선 색상을 지정하는 속성임

15 Border Off Color Off/StopRun/Close 상태의  아이콘의 경계선 색상을 지정하는 속성임.

라. GUI Component별 속성분석  정의

(1) 사용자가 효율 으로 화면설계를 해 부분의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가진

다. 하지만 여기서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임의로 지정한 것이므로 설계자가 약속한 규

칙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해서 표시할 수 있다.  

표 3-2-3-2. 속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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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기기

Gate Valve, Glove 

Valve, Angle Stop 

Check Valve

Butterfly 

Valve

Pump, 

Fan

Generator, 

Breaker

Digit 

Box

Navigation 

Button

Point_Id x x x x x  

Value x x x x x x

Type x x x x

Control Path x x x x x

On Color x x x x

Off Color x x x x

Border Color x x

Format

Unit

Label x

My Color x x x x x

Border On Color x

Border Off Color x

Minimum x

Maximum x

Data Nominal 

Color
x

Minimum Color x

Maximum Color x

Border x

Label Border 

Visible
x

Label Border 

Thickness
x

Label Data Color x

Label Back Color x x

Label Font x

표 3-2-3-3. 아이콘 속성 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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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S GUI Component 설계 요건” 문서를 작성하여 DCS 개발과제에 달하 다.

그림 3-2-3-3. DCS GUI Component 설계요건 문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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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vanced 주제어반 설계 요소기술 확보

가. 직무분석 방안 수립

(1) 직무분석 요건 도출

VDU 기반의 신형제어실 설계에 있어 규제기 에서 제시한 규제요건을 수해야 하며 MMI

가 제어실 운 원 직무를 지원하고 인간공학 으로 합한 설계가 되도록 운 원 직무를 분석

하여 정보  제어 요건을 도출하고, 다양한 화면설계에 한 인간공학  분석을 통해 화면 구

성요소의 표 화를 수립하며, 화면설계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들 상호간의 계를 설계에 반

해야 한다.

  (가) 인허가 요건 

개량형 주제어실의 직무분석에 한 NUREG-0711의 인허가 요건에 의하면, 직무분석은 상

수 의 기능 직무에서 운 원들의 상세직무까지 기술되어야 하며, 직무수행 시 다음과 같은 

운 원에게 요구되는 입력요소, 정보처리요소, 출력요소 등의 직무특성들에 분석되어야 한다.

∙ 정보요건

∙ 의사 결정요건

∙ 제어 응요건

∙ 의사소통요건

∙ 작업부하

∙ 직무지원요건

∙ 작업공간요소

∙ 험확인요건

NUREG-0711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은 직무분석 요건이 도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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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0711

Information 
Requirement

Alarm & Alerts

Parameters(units, precision, accuracy)

Feedback needed to indicate adequacy of actions taken)

Decision-making 
Requirements

Decision type(relative, absolute, probabilistic)

Evaluations to be performed

Response 
Requirements

Type of action to be taken

Task frequency, tolerance & accuracy

Time available & temporal constraints

Physical position (stand, sit, squat, etc.)

Biomechanics ( lift, push, turn, pull, etc)

Communication 
Requirements

Personal communication for monitoring information or control

Workload

Cognitive

Physical

Overlap of task requirements(serial vs. parallel task elements)

Task Support 
Requirements

Special & protective clothing

Job aids or reference material needed

Tools & equipment needed

Workplace Factors

Ingress & egress paths to the work-site

Workspace envelop needed by action taken

Typical &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lighting, 
temp, noise

Hazard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of  hazard involved, e.g., potential personal injury

표 3-2-4-1. NUREG-0711로부터의 직무분석 요건

  (나) 개량형 주제어실 설계 요건

∙ 개량형 주제어실은 새로운 기술 용으로 인해 독특한 설계 특징을 지닌다. 형정보표

시화면, 단순화된 운 콘솔, 경보계통, 화면의 정보탐색, 운 원 지원시스템, 운 원 조직

이 이에 속한다.

∙ 개량형 주제어실에서 운 원의 직무와 련하여 직무수행도에 향 없이 모든 상황에서 

효율 으로 응하기 해서는 설계요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서 고려할 설계요

건은 자동화의 수 , 형정보화면의 정보 표시수 , 정보 항해(navigation), 운 지원이 

있다.

  (다) 화면설계요건

원자력 발 소 개량형 주제어실의 특성에서 보듯이 주제어실의 인간‐기계연계설비는 정보

를 감시하기 한 형정보표시 , 계통의 감시  제어에 필요한 정보평면표시기  소 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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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필수 안  정지를 한 제어반 등으로 구성된다. 한, 이들은 계통화면, 형정보표시화

면, 기능  직무화면, 각종 지원화면, 산화 차서 등의 인간기계연계 화면을 제공한다. 이러

한 인간‐기계연계 화면은 조직화되며, 화면에 제공되는 정보형태는 개 미믹, 리스트, 표, 그

래  등으로 표 되고 산화 차서의 경우 설계 특성 상 순서도(flow chart) 등으로 표 된다. 

따라서, 화면 설계요건으로 정보선정, 정보표 , 정보배치, 화면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정보선정

화면에 무슨 정보를 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해서는 화면에서 제공

되는 정보의 목  확인, 목 을 해 제공해야 할 정보의 성격 확인, 목 에 필요한 정

보의 화면 제공, 기타 직 인 직무와의 련은 없지만 필요한 정보 제공에 한 고려

가 있어야 한다.

(2) 정보표

정보를 화면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 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정보표 의 요

건들은 설계자의 주 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인간공학 지침 등에서 일 성을 해 

지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정보배치

화면 상에 정보 배치와 화면 구성을 한 것으로서 심볼들의 배치기 을 정의해야 하

며 화면 구성에 있어서는 기 을 제공해야 한다. 한 심미 인 기능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

(4) 화면구조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화면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며 화면

들 간의 구조  기능도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향을 이기 해서는 

옵 화면들간의 구조가 결정되어야 하며, 화면들은 계층 인 구조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한 정보항해를 한 기능의 제공을 통해 화면 간의 이동을 도와야 한다.

(2) 직무분석 방법론 개발

직무분석은 차서의 형식(Mechanics)에 기반한 의미론  구문분석 (Semantic Syntax 

Analysis)과 문가의 경험  지식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한다.

(가) 차서 분석

운  차서들은 각 운  조건에 맞는 기조건, 많은 스텝이 존재한다. 이들 스템들은 한 

개 이상의 복잡한 의미론  구문과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계층  직무분석  직무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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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의 계층  구조 생성을 해 차서 기반의 계층  직무분석

② 계층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직무에 한 정보 확장을 한 직무분해

③ 직무와 공정계통 기능 간의 연계를 확인하는 연계분석 (Link analysis)

④ 직무분해를 통해 얻은 직무특성 분석

(3) 직무분석 수행 방안 수립

(가) 직무는 상 수 의 직무기능에서 운 원의 상세직무까지 기술

(나) 운 원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제어 요건을 도출하고 직무특성 분석

(다) 안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경보, 표시, 제어의 최소재고목록을 도출

(라) 각종 차서(e.g., 종합운 차서, 비정상운 차서, 계통운 차서 등)를 분석

(마) 정보  제어 요건을 도출하기 하여 구조화된 DB 폼을 작성하여 운 차서를 분석

그림 3-2-4-1. 직무분석 DB form

나. 선정 직무에 한 정보  제어 요건 도출

 (1) 분석 상 직무 선정 

(가) 직무선정 기

직무 기반 화면을 개발하는데 가장 합한 직무를 선정하 다. 다수의 계통과 연계되어 있

어 계통과의 련성 분석이 용이한 직무를 선정하 다. 

(나) 직무 수집

 5,6호기 출력운  차서, APR1400 비상운 차서(기능회복  최 회복), 신고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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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비계통운  지침서를 통해 직무 수집을 수행하 다.

(다) 직무선정

상기의 기 에 근거하여 출력운  직무는 발 소 기동시 요구되는 직무로써 독립된 직무기

반 화면을 구성하는데 합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통과 연계되어 있어 계통과의 련성 분

석이 용이한 직무로 악됨. 따라서 출력운  직무를 분석하 다.

(2) 정보  제어 요건 DB 구조화  폼 개발

(가) 정보  제어 요건 DB 구조화

    직무에 한 개념  계  객체간의 계를 정립하고 이를 MS access 2003 로그램

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DB를 구조화하 다.

그림 3-2-4-2. 정보  제어요건 DB 구조

① Procedure table : 차서의 이름  차서 자체의 속성이 정의되어 있다.

② Subfunction table: 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스텝과 그 속성이 정의되어 있다.

③ Task table: 차서 스텝내의 직무  직무 련 속성이 정의되어 있다.

④ Alarm, control, parameter, feedback, trend table: 직무 내에 기술되어 있는 정보 

 제어 요소와 이와 련된 속성이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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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직무분석을 한 DB 폼

(나) 직무분석을 한 DB 폼 개발

    직무분석을 한 DB 폼은 차서 련 항목, 세부 직무 련 항목을 입력하기 해 개

발되었으며 각각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차서 련 항목

차서와 련된 세부 항목은 차서, 스템, 스템 설명, 주의사항으로 구성된다. 차서

는(Gross Function)는 해당 차서의 제목을 말하며, 스텝 (Sub Function)은 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스텝, 스텝 설명은 스텝의 제목, 주의 사항은 스텝에 기술되어 있는 주

의사항을 각각 의미한다.  

 ② 세부 직무 련 항목

세부 직무 련 항목은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을 가진다.

- 직무번호: 직무 고유의 번호 (일련번호)

- 직무동사: 직무에 기술되어 있는 동사

- 직무 목 어: 직무에서 수행해야할 내용

- 직무분류: 운 목표를 달성하기 이 의 운 직무(선행), 직무목표를 달성하기 해 

취해지는 운 직무(목표), 목표직무 수행 후, 운 원에게 요구되는 직무(확인)

- 직무수행형태 : 직무에 기술되어 있는 감시  주시(경보, 조건/상태), 조치(즉각 조

치, 주기/수시 조치), 확인(조작 확인, 발 변수의 추이  상태 확인) 과 같은 직무

수행형태

- 직무빈도 : 직무 내용상의 정보  제어 사용빈도  기능의 요도

- 계통기능: 직무와 련되어 있는 계통

- 주의사항: 직무를 수행할 때 참고해야 할 조건, 특정값 등.

- 비고: 직무지원요건, 운 조간 통신요건, 방사능 련 험직무요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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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재행 : 직무 수행시 수집한 정보에 하여 계산, 기억, 비교 등을 수행하는 행

- 정보  제어 요건 : 직무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정보  제어 요건 즉, 라메터

(단 , 범 , 정 도), 경보, 제어(제어형태, 제어행 ), 피드백(조작, 상태확인)의 정

보  특성

(다) 운 직무와 DB 폼과의 계 정리

DB 폼의 해당 항목에 련 운 직무를 분해하여 입력하 다.

그림 3-2-4-4. 차서와 DB 폼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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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B 폼과 MMI 화면과의 계

그림 3-2-4-5. DB 폼과 MMI 화면간의 계

    직무분석 결과 에서 인지  특성, 직무빈도, 직무수행 등에 한 분석은 계산, 비교, 

추이 등 각종 그래 지원화면, 특정밸 배열화면, 동작신호(Actuation Signal) 화면 등을 제공하

기 한 근거를 제시하 다. 한, 계통의 직무 주의사항, 비고  내재 행  등의 인지  특성

정보와 감시  확인 등의 정보표시 형태는 해당 계통 미믹에 계산지원, 비교지원, 추이지원 

등의 지원화면을 구 하는데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다. Advanced HSI prototype 구

(1)  화면 설계요건 검토  기  설정

화면 설계 기  선정 차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NUREG-0700을 우선 으로 고려하

다.

그림 3-2-4-6. 화면 설계 기  선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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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totype 개발을 한 분석

(가) 직무분석 정보  제어요건 검토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직무요건과 화면 설계 기 을 근거로 static prototype을 개발하

다. 

① 출력 운  기반 련 계통

- 주요 시료 채취 계통

- 원자로 냉각 계통

- 주 터빈/보조 계통

- 성자 감시 계통

- 복수 계통

- 주 수 계통

- 공정 시료 채취 계통

- 터빈 발 기 계통

- 화학  체 제어 계통

- 붕산수  붕산수 이송 계통

- 원자로 출력 감발 계통

- 보조 증기 계통

- 제어  제어 계통

(나) 출력 운  련 계통 사용회수 분석 ( )

표 3-2-4-2. 출력운  련 계통 사용회수

1차측 계통 2차측 계통

계통 (7개) 사용 회수 계통 (6개) 사용회수

원자로 냉각재 4 주 터빈/보조 14

성자 감시 13 복수 4

화학  체 제어 7 주 수 3

붕산수  붕산수 이송 6 2차측 시료 채취 1

원자로 출력 감발 5 터빈 발 기 2

제어  제어 1 보조 증기 2

1차측 시료 채취 1

총합 36 총합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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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력 운  련 제어 요건  종류 ( )

표 3-2-4-3. 출력운  련 제어 요건  종류

번호 변수명 계통

1 RCS HL LP SAMPLE VV 1차

2 PZR SURGE LINE SAMPLE VV 1차

3 PZR BACKUP HEATER 1차

4 가압기 살수 밸  제어기 (M/A station) 1차

5 가압기 살수 밸 1차

6 2단 재열기 부하 밸 2차

7 CPC 사분출력 경사비 1차

8 COLSS 사분 출력 경사비 1차

9 COLSS 사분 출력 경사비 허용치 1차

10 COLSS 사분 출력 경사비 1차

11 COLSS 사분 출력 경사비 허용치 1차

12 주증기측 증기 압력조 밸 2차

14 BANK SELECT MODE 1차

15 2단 재열기 HT 고부하 밸 2차

16 붕소농도 측정기 경보 설정치 1차

17 출력 감발율 1차

18 동기 구동 주 수 펌  속도 제어기 2차

19 동기 구동 주 수 펌  핸드스 치 2차

20 주 수 펌  PP 터빈속도 제어기 “A/M”버튼 2차

21 주 수 펌  PP 터빈속도 제어기 2차

22 주 수 펌  PP “TURBINE TRIP” 버튼 2차

23 주 수 승압펌  PP 2차

24  복수펌  PP 2차

25 주 수 펌  터빈 “GOVERNOR” A/M”버튼 2차

26 주 수 펌  터빈 “GOVERNOR SPEED SET” A/M”버튼 2차

27 주 수 펌  터빈 “GOVERNOR SPEED SET” 스 치 2차

28 주 수 펌  “GOVERNOR REMOTE PROCESS” 스 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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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수명 계통

1 RCS BORON CONCENTRATION 1차

2 가압기 살수 밸  제어기 1차

3 가압기 살수 밸 1차

4 가압기압력 1차

5 PZR BORON CONCENTRATION 1차

6 EXCORE LOG POWER 1차

7 사분 출력 경사비 1차

8 CPC 사분출력 경사비 1차

9 COLSS 사분 출력 경사비 허용치 1차

10 EXCORE LOG POWER 1차

12 증기 압력 2차

13 주 수펌  2차

14 주 수펌  터빈속도 2차

15 동기 구동 주 수 펌  2차

16 동기 구동 주 수 펌  속도 2차

17 터빈출력 2차

18 2단 재열기 고부하 밸 2차

19 뱅크선택모드 1차

20 조 그룹 제어  치 1차

21 축방향 기  출력편차(ESI) 1차

22 RCS Tavg/Tref 1차

23 출력 감발률 1차

24 원자로 냉각재 붕소농도 1차

25 자로 냉각재 계통 붕소농도 1차

26 BANK SELECT MODE MANUAL 지시등 1차

27 주 수 승압펌  상태등 2차

28 주 수 펌  터빈속도 제어기 운 모드 2차

29 주 수 펌  터빈 “REMOTE PROCESS INPUT” 지시계 2차

30 주 수 펌  “GOVERNOR REMOTE PROCESS” 스 치 2차

(라) 출력 운  련 정보 요건  종류 ( )

표 3-2-4-4. 출력운  련 정보 요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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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tic prototype 개발 ( )

     

     

     

     

그림 3-2-4-7. Static prototyp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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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dvanced HSI prototype 인간공학 확인  검증

개량형 주제어실에 한 인간공학  문제들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해서는 기존의 인간공학 

확인  검증(static mockup을 이용한 walkthrough 평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새로

운 인간공학 확인  검증 방법(dynamic mockup 혹은 simulator를 이용한 평가)이 필요하다. 

개량형 주제어실 설계에 한 반 인 기능을 검토하고 개량형 주제어실에 합한 인간공

학 확인  검증 방법을 개발하 다. 개발된 방법은 인허가 요건에 의거하 으며 NUREG-0711 

인간공학 활동  “인간공학 확인  검증”에 한 방법론이다.

(1) 주제어실 구성(APR 1400 주제어실 기 )

(가) 주제어실 배치

    주제어실은 원자로과장, 터빈과장, 발 부장, 안 담당, EO 각각의 console, LDP, 안

콘솔, 보조제어반, 운서보 시설, 운 원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 

(나) Condole

    Console은 경보용 VDU, IPS/CPS 겸용 VDU, QIAS 평면 패  표시기(FPD), 소 트제

어용 FPD, 트랙볼 혹은 마우스, 일반 직무 수행과 CCTV를 한 PC로 구성된다.

그림 3-2-4-8. 주제어실 배치도

(다) 안 제어반

    안 제어반은 발 소의 안 한 운 을 도모하기 해 운 원 콘솔과 독립 으로 안

련 기기의 감시하거나 제어를 한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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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안 제어반 기기 배치도

(라) 형정보표시반(LDP)

    운 원에게 발 소의 반 인 정보, 상태 악을 한 필수 정보, 기타 운  지원을 

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마) 소 트제어기

    컴퓨터로 구동되는 평 형 표시장치(FPD)와 부속 설비로 구성되므로 제어용 스 치  

M/A station은 평 형 표시장치 상에 소 트웨어에 의해 구 된다. 운 원은 터치를 통해 제

어가 된다.

(바) 경보계통

    경보에 련된 정보는 LDP 경보, 용 경보 표시 VDU, IPS 경보, QIAS 경보로 구분되

며 각각 VDU  FPD 상에 표시된다. 

(2) 인간공학 확인  검증

(가) 인간공학 확인  검증 차

    인간공학 확인  검증 차는 확인하는 과정과 검증하는 과정으로 구분되며, 평가 

상 측면에서 설계가 진행 과정에서 반복 인 평가와 최종 설계 결과물을 평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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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0. 인간공학 학인  검증 차

(나) 이용성 확인(Availability Versification)

    규제문서, 비상 차서, 확률론  험평가와 직무분석 등에서 도출된 ICR과 시스템 I&C 

inventory 등을 근거로 checklist를 개발하여 운 직무 수행 시 필요한 MMI 설계요소가 포함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림 3-2-4-11. 이용성 확인 평가 차

(다) 합성 확인(Suitability Verification)

    MMI 설계 결과물이 인간공학 지침요건 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구성요소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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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확인에서 확인 불가했던 ICR 항목을 확인한다. 한 운 직무 수행시 히 지원하는지

를 운  문가  인간공학 문가 경험  지식에 기반하여 확인한다. 합성 확인은 상향식 

합성 확인(Bottom-Up Suitability Verification: BUSV)과 하향식 합성 확인(Top-Down 

Suitability Verification)으로 나 어 수행한다. 

그림 3-2-4-12. 상향식 합성 확인 평가 차

그림 3-2-4-13. 하향식 합성 확인에 한 평가 차

(라) 검증 (Validation)

    검증은 평가 목 에 따라 MMI 설계 기에서부터 완성 직 까지 반복 으로 수행하여 

설계부 합 사항을 도출하고 운 조가 다양한 MMI 설비를 사용하여 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수행 정도에 한 객 인 결과를 보여주는 인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 192 -

(마) 인간공학 결함사항과 안 해결

    확인  검증 평가에서 발 소 안 성에 향을 주거나 간 으로 안 에 향을 주는 

것, 운 원이 직무 수행 시 운 원의 인 수행도에 향을 미치거나 비안  련이지만 발 소 

체 안 성에 향을 미치는 것, 인간공학 확인  검증 수행 시 평가 기 에 배되는 것을 

기 으로 인간공학 결함사항과 안을 도출한다. 이 게 도출된 결함사항과 안들은 각각 다

음과 같은 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 인간공학 결함사항이 운 원 직무요건과 련이 있다면, 하향식 합성 평가를 통하

여 운 원 직무요건의 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 인간공학 결함사항이 인간공학 지침서와 련이 있다면, 상향식 합성 평가를 통하

여 인간공학 지침에 따라 설계되었는지 평가 할 수 있다.

- 인간공학 결함사항이 운 원의 인 수행도와 련이 있다면, 통합시스템검증을 통하

여 운 원의 인 수행도를 평가하여 수행도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 상기 3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인간공학 결함사항은 공학  단(문헌 분석, 충 

분석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2-4-14. 인간공학 결함사항  안에 한 해결 차

마. 직무분석 기반 Advanced HSI prototype 평가

 (1) 운  차서

   Prototype 평가를 해 운  상황을 표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운  차서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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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선정된 운  차서는 종합-03(개정 : 1), 우선-01(개정 : 1)으로서 종합-03은 출력운

을 고려하기 한 것으로서 해당 차서의 ‘25% 출력에서 100% 출력까지의 출력증발 운 ’ 

과정을 고려하고자 하 다. 한 우선-01은 안   비상 상태에서의 상황 처를 고려하기 

한 것으로 특히 ‘원자로 트립 후에 발 소의 안   비상 응 상태를 확인하기 한 조치’ 과

정을 고려하 다.

 (2)  평가 방법

(가) 정보요건분석

    직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악하기 해 직무형태, 정보요건, 제어요건에 

한 정보요건분석을 수행하 다. 직무형태는 단순한 확인 작업을 한 verify, 제어  조작을 

한 control으로 구분하 으며 정보요건, 제어요건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정보가 있는지 혹

은 제어를 한 조작이 필요한지에 해 확인하 다.

(나) 화면평가

    직무 수행 차에서 해당 정보요건의 만족 여부를 검토하여 화면에서 보여주는 정보의 

크기, 치, 가독성, 정보제공형태에 해 성을 평가하 다. 여기서 가독성은 색상  자 

크기 등에 한 고려가 이루어졌으며, 정보제공형태에 한 성 악은 text, gauge, graph 

 해당 차의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한 평가를 하 다. 

(3)  수행 차

   (가) Advanced HSI prototype 평가를 해서 에서 선정한 차서의 차를 수행하는 화면

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video recording하 다. 

그림 3-2-4-15. 운 차 수행장면

(나) Recording된 동 상을 면 히 검토하여 차를 수행하기 하여 확인하는 정보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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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어장치, 화면이동 등을 분석 shee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sheet에 작성되는 내용은 정

보요건분석  화면평가에 한 정보로서 수행 업무 차, 직무형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필

요정보, 정보의 제공 방식, 정보의 크기  치, 가독성에 한 성이 이에 속한다.

그림 3-2-4-16. 분석 sheet의 

(다) 분석 결과를 토 로 운 문가와 같이 화면설계에 한 검토의견을 도출하 다.

그림 3-2-4-17. 문가 검토 장면

(4)  평가의견  직문분석결과의 화면설계 연계 고려사항 도출

(가) 화면설계 구조에 한 사항 ( )

① 화면상단에 터빈출력, 원자로 출력,  , Tavg, Tref, Cb(붕산농도) 등과 같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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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② 차단계 수행  필요한 정보가 다른 화면 페이지에 있는 경우, 화면 link 배치 

는 동일 화면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

다.

③ 차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일부 정보를 동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화면에 락된 정보가 존재하고 있다.

④ 반응도 조 을 한 붕산, 물 주입량 등의 계산이 필요하거나 PT curve 등의 그래픽

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한 기능  화면을 추가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 Trend graph를 표시할 경우, 여러 변수를 한 그래 에 표시하거나 는 각각 별도의 

그래 에 표시할 수 있는데 두 경우의 장단 을 확인하여 기본 설정 화면을 정하고 

두 가지 방법을 toggle로 선택 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한 고려가 필요하

다. 한 Trend의 시간에 해서는 조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어 가능한 mimic은 상세하게 표시하고, 정보 제공만을 한 유사한 mimic은 축약

하여 표 인 기기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보 제공만을 한 mimic도 기기의 크기를 

이더라도 제어 가능한 mimic에 표시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화면설계요소에 한 사항 ( )

① 약어와 명칭 간 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DCM : Turbine Control(TA)

CVCS : Charging Letdown & Seal(CV)

PR : Radiation Monitoring

PZR : Pressurizer(RC)

RCS : Reactor Coolant System(RC)

② 약어의 사용에 있어 같은 의미이나 표 이 제각기 달라 일 성이 없다.

재값 : PV와 P  하나만 사용

설정값 : SP와 S  하나만 사용

출력값 : OP와 O  하나만 사용

③ 상태등과 제어버튼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④ pop up창을 닫기 한 ☒ 버튼의 크기가 손으로 터치하기에 무 작아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4-18. pop up 창의 

⑤ pop up창의 bar graph에서 bar의 색상을 pop up창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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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림 3-2-4-19. bar graph의 

 

⑥ 조  버튼의 간격을 충분히 넓게 설계하여 오조작을 방지해야 한다.

그림 3-2-4-20. 조  버튼의  

⑦ 숫자 키패드 pop-up창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키보드와 동일한 배치가 되도록 설

계하여야 하며, 숫자표시 오른쪽 끝선이 표시창의 오른쪽 끝선과 무 근 하여 ‘1’과 

같은 숫자의 경우 독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  

필요가 있다.

그림 3-2-4-21. 숫자 키패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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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 Style Guide 개발 

가. 통합 Style guide 개발 범  선정 

(1) Style guide 개발 범  선정  요건 분석

(가)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서 형식 인 표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스타일가이드(Style 

guide)이라고 한다. 주로 하나의 유일한 시스템에 해 일반 인 가이드라인을 추출하여 작성

한 디자인 심 스타일가이드를 표 인 스타일가이드로 고려되어 왔다. 이러한 스타일가이드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한 템 릿(형태, 요소 등)을 사용하기 쉽도록 제공하며 이러한 

템 릿은 설계자의 의도를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달하게 해 다. 이는 사용자에 의해 단되

는 사용자 모형과 개발자에 의해 단되는 디자인 모형을 고려한 개념  모델 디자인

(Conceptual model design)을 통해 시스템 사용성을 극 화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성 극 화

를 해서는 스타일가이드를 이용하기 한 시스템에 한 고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러한 것을 시스템의 목 을 악하기 해 스타일가이드의 분류에 따른 개발 범  선정이 필

요하다.

(나) 본 연구에서는 스타일가이드의 분류를 Platform guides, Design guides, Corporate 

Application Guides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요건 분석을 수행하 다. 요건분석을 해 

해당 모듈의 운  체제, 디자인 요소,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디자인 로 일 용한다. 

디자인 로 일은 해당 시스템의 표 방법과 제어방법(혹은 근방법) 등에 따라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 다. Platform guide의 측면에서 이를 통해 개발되는 스타일가이드의 

상을 선정하게 된다.

(2) 인간공학 지침 비교 분석 

(가) 용 상이 선정이 되면 이와 련되는 가이드라인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타일가

이드는 특정한 시스템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에 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자력 분야 가이드라인의 표 인 EPRI의 Human Factors 

Guidance for Control Room and Digital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and 

Modification(2004)과 NRC의 NUREG-0700 rev. 2(2002)의 정보 디스 이 련 항목 비교 분

석하 다.

(나) 분석 결과, EPRI 가이드라인의 경우 NUREG-0700의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외 국제 기   각종 NRC 문헌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어 통합 스타일가이드를 한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NUREG 항목  Display devices의 

VDU와 련하여 VDU resolution, Contrast, Flicker, Geometric stability, Image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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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linearity 등 spec 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1.6.1 Video diplay units)은 스타일가

이드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EPRI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추가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으로 나타났다.

나. 설계 항목 추출 

(1) 개발 범  선정과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계 항목 선정에 따라 각 모듈에 한 설계 항목을 

추출하 다. 아래의 그림 5-1과 같이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계 항목들을 상으로 종류와 세부 

구분, 형태  속성을 구분하여 나열한다. 이러한 항목들을 각 모듈마다 조사하여 공통된 항목

들에 한 속성, 표 방식, 제어  근 방식에 해 정의한다.

그림 3-2-5-1. 설계항목 추출

(2) 설계항목 추출과정에 의한 각 모듈의 설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ESF-CCS 설계 항목

① 화면구성 : 임 방식, 역별 표시 내용, 역별 색상

② 네비게이션 버튼 : 화살표 버튼

③ 제어버튼 : 선택 버튼, 지시등 버튼, 인쇄버튼, 종료버튼, 경보확인버튼

④ 이블 : 자체, 색상

⑤ indication : 형태, 이블 치

⑥ 그룹핑 구분선  박스 : 형태, 색상, 그룹핑 방법

⑦ 표 : 구분선, 정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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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편집박스 : setpoint pull-down menu를 통해 입력하는 입력 박스

(나) RPS-COM 설계 항목

① 화면구성 : 임 방식, 역별 표시 내용, 역별 색상

② 네비게이션 버튼 : 페이지 이동 버튼, step 이동 버튼

③ 제어버튼 : 선택 버튼, 체크 버튼, 지시등 버튼, 인쇄버튼, 종료버튼

④ 표시 버튼 : 제어 불능 버튼

⑤ 이블 : 자체, 색상

⑥ indication : 형태, 이블 치

⑦ 그룹핑 구분선  박스 : 형태, 색상, 그룹핑 방법

⑧ 메시지 박스 : 상태를 표시해 주는 메시지 박스, pull-down에 의해 선택된 메시지 박
스

⑨ 표 : 구분선, 정렬방식

⑩ 편집박스 : pop-up window 생성하는 경우, setpoint pull-down menu를 통해 입력하

는 입력 박스, 사용자 입력을 한 keypad pop-up, Exit pop-up

(다) CPCS 설계 항목

① 화면구성 : 임 방식, 역별 표시 내용, 역별 색상

② 네비게이션 버튼 : 화살표 버튼

③ 제어버튼 : 선택 버튼, 지시등 버튼, 인쇄버튼

④ 이블 : 자체, 색상

⑤ indication : 형태, 이블 치

⑥ 그룹핑 구분선  박스 : 형태, 색상, 그룹핑 방법

⑦ 표 : 구분선, 정렬방식

⑧ 편집박스 : pop-up window 생성하는 경우, setpoint pull-down menu를 통해 입력하
는 입력 박스

다. 통합 Style guide를 통한 화면 설계 

(1) 화면 설계 시 고려사항

(가) ESF-CCS, RPS-COM, CPCS의 화면의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디자인 형태에 제공

하 다. 이 경우 각 모듈의 독특한 특성(해당 시스템에서만 존재하는 버튼, 창 등)은 구 하며, 

이 외의 공통된 설계 항목들에 해서는 동일한 디자인 형태를 제공한다. 한, 디스 이의 

물리  제약조건인 화면의 크기는 동일한 17“ inch로 제한하 다.

(나) 다음의 표 5-1은 통합 스타일가이드에 의한 화면 설계 시에 사용된 공통된 설계 항목의 

실제 용된 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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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 항목 시

제어버튼
선택버튼

- 선택이 안 된 경우

제어버튼
선택버튼

- 선택이 된 경우

제어버튼 체크버튼

편집박스
setpoint pull-down menu를 통해 

입력하는 입력 박스

표 3-2-5-1. 설계항목들의 화면 설계에 용된 

(2) Style guide에 따른 화면설계(안)

 화면 설계 시에는 시스템의 고유한 개념 모델 디자인에 기반을 하여 화면 디자인을 인터페

이스 반에 걸쳐 일 되게 시각  디자인, 정보 구조, 상호작용 디자인  기능, 컨텐츠의 측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통합 스타일가이드의 경우 하나의 모듈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다른 모듈에 사용을 해  다른 스타일가이드를 개발해야만 한다.

그림 3-2-5-2. RPS-COM의 SYSTEM OVERVIEW 화면(좌측: 기존화면 설계, 우측: Style guide에 

의한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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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ESF-CCS COM의 SYSTEM OVERVIEW 화면(좌측: 기존화면 설계, 우측: Style 

guide에 의한 화면 설계)

그림 3-2-5-4. CPCS FPD 화면 - Trip Buffer 화면(좌측: 기존화면 설계, 우측: Style guide에 

의한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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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지원  실용화

 

가. 경보원인추 시스템 실용화 지원

제 1단계에서 개발한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국내 원  용을 제 2단계 1차년도에 추진하

다.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효과에 해서는 정 이나 추가설치에 한 비용 부담 등의 원인

으로 가동  원 의 용은 용이하지 않았다. 건설 인 발 소인 신고리 1, 2호기에 용하는 

것을 한수원  설계기 과 의하여 신고리 1, 2 호기 시운  시 에 개발하여 용하는 안을 

도출하 다. 

2006년의 KNICS주  각종 시회에 경보원인추 시스템을 시한 결과 월성 2발 소에서 

심을 보여 한수원 자체사업으로 월성 2발 소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사업이 2007년 착

수되었다. 2008년 12월 월성 3호기 용을 목표로 월성 2발 계측제어부와 공동으로 개발 에 

있다. LogACTS로 명명된 월성 2발 소용 경보원인추 시스템은 1단계의 논리도 기반 경보원

인추  기능과 1990년  후반 개발된 경보 축약 기능을 합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 개발에는 원

자력 벤쳐기업인 BNF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보원인추 시스템에 한 기술실시 약도 맺어 

기술이  에 있다.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원  용에 한 상세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용성 검토 개요 

     (가) 기존 원  

- 경보원인추 시스템은 고리3&4호기와 3&4호기의 두 가지 타입의 원 을 상

으로 Prototype이 개발됨

- 고리3&4호기의 Prototype은 약 1050개의 경보창  약 600 개 정도의 경보를 상

으로 분석, 개발됨

- 3&4호기의 Prototype은 체 경보창을 상으로 분석, 개발된 규모 경보원인

추 시스템임.

- 월성 3&4호기에 ADIOS 기능의 일부인 경보억제제거기능과 경보원인추 기능을 통

합한 경보원인추 시스템(LogACTs : Logic Alarm Cause Tracking System)을 월성 

2발 계측제어부와 공동으로 개발 에 있음.

     (나)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용성 검토 

   - 신고리 1, 2 호기 시운  시 에 개발 용하기로 함. 

     (다) 신울진 1&2 호기 용성 검토

- 신울진 1&2 호기의 QIAS  IPS 시스템 설계요건에 경보억제제거기능과 경보원인

추 기능을 추가하기 한 의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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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 결과 

    (가) 월성 3&4호기 용성 검토

① 용성 검토 배경 

  .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개발결과 발표회에서 월성 3&4호기 계측제어설계부의 용

을 한 실무  검토 요청이 있었음.

② 2007년 5월에서 2008년 12월(19개월) 한수원(주) 장지원 탁과제 수행 

  . 월성 3&4호기에 ADIOS 기능의 일부인 경보억제제거기능과 경보원인추 기능을 

통합한 경보원인추 시스템(LogACTs : Logic Alarm Cause Tracking System)을 월

성 2발 계측제어부와 공동으로 개발 .

③ 주요개발내용  결과

○ 경보  출력감발 원인추   표시

○ 출력감발 련 경보억제(Suppression)  축약(Filtering)

- 월성 경보 Priority 기  용

- Alarm(Fault) 와 Status 분리 표시 

- 출력감발 시 Mode Dependency Processing

- Cause-Consequence Relationship Processing 

- Multi-Setpoint Relationship Processing

○ 경보 련 정보(Information) 제공

○ 경보 발생 정보 MIMIC BOARD 화면 제공

○ SOE 목록 선정  기능 구

○ 비정상(AOP)  비상(EOP) 운  진입 정보화면 제공

○ 경보  원인추   시스템  통합    시험  

- Unit, Module, Integration Test, FAT 

- 알고리즘   MMI  보완    개선  

-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최종보고서/ 운     보수 Manual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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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월성 3&4호기에 용된 LogACTs 시스템 구성

그림 3-2-6-2. 월성 3&4호기에 용된 LogACTs 소 트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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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월성 3&4호기에 용된 LogACTs 기화면

    (나) 신고리 1&2와 신월성 1&2 용성 검토

① 용성 검토 배경 

  .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개발 결과 발표회에서 신고리 1&2와 신월성 1&2 계측제어

설계부의 용을 한 실무  검토 요청이 있었음.

② 용성 검토 황 

  . 신고리 1&2와 신월성 1&2 계측제어설계부의 실무  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되어, 

한수원 계측제어설계부, KOPEC 계측제어설계처, KAERI 등 3 자에 의해 신고리 

1&2와 신월성 1&2 설계 공정에 반 하기 한 실무 의를 진행함. 

  . 한수원 계측제어설계부, KOPEC 계측제어설계처, KAERI 등 3 자의 실무  검토에

서 설계공정에 향이 크고, 설계공정을 맞추는 것이 어렵고, 설계 Interface 비용

의 증가가 상됨.

  . 신고리 1&2와 신월성 1&2의 시운  기간에 한수원, KAERI가 력하여 

Engineering을 통해 용하는 것으로 의함. 

    (다) 신울진 1&2 호기 용성 검토

① 용성 검토 배경  황

. 신울진 1&2 호기의 QIAS  IPS 시스템 설계요건에 ADIOS 기능의 일부인 경보억

제제거기능과 경보원인추 기능을 통합한 경보원인추 시스템(LogACTs : Logic 

Alarm Cause Tracking System) 추가하기 한 의가 있었음.  

. 신울진 1&2 호기의 QIAS  IPS 시스템 설계요건에 반 에 한 한수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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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려가 있었음. 

. 두산 공업  KOPEC AE에 신울진 1&2 호기의 QIAS  IPS 시스템 설계요건에 

반 에 한 설명회 개최 정

② 필요성

○ 원  수출을 한 고유 강  기술 확보 : 기술수출 경쟁력 확보

○ 운 원의 시 한 경보개선 요구 : 경보폭주 시 인 오류 방 

○ 이상상태 기단계에 경보원인을 추 하여 불시정지 감

③ 개발 목

○ 출력감발과 같은 비정상 는 비상 운 시 많은 경보  정보의 홍수로부터 출력

감발의 근본원인(Root Cause)을 신속하게 추 하여 원인추 의 인  부담을 감소

시키는 것이 필요함.

○ 출력감발 발생시 폭주하는 많은 경보를 논리 으로 분석하여 주원인 경보 외 일

시 이며, 연속 으로 발생하는 부수 인 경보의 표시를 일시 으로 억제

(Suppression)하거나, 제거(Filtering)하는 기술의 용이 필요함. 

○ 출력감발과 같은 비정상상태에서 경보의 근본원인을 추 , 진단하고, 경보 표시를 

억제하는 기술을 통합한 경보원인추 시스템(LogACTs : Logic Alarm Cause 

Tracking System)은 세계에서 최 로 개발

④ LogACTs의 주요 기능

○ 출력감발 련 경보 폭주 시 경보억제(Suppression)  축약(Filtering)

- 경보 처 긴 성에 따른 경보 우선순  기  용

- 고장을 나타내는 Alarm(Fault)와 정상  동작상태 Status 분리 표시  

- 출력감발 시 폭주하는 경보억제 Mode Dependency Processing

- 결과 경보를 억제하는 Cause-Consequence Relationship Processing 

- 같은 변수의 경보 통합 표시 Multi-Setpoint Relationship Processing

○ Logic 도면 자동화를 통한 경보  출력감발 원인추   표시

○ 경보발생 정보 MIMIC Display 화면 표시

○ 비정상(AOP)  비상(EOP) 운 진입상태 정보화면

○ 경보 련 정보(Information) 제공

○ 경보  원인추   시스템  통합    시험  

⑤ 기  효과 

○ AECL의 CAMLS(Computerized Annunciation Message List System)를 능가하는 

고유강  기술 확보 : 기술수출 경쟁력 재고

○ 원  1 호기당 10 % 불시정지 감소 : 호기당 년 1.5억원의 불시정지 손실 감

○ 불필요한 불시정지 감소로  수용성(Public Acceptance) 확보: 지속 인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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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확보의 기반 마련.

⑥ 용 사례 

○ 경보원인추 시스템 : 월성 2 발 소 용(2007. 5 ~ 2008.12)

○ 경보억제/제거기술 : 신고리 3&4 (차세 ) 용(1999. 9 ~ 2001. 12) 

⑦ 기  타 

○ 원자로 정지등 출력감발 비정상태에서 폭주하는 경보를 처리하는 경보억제/제거

기술을 통합한 경보원인추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최로 개발되었으며, 많은 외국 

원 에서도 심이 많아 수출 망이 밝음.

    (라) 고리 2발 3&4호기 용성 검토

① 용성 검토 배경 

  .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개발 완료 후 기존 원 에 용하기 한 고리, , 월성, 

울진발 소에 설명회를 가져 필요성을 인정받음.

  . 고리 2발 3&4호기와  2발에서 용을 한 실무  검토 요청이 있었음.

② 용성 검토 황 

  . 고리 2발 3&4호기에서 실무  검토 후 필요성을 인정하 으나 산문제로 인해 

의가 단됨.

  . 고리 2발 3&4호기에서는 원  계측제어사업단의 산으로 장 용을 요청함.

  . 원  계측제어사업단은 개발이 완료된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장 용은 한수원 

산으로 Engineering을 통해 용, 설치, 운 함을 원칙으로 하여 더 이상 산지

원을 불가하다고 답하 음.

  . 와 같은 상황으로 더 이상의 의를 진행하지 못하 음.

나.  1발 정  성능분석 로그램 개발

 1발 소에서 수행해왔던 성능시험은 간이  성능시험으로 제 1단계 기간에 개발한 고

리2발 소의 정 과 유사한 성능시험 로그램 개발을 본 과제 수행 에 요청해 왔다. 따라

서 제 1단계에 개발하여 달한  1발 소용 간이성능시험 로그램을 업그 이드하 다. 

ASME PTC에 따라 모든 이차계통 부분의 열평형을 계산하도록 하 고, 터빈  주요기기의 

성능지표 계산과 T-s 선도 등 분석 련 액세서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리고 정  계

산 차를 면 으로 수정하고 검증하 으며 기존 신호들의 취득 신뢰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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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6-4. 정  성능분석 로그램 유량계산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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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5. 정  성능분석 로그램 정 분석 sheet

다. 고리 2발 열교환기 성능분석 알고리듬 개발

주기 안 성평가에서 안 성 증진항목으로 재생, 유출재열, 유출, 사용후연료 장조, 원자로

냉각재배수탱크 등의 열교환기에 한 성능 리 차 수립이 도출된 바 있다. 고리 2발 소에

서 이들 열교환기 성능분석 차 개발을 제 1 단계 종료 시 에 요청해와 개발하게 되었다. 유

출열교환기에  한  성능시험 차서와 이 차서를 지원하는 산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기타 Regenerative HX, Letdown Chiller HX, Letdown Reheater HX, Spent Fuel Cooling HX, 

Moderating HX, RCDT HX 등, 6종 열교환기에 한 성능시험 차서를 작성하 다. 유출열교

환기에  한  성능시험 차서  개발에는 EPRI  문서등  산업계에서  리  인정된  방법론을  

반 하고 임의  조건에서  시험을  해도,  설계  성능지표와의  비교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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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유출열교환기에  한  성능시험 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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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 차서를 지원하는 산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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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제 1 단계 연구개발

1. 개요

제 1단계 기간 동안의 세부연구목표별 주요연구개발 실 과 연구목표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운 성능 평가 

기술개발  

운 성능 평가

1)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방안

2) 디지털 지시계의 인간공학  검토  개선안 도출

3) 신체변수 측  제어반 설계 지침 개발

4) 제어조작 련 Stereotype 조사  인간공학 지침 개발

5) 색암호에 한 Stereotype 조사

6)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7) 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개발

8) PMAS SPADE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 지침 개발

9) DPPS FPD 화면설계 검토  스타일가이드 개발

10)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11) 한수원 인간공학 지침 HF-010 개정안 작성

12) RPS COM 설계검토  개선안 도출

13) RPS COM Style Guide 개발

14) CEDMCS 캐비닛 운 원화면 설계 검토  개선안 도출

15) LDP 개선안 도출

16) 원  제어반의 음성 인터페이스 련 인간공학 지침 개발

17)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에 한 설계지침 개발

100

원  공정감시/

상 태 진 단 시 스 템 

원형개발 

1)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개발

- 2차계통 공정변수 감시/상태진단 기법 검토

- 공정상태 감시변수 설정을 한 2차계통 분석

- 공정상태진단 기법 용을 한 2차계통 거동특성  이상

상태 향 모델 분석

- ITF 시뮬 이터 모델 분석  data 통신 program 개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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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원  공정감시/

상 태 진 단 시 스 템 

원형개발 (계속)

2)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진단 시스템 개발

-  2발 소 간이성능분석  주간효율 검 산 로그램 

개발

- 고리 2발 소 정  성능분석 산 로그램 개발

-  1발 소 간이성능분석 산 로그램 개발

- 고리 2발 소 성능진단 지원용 민감도 확인 로그램 개발

3)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 고리 2발 소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 개발  원

자력교육원 시뮬 이터 연계 시험 

- 표 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4)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 개발

- 신호 고장검출  진단기법 개발

- 탈기기 모델링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기법 개발

- 증기발생기 수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 시스템 개발 

100

2. 운 성능 평가 기술개발  운 성능 평가

세부연구개발 목표 “운 성능 평가 기술개발  운 성능 평가”의 주요연구항목인 인간공학 

지침 련 연구개발 항목들은 연구개발이 연차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설계기 인 한국 력기술주식회사와 의하여 선정하 다.  

1단계의 1차년도에 수행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방안 도출을 해, 30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지침(HF0-010)을 비롯하여 원자력 분야의 인간공학 지침, 일반 국내외 표   지

침 등을 검토하여 기존 지침의 기술  문제   활용상 문제 을 정리하고 지침의 개선 방향

을 제시하 다. 특히, 1990년  후반이후 사용이 확 되어 가는 디지털 MMI의 인간공학 지침

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으로 개선하기 한 지침 개발방안을 포함하 다(기술보고

서 KAERI/TR-2502/2003, “원 계측설계를 한 인간공학지침의 개선방안 검토” 참조). 이 인

간공학 설계지침 개발방안을 토 로 하여 후속 으로 체   색상, 조작특성 련 Stereotype

가 조사  인간공학 지침 개발,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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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개발,  PMAS 

SPADE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 지침 개발,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원  

제어반의 음성 인터페이스 련 인간공학 지침 개발,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에 한 설계지

침 개발 등이 완료되었다.

먼 , 체   색상, 조작특성 련 Stereotype 조사를 해 1980, 1986, 1992, 1997년도 국민

체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신고리 1&2호기 가동 정 연도인 2010년의 한국인 신체변수 측치

를 구하 다. 이 신체변수 측치를 반 한 체  련 설계요소, 즉, 입식 콘솔, 좌식 콘솔, 의

자, 다리 공간, 작업  높이 등에 한 설계지침을 개발하여 기술보고서 KAERI/TR-2188/2002, 

“HF-010 인체계측자료 용지침 개선안에 한 연구”로 작성하 다.

조작특성 련 Stereotype 조사와 련하여, 울진 3&4호기 제어반에 있는 2280여개의 지시

기, 제어기, 스 치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Display  Control의 특성요인에 따

른 분류체계를 개발 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된 원  제어반 기기를 구분하 다. 이를 토 로 

display와 control의 양립성에 한 Stereotype 조사실험 항목들(조작 방향, scale 방향, pointer 

모양 등)을 도출하고 102종의 stereotype 조사실험 화면과 실험 환경을 구축하여 일반인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표 원  제어반의 색상코딩 사용 황을 조사하고 색상 

stereotype 조사 항목을 도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색상, 조작특성 련 Stereotype 조사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인간공학 지침 권고사항을 도출하여 기술보고서 

KAERI/TR-2185/2002, “제어조작 련 Stereotype 조사 실험  인간공학 지침 개발”  

KAERI/TR-2196/2002, “표 원  제어실에 용된 색암호에 한 스테 오타입 분석결과”로 

정리하 다. 

VDU 기기 사용 시의 인간공학 지침 항목 정리를 해 미국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인간공학 지침, MIL-STD, NASA STD 등, 미 정부기  지침 자료, ANSI, ISO 

등의 국제표 , NUREG-0700 Rev.2 등의 원자력 분야 인간공학 지침 등을 망라하여 검토하고 

VDU 련 인간공학 지침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이를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으로 정리하여 기술보고서 KAERI/TR-2501/2003,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

의 일반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로 발간하 다. 이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을 토 로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기술보고서 

KAERI/TR-2498/2003), 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기술보고서 KAERI/TR-2499/2003), PMAS 

SPADE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 지침(KAERI/TR-2503/2003), DPPS FPD 화면설계를 한 스타

일가이드(기술보고서 KAERI/TR-2495/2003), 음성 인터페이스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기술

보고서 KAERI/TR-2771/2004),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에 한 설계지침(기술보고서 

KAERI/TR-2758/2004) 등, VDU를 사용하는 주요 계통  기기에 한 인간공학 상세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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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 다. 한,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된 여러 상세

설계지침을 근거로 국내 표 원  인간공학 지침인 HF-010의 개정안을 작성하고, 신고리 1, 2

호기 설계기   설비공 사와 항목 내용의 기술  타당성에 한 의를 수행하 다. 이 결

과를 최종 정리하여 기술보고서 KAERI/TR-2494/2003, “인간공학 지침 HF-010 개정안 작성”

으로 발간하 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제공하 다. 

이러한 인간공학 지침개발 이외에도 원  주제어실 제어반의 아날로그 meter의 체품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디지털 meter에 한 인간공학  검토를 수행하고 설

계개선안을 제공하여 제품에 반 되도록 하 다(기술보고서 KAERI/TR-2500/2003, “디지털 지

시계의 인간공학  검토” 참조). 그리고, 국내 원 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울진 5, 6호기용 디지

털 원자로보호계통(DPPS) FPD 화면설계에 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요청으로 인간공학  검

토를 수행하고 한 스타일가이드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DPPS의 장 용 시 개선되도록 

하 다. 한, 첨단제어실로 신고리 3, 4호기에 용되는 APR-1400 주제어실 설계에 도움이 되

도록 LDP 개선안을 도출하 다. 

KNICS 사업의 다른 과제인 디지털원자로 안 계통개발 과제와 제어 구동장치개발 과제의 

인간공학 지원도 수행하 다. 구체 으로는 RPS COM 화면설계 검토  개선안 제공, RPS 

COM Style Guide 개발, CEDMCS 캐비닛 운 원화면 설계 검토  개선안 제공 등이다. 

지 까지의 기술 내용으로 말하자면, 결론 으로 세부연구개발 목표 “운 성능 평가 기술개

발  운 성능 평가”를 충분히 달성하 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신규  가동  원 에서의 

VDU 기기 사용 확 에 따른 HF-010 개정안, 디지털 meter 개선안, DPPS 검토결과, 각종 상세

설계지침 등의 연구결과를 생성하여 계기 에 제공함으로써 신고리 1, 2호기를 비롯한 국내 

원 에 시에 용하도록 기여하 다.

3. 원  공정감시/상태진단시스템 원형개발

제 1 단계 두 번째 세부연구개발목표인 “원  공정감시/상태진단시스템 원형개발”과 련해

서는,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진단 시스템, 경보원인추 시

스템,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 등을 개발하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우선 1차년도에 공정감시  상태진단 기법 안 분석과 장 의를 수행하 다. 공정감시 

 상태진단 기법의 안을 세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 다. 첫째, 인허가  사업자 측면에서의 

요구 기능을 분석하 고, 둘째,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정감시  상태진단 기능 에 실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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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운 요원이나 계측제어요원들이 요구하는 실무지원 기능을 검토했으며, 셋째, 최근 공

정감시  상태진단 기법 연구 황과 각 기법의 장단 을 분석하여 최 의 공정감시/상태진

단 기법을 제안하 다. 이 내용을 기술 황분석보고서 KAERI/AR-621/02, “감시/상태진단 기

법 안  기법분석 보고서”로 작성하 다. 

그리고, 장 실무자가 원하는 감시/상태진단 기능을 수집하기 해 고리, , 울진 원

을 십여 차례 방문하여 운 요원  계측제어 실무자와 의를 가졌다. 한 1993년부터 2001

년까지 발 소 장에서 필요로 하여 한 이 수행한 원  장 기술지원과제를 분석하 다. 그 

결과로 기기고장과 련한 원  성능 하 원인의 진단, 발 소 운   보수 련 실무 자동

화, 경보설계개선과 같은 운 지원 기능에 한 요구를 확인하 다. 이러한 장의 요구를 반

하여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원형을 개발하 으며 ADIOS의 독립 인 기능을 갖춘 

subsystem인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진단 시스템,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기능 개발에 반

하 다. 

공정감시 분석기법으로 통 인 고장수목  인과 계 기법과, 새로운 기법인 GTST(Goal 

Tree Success Tree) 기법  MFM(Multilevel Flow Modeling) 기법의 장단 을 분석하여 최

의 GTST 공정감시 분석기법을 제안하 다. 이 기법을 사용하여  3&4호기의 2차계통 상태

감시변수를 도출하고, 2차계통 공정감시 Schematic Diagram을 구성하 으며, 2차계통 공정감

시변수에 의한 기기 진단 모듈 entry condition을 작성하고, 2차계통 거동특성  이상상태 

향  모델 분석하여 ADIOS의 구성요소의 구체 인 기능을 정의하 다.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진단 시스템으로는 매년 국내 원  장과의 의를 통해 개발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2발 소 간이성능분석  주간효율 검 산 로그램, 

고리 2발 소 정  성능분석 산 로그램,  1발 소 간이성능분석 산 로그램, 고리 

2발 소 성능진단 지원용 민감도 확인 로그램 등을 순차 으로 개발하여 장에 사용자 매

뉴얼을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통 3～4개월가량 소요되는 성능분석 과정의 업무부하를 이

고 신속한 성능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와 련한 기술보고서로는 KAERI/TR-2184/02 “원자력발

소 터빈사이클 성능분석 황 조사와 성능평가 로그램 개발”, KAERI/TR-2363/2003 “고리 

원자력발 소 3, 4호기 터빈사이클 성능분석 산화”, KAERI/TR-2491/2003 “고리 원자력발

소 3, 4호기 2차계통 주요 계측지 별 성능 향 평가 분석” 등을 발간하 고, 탁기  보고서 

KAERI/CM-755/2003 “원  이차계통 성능진단을 통한 기기 성능평가”가 작성되었다. 

경보원인추 시스템으로는, 고리 3,4호기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Prototype을 구 하고 이를 

원자력교육원 시뮬 이터 연결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이 성능평가 결과를 고리 3,4호기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선에 반 하 다. 그리고, 표 원 과 고리원 의 경보논리  경보

차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 로 고리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을 표 원 용 경보원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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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맞도록 설계변경하고 논리도면 산화  경보 차서를 구 하여 표 원  경보원인

추 시스템을 개발하 다.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과 련하여 KAERI/TR-2187/2002 “고리 

원자력발 소 3&4호기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KAERI/TR-2496/2003 “고리 원자력발

소 3&4호기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선  시험”, KAERI/TR-2764/2004 “표 원 용 경보원

인추 시스템 개발” 등의 기술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 개발에서는, 우선 지 까지 개발된 모델기반 고장진단 기법들

의 장단 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하여 증기발생기의 수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에 합한 

기법을 개발하 다. 상태공간형 모델기반 진단기법으로 IMM-FDD를 개발하 고, 입출력 모델

기반 진단기법으로는 ART-FDD를 개발하 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고장검출  진

단의 성능을 속응성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검증하 다. 

그리고, 울진 3호기를 장 방문하여, 최근 몇 차례 고장사례가 발생한 탈기기 수  제어용 

카드고장 확인  고장유형을 분석하 다. 탈기기의 상태공간형  입출력모델을 구축하고, 수

측정센서의 고장을 실시간으로 검출  진단할 수 있는 기법(AE-FDD)을 개발하 다. 장의 

운 데이타를 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시각은 물론 수 측정센서의 고장의 크기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 다. 한, 증기발생기의 수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

고 성능을 평가하 다. 증기발생기에 한 모델을 구축하고,  3, 4호기 운  데이타를 취득

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한 고장검출  진단 기법인 AE-FDD  ART-FDD를 용하여 진단성

능을 평가하 다. 신호 고장검출  진단기법 개발과 련한 기술보고서로 KAERI/TR-2186/02 

“모델기반 고장검출  진단 알고리즘 개발  성능 비교분석”, KAERI/TR-02492/2003 “탈기

기 열수력학  모델링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 KAERI/TR-2780/2004 “원  PWR 증

기발생기의 수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 시스템 개발” 등을 작성하 고, 탁과제보고서 

KAERI/CM-752/2003 “원  PWR 증기발생기의 고장진단 기법 개발”이 발간되었다.

감시  진단시스템 (ADIOS)을 개발하여 원  용이 가능한 운 지원시스템의 원형을 제

시하 다. ADIOS의 구성 모듈로서 정의된 경보원인추 시스템, 2차계통 성능분석 시스템, 신

호 고장검출  진단 시스템 등을 개발하 다. 경보원인추 시스템은 기존 경보계통으로는 부

족하며 세계 으로도 개발된 바가 없는 신기술인 원인추  기능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  운

원으로부터 용요청을 받았다. 2차계통 성능분석 시스템은 해당 발 소의 성능분석 업무에 소

요되는 시간을 격히 여주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기술 으로 보다 정확한 성능분석이 가능

하 다. 신호 고장검출  진단 시스템 분야는 다른 시스템과는 달리 즉시 원 에 용하기에

는 추가 인 개발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우수한 성능의 신호 고장검출  진단 기법을 개발하

는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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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제 2 단계 연구개발

1. 개요

제 2단계 기간 동안의 세부연구목표별 주요연구개발 실 과 연구목표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안 계통(RPS/ESF-CCS) 

캐비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

1) 1차 RPS COM 운 성능평가 

2) 2차 RPS COM 운 성능평가 

3) 최종 RPS/ESF-CCS COM화면 문가 평가

4) 최종 RPS COM 운 성능평가 

5) ESF-CCS COM Style Guide 개발 

100

출력제어계통 

캐비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

1) 1차 CRCS LOM 운 성능평가 

2) 2차 CRCS LOM 운 성능평가 

3) 출력제어계통(PCS) MTP 운 성능평가 

100

비안 등  제어기기의 

GUI Component 

요건개발

1) GUI component display요소의 인간공학원칙 정리 

2) GUI component 분류  표  

3) GUI component 속성분석  정의 

100

Advanced 주제어반 

설계 요소기술 확보

1) 직무분석 방안 수립

2) 선정 직무에 한 정보  제어 요건 도출

3) Advanced HSI prototype 구

4) 직무분석 기반 Advanced HSI prototype 평가

100

통합 Style Guide 개발

1) 통합 Style guide 개발 범  선정 

2) 설계 항목 추출 

3) 통합 Style guide를 통한 화면 설계 

100

장지원  실용화 

1) 경보원인추 시스템 실용화 지원

2)  1발 정  성능분석 로그램 개발

3) 고리 2발 열교환기 성능분석 알고리듬 개발

100

2. 안 계통(RPS/ESF-CCS) 캐비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

RPS COM의 구 환경 (H/W  S/W)의 변경에 따라 총 3차례의 운 성능평가를 수행하

으며 ESF-CCS는 RPS 최종 평가 시 한차례 운 성능평가가 수행되었다. 운 성능평가에는 발

소 운 경험자, 인간공학 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 다. 특히, 1차  최종 평가에서는 울

진 3발 소의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을 담당하는 계측제어원이 참여하 으며, 최종 평가 시에

는 ESF-CCS 평가가 병행되었다. RPS COM의 모든 작동화면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

가결과는 개발자에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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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에 비해 개발 시기가 늦은 ESF-CCS에 하여는 RPS COM보다 양 으로 증 된 정보를 

리하기 한 인터페이스 요소를 고려하여 ESF-CCS COM 화면설계에 필요한 화면구조설계, 

인간공학 분석, Style Guide 개발 등이 운 성능평가 이 에 수행되었다. 본보고서 작성 시  

재 디지털원자로안 계통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인허가 획득 업무를 인간공학 측면에서 지원

하고 있다. 이로써 안 계통(RPS/ESF-CCS) 캐비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고 할 수 있다.

3. 출력제어계통 캐비닛운 원화면 운 성능 평가

KNICS 사업에서 기연구원이 주 하고 두산 공업이 동기 으로 수행하는 출력제어계

통 개발 과제의 인간공학 기술지원을 하기 한 것으로서, 두 차례의 CRCS(Control Rod 

Control System) LOM(Local Operator Module) 화면설계평가와 PCS(Power Control System) 

MTP(Maintenance Test Panel)의 화면설계평가를 수행하 다. CRCS LOM  PCS MTP의 화

면설계에 해 먼  설계문서의 분석을 수행하여 설계내용  운  업무를 악하고 인간공학 

문가  원  운  문가에 의한 작업 수행도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 반   page별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문제가 있는 화면에 해서는 개선안을 설계자들에 제공하여 인간공학

으로 합한 화면설계가 되도록 하 다. 따라서, 출력제어계통 개발 과제 지원을 한 목표 달

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단한다.

4. 비안 등  제어기기의 GUI Component 요건개발

2단계의 1, 2차년도에만 수행되었으며 KNICS 사업의 비안 등  제어기기 개발 과제를 지

원하고자 하 다. 비안 등  제어기기 개발에 필요한 GUI component에 한 인간공학 요건

을 작성하 다. 국내 원 에서 사용가능한 설계요소들을 총망라하여 이들을 동   정  아이

콘으로 구분하고 그 형태  색상 등의 표 과 속성을 정의하여 비안 등  제어기기의 사용

자인 설계자들이 설계 시 필요한 설계요소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GUI component의 범   사용성 측면에서 계획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고 할 수 있다.

5. Advanced 주제어반 설계 요소기술 확보

국내 원  주제어실 설계기 인 KOPEC이 본 과제의 탁기 으로 참여한 연구분야로서, 

KOPEC이 진행하고 있는 신형제어실 설계의 인간공학 기술요건 의 하나인 직무분석과 그 

결과의 HSI 설계활용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 다. 1차년도에 직무분석 방안을 수립하고, 2차

년도에는 선정 직무에 한 정보  제어 요건을 도출하 으며, 3차년도에는 2차년도의 직무분

석결과를 이용하여 일부 HSI 화면을 구 하 다. 4차년도에는 구 된 화면을 심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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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서 2종에 해 원  운 문가 2인이 참여하여 모의 운 을 수행하고 인간공학 문가들과 

함께 평가를 수행하 다. 따라서 KOPEC과 계획 기에 의하여 의도하 던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했다고 단된다. 하지만 배정된 산 사정으로 직무분석, prototype HSI 구   평가 등

에 포함된 운 차의 범 가 매우 제한되었다. 신고리 3, 4호기  후속호기의 보다 나은 인

간공학  설계를 해서는 추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통합 Style Guide 개발

2단계의 기에는 RPS  ESF-CCS의 Style Guide만이 개발 정으로 있었으나 KNICS 사업

자체평가 과정 에 평가 원의 추가 권고에 따라 향후 계측제어계통의 캐비닛 운 원화면 설

계에 공통 으로 활용할 수 있는 Style Guide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캐비닛 운 원 화

면 운 성능평가 경험을 반 하여 통합 Style Guide 개발 범 를 선정하고 Style Guide가 필

요한 설계항목을 추출하 다. 이 설계항목에 해 RPS, ESF-CCS, CPC(Core Protection 

Calculator) 등의 COM 화면설계에 공통 인 표 을 갖도록 수차례의 재설계를 통해 화면구조, 

버튼, 화면이동방식 등과 같은 설계요소별 Style을 정의하 다. 캐비닛 운 원화면의 구  환경

( 를 들면, LCD display 크기  해상도, 화면 구 용 소 트웨어, 등)에 따라서 설계요소의 

표 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으나 재의 Style Guide로 부분의 캐비닛 운 원 화면의 설계

가 가능하리라고 단한다.

7. 장지원  실용화

2단계의 1차년도에만 수행하 던 항목으로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국내 원  장 용을 

한 기술 의 등과, 1단계 종료 시 에  1발 소  고리 2발 소에서 추가 요청한  1

발 소 정  성능분석 로그램 개발과 고리 2발 소 열교환기 성능분석 알고리듬 개발을 

수행하 다. 제 1단계에 개발하여 달한 간이  성능분석 로그램에 이어 정  성능분석 

로그램을  1발 소에 사용자 매뉴얼과 함께 달하여 장 성능분석 업무의 기술  향

상에 기여하 다. 주기 안 성평가의 안 성 증진 안으로 도출된 안 계통 열교환기 성능분

석에 한 해결 방안을 열교환기 성능분석 알고리듬 개발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고리 2발 소

의 안 성 향상에 기여하 다. 



- 221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상당부분의 연구개발결과물이 개발 후 바로 련 기 에 달되어 용되었다. 제 1 단계에 

개발한 인간공학 지침과 련해서는, 발 소감시경보계통(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PMAS 

SPADES 화면 설계지침, 한수원 인간공학 지침(HF-010) 개정안 등은 한수원  설계사에 달

되어 건설 인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에 용되고 있다. (주)우진에서 국산화 

이었던 디지털 지시계에 한 검토결과  개선안은 최종 제품에 반 되어 국내 가동 인 원

의 계기 교체 시에 설치되고 있다. 1단계 기간 동안의 RPS COM 설계검토결과  개선안, 

RPS COM Style Guide는 KNICS 사업의 디지털원자로안 계통개발 과제의 RPS 설계에 반

되었다. 그리고, 제어 구동장치제어시스템(CEDMCS)의 운 원화면 모듈의 검토결과와 개선안

은 CEDMCS 설계에 반 되었다. 이외의 인간공학 지침으로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제어조작 련 Stereotype 조사결과  인간공학 지침, 색암호에 한 

Stereotype 조사결과,  신체변수 측  제어반 설계 지침,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

계지침, 원  제어반의 음성 인터페이스 련 인간공학 지침,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에 

한 설계지침 등은 제 2단계의 연구개발에 활용되었으며, 향후 원 의 재래식 제어반, 신형제어

실 HSI, 장제어반, 캐비닛 화면 등의 설계에 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이다.

제 1 단계 감시  진단 분야의 결과물로, 감시  진단시스템 (ADIOS)는 원 의 이상상태

의 감시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요한 기능들을 정의하고 있다. 경보우선순   경보축약 

등 일부 기능은 신고리 3, 4호기 설계에 반 되었으며 월성 2발 소 경보원인추 시스템의 기

능으로도 반 되고 있다. 반 인 원  감시 진단 시스템으로 향후 원 에 용할 수 있도록 

후속과제를 추진하여 구  범 를 지속 으로 확 해 나갈 정이다. ADIOS의 부분모듈이지

만 독립 인 시스템으로 개발된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진단 시스템은  1발 소  2

발 소, 고리 2발 소에서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경보원인추 시스템은 고리 2발 소용 

prototype, 표 원 용 full-scope 시스템이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되었으나 재 월성 2발 소에 

용을 한 경보원인추 시스템이 한수원 개발 과제로 진행 에 있으며 2008년 12월 가동

정이다. 그리고 경보원인추  기술은 2008년 BNF사와 기술 약을 맺어 기술이 을 수행하고 

있다.  월성 2발 소의 용을 계기로 하여 타 가동  원 에도 경보원인추 시스템 용을 

추진할 정이며, 건설 인 신고리 1, 2호기에 해서는 시운  시 개발 용을 추진할 정

으로 있다. 

그리고, 탈기기  증기발생기에 한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은 후속과제로 계속연구 

추진 정이다. 제 1단계의 연구개발결과별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22 -

순번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1 발 소감시경보계통(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용 
2 PMAS SPADES 화면 설계지침

3 한수원 인간공학 지침(HF-010) 개정안

4 디지털지시계의 인간공학  검토결과  개선안  

디지털지시계 국산화에 반 , 

가동  원  계기 교체 시 

용

5
RPS COM 설계검토결과  개선안,

RPS COM Style Guide 

KNICS 사업 디지털원자로안

계통개발 과제의 RPS 설계

6 CEDMCS 캐비닛 운 원화면 설계검토결과  개선안

KNICS 사업 제어  구동장치 

제어기기 개발 과제의 

CEDMCS 설계

7

기타 인간공학 지침

-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 제어조작  색암호 Stereotype 조사결과  인간공

학지침

- 신체변수 측  제어반 설계 지침 

-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 원  제어반의 음성 인터페이스 련 인간공학 지침

-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에 한 설계지침 

2단계 연구개발에 활용.

향후 원 의 재래식 제어반, 신

형제어실 HSI, 장제어반, 캐

비닛 화면 등의 설계에 용 가

능

8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경보우선순   경보축약 등 

일부 기능은 신고리 3, 4호기 

설계  월성 2발 소 경보원인

추 시스템의 기능으로 활용됨.

향후 반 인 감시  진단시

스템으로 원 에 용할 수 있

도록 후속과제 추진

9 원  이차계통 성능분석 시스템 개발
1, 2발 소, 고리2발 소에

서 활용 

10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표 원 용, 고리3,4호기용)

월성 2발 소에 용하여 2008

년 12월 가동 정.

BNF사와 기술 약 체결.

타 가동  원 에 용 추진.

신고리 1, 2호기 시운  시 

용 추진.

11
탈기기  증기발생기에 한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
후속과제로 계속연구 추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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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1
RPS, ESF-CCS 캐비닛 운 원 화면평가 결

과  개선안

KNICS 사업의 디지털원자로안 계통개발 

과제의 RPS, ESF-CCS 개발에 용

2 CRCS LOM 화면설계 평가결과  개선안 KNICS 사업의 제어 구동장치제어시스템 

 원자로출력제어계통 개발 과제에서 개발

한 CRCS  PCS 개발에 용
3 PCS MTP 화면설계 평가결과  개선안

4 DCS GUI component 요건
KNICS 사업의 원 용 DCS 개발 과제에 

용

5 통합 Style Guide

KNICS 사업에서 개발되는 계측제어계통의 

캐비닛 운 원화면에 용.

국산화 개발 인 개량형 노심보호연산기 

계통(CPCS)에 용 가능.

국내에서 개발되는 계측제어계통 캐비닛의 

운 원모듈 화면설계에 활용 가능.

6

Advanced HSI 설계 요소기술

- 직무분석 방법

- 정보  제어 요건 DB

신고리 3, 4호기  후속호기의 신형제어실 

HSI 설계에 활용

제 2단계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 KNICS 사업의 타 과제 인간공학 기술지원을 한 연구

개발의 결과는 해당 과제의 계통 개발이 직  입력되어 활용되었다. 즉, 세 차례에 걸친 RPS 

COM화면 운 성능평가와 ESF-CCS COM 화면설계 평가의 결과  개선안, ESF-CCS COM 

Style Guide 등은 KNICS 사업의 디지털원자로안 계통개발 과제의 RPS, ESF-CCS 개발에 직

 활용되었으며, 2차례의 CRCS LOM 화면설계 평가결과  개선안과 PCS MTP 화면설계 평

가  개선안은 KNICS 사업의 제어 구동장치제어시스템  원자로출력제어계통 개발 과제에

서 개발한 CRCS  PCS 개발에 직  반 되었다. 그리고, DCS GUI component 요건은 

KNICS 사업의 원 용 DCS 개발 과제에 제공되어 반 되었다. 

그리고 통합 Style Guide는 KNICS 사업에서 개발되는 계측제어계통의 캐비닛 운 원화면에 

용됨은 물론, 재 원자력 장기계획사업 원 신분과 사업으로 국산화 개발 인 개량형 

노심보호연산기 계통(CPCS) 등, 향후 국내에서 개발되는 계측제어계통 캐비닛에 설치되는 운

원모듈의 화면설계에 활용 가능하다. 

Advanced HSI 설계 요소기술 확보를 한 연구개발결과인 직무분석 방법, 정보  제어 요

건 DB, 화면 설계 기 , HSI Prototype 평가 결과,  인간공학 확인  검증 방법론 등은 신고

리 3, 4호기  후속호기의 신형제어실 HSI 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원  장 지원을 해 개발된 고리 2발 소 열교환기 성능분속 로그램은 주기 안 성평

가의 운 개선에 한 안 성 증진사항  기기 검  성능 리 차개선의 일부로 “열교환

기 성능 리 차 수립” 안 해결에 활용되었으며, 타 원 의 열교환기 성능분석에도 활용 가

능하다. 그리고, 2차계통 정  성능분석 시스템은  1발 소에 제공되어 기존 간이  성

능분석을 정 으로 개선하여 성능분석 업무의 기술  향상에 기여하 다.

제 2단계의 연구개발결과별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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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설계 기

- HSI Prototype 평가 결과

- 인간공학 확인  검증 방법론

7 열교환기 성능분석 로그램

고리 2발 소의 주기 안 성평가 안 성 

증진 안 해결에 활용.

타 원 의 열교환기 성능분석에 활용 가능

8 2차계통 정  성능분석 시스템
 1발 소에 활용 .

타 가동  원 에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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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추가연구의 필요성

KNICS 사업은 원자로안 계통 등,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계통의 국산화에 을 두고 추

진되어온 계로 감시  운 지원 기술 개발은 KNICS 사업의 다른 과제들인 계측제어계통의 

인간공학 기술지원에 비 을 두고 수행되었다. 따라서 Advanced HSI 설계요소기술 확보 측면

에서는 신고리 3, 4호기 제어실과 같은 신형제어실 련 인간공학 연구가 충분치 않았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주요 연구개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신형제어실의 인 오류 가능성 분석

VDU 워크스테이션 기반의 신고리 3, 4호기와 같은 신형제어실은 기존 재래식 제어반과는 

달리 정보량의 가, 정보획득  제어조작 방식의 변화, 운 원 간의 의사소통과 업 유형의 

변화 등, 운 원과 HSI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인

오류가 우려된다. 신고리 3,4 호기와 같은 신형제어실 설계에 도입되는 최신 기술의 인간공

학  향에 한 평가와 상호작용 시의 인 오류 가능성 분석이 독립 인 연구기 에 의해 

보다 객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형정보반  안 제어반의 향 평가  오류가능성 분석

- 산화 차서(CPS) 도입의 향 평가  오류가능성 분석

- 소 트 제어기 도입의 향 평가  오류가능성 분석

- 수행도  의사소통 변화 평가

2. 한  인터페이스의 개발

재 국내의 원자력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기술자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수의 원  

국가가 자국어를 인터페이스에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터페이스 용어들이 

거의 부 어로 되어 있다. 이는 실제 운 원들이 평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  용어들과 

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 을 사용한 제어기기들이 가끔 개발되고는 있지

만, 한 용어 사용의 기 이나 통일된 용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자에 의해 결정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 련 용어들에 한 한 사용의 원칙  기 을 확립하

고 한 을 용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함으로써, 운 원들의 인터페이스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며 

나아가서는 원자력 기술자립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항목이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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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화가 필요한 계측제어 기기 도출 

- 원  계측제어 기기용 한  용어 개발 

- 한  인터페이스 용 방안 개발 

- 한 화  효과 분석  검증 

- 한 화된 계측제어 기기 prototype 개발

3. 근원  안  제어기기 개발

신규원 의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 도입  가동원 의 계속운 을 한 최신화 등으로 원

이 첨단화될수록 인  오류 방지가 더욱 요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의 고장정지 

사례(KINS-OPIS 기 ) 분석 결과, 조속기 제어용 산기 Reset, S/G수  제어 실패 등 인터페

이스 련 인  오류가 약 65%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제어실 등 종사자의 작업 인터페이스 

상에서 인  오류를 근원 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 기술을 개발하여 원 에 

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 계측제어기 련 인  오류 발생  방 가능성 분석

- 인  오류 방지 상 인터페이스 기기 도출  인  오류 경로/메커니즘 분석

- 인 오류의 근원  방지를 한 안  인터페이스 장치/개선방안 개발

- 원 용 계측제어기 상세 사양서 개발 

- 인  오류 방지 효과의 확인  검증



- 227 -

제 6 장 참고문헌

1. KAERI/AR-621/2002, 감시/상태진단 기법 안  기법분석 보고서

2. KAERI/TR-2184/2002, 원자력발 소 터빈사이클 성능분석 황 조사와 성능평가 로그램 

개발

3. KAERI/TR-2185/2002, 제어조작 련 운 원 stereotype 조사 실험에 한 연구

4. KAERI/TR-2186/2002, 모델기반 고장검출  진단 알고리즘 개발  성능 비교분석

5. KAERI/TR-2187/2002, 고리 원자력발 소 3&4호기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개발

6. KAERI/TR-2188/2002, HF-010 인체계측자료 용지침 개선안에 한 연구

7. KAERI/TR-2196/2002, 표 원  제어실에 용된 색암호에 한 한국인 표본집단의 스테

오타입 연구

8. KAERI/TR-2363/2003, 고리 원자력발 소 3, 4호기 터빈사이클 성능분석 산화

9. KAERI/TR-2366/2003, 표 원  제어실에 용된 색암호에 한 스테 오타입 분석결과

10. KAERI/TR-2388/2003, 제어조작 련 Stereotype 조사 실험  인간공학 지침 개발

11. KAERI/TR-2491/2003, 고리 원자력발 소 3, 4호기 2차계통 주요 계측지 별 성능 향 평

가 분석

12. KAERI/TR-2492/2003, 탈기기 열수력학  모델링  측정센서 고장검출  진단

13. KAERI/TR-2494/2003, 인간공학 지침 HF-010 개정안 작성

14. KAERI/TR-2495/2003, DPPS FPD 화면설계를 한 스타일가이드 개발

15. KAERI/TR-2496/2003, 고리 원자력발 소 3&4호기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16. KAERI/TR-2498/2003, 자식 표시기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17. KAERI/TR-2499/2003, 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개발

18. KAERI/TR-2500/2003, 디지털 지시계의 인간공학  검토

19. KAERI/TR-2501/2003,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인간공학 설계지침 개발

20. KAERI/TR-2502/2003, 원 계측설계를 한 인간공학지침의 개선방안 검토

21. KAERI/TR-2503/2003, PMAS SPADE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지침개발

22. KAERI/TR-2758/2004, 원 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에 한 설계지침 연구

23. KAERI/TR-2771/2004, 음성 인터페이스에 한 인간공학 설계지침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909/2007

    제목 / 부제 

 감시  운 지원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부서명  이정운(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연 구 자  부 서 명  

박재창(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이용희(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오인석(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이 철(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장통일(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김정택(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황인구(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김 호(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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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단계(2001.7.1~2004.6.30) 기간 동안, VDU 기반 워크스테이션의 일반 인간공학 설계지침, 

PMAS 경보화면 설계지침, PMAS SPADE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 지침, 한수원 인간공학 지침

(HF-010) 개정안 작성 등, 여러 인간공학 지침을 개발하여 국내 원  설계에 용토록 

하 으며, RPS COM 설계검토  개선안 도출, RPS COM Style Guide 개발, 

CEDMCS 캐비닛 운 원화면 설계검토  개선안 도출 등, KNICS 타 세부과제를 지원

하 다. 그리고, 감시  진단시스템 (ADIOS) 원형,  1, 2발 소  고리 2발 소

용 2차계통 성능분석 시스템, 고리 2발 소  표 원 용 경보원인추 시스템, 탈기기 

 증기발생기에 한 신호 고장 검출  진단 기법 등을 개발하 다. 

제 2단계(2004.7.1~2008.4.30) 기간 동안, 세 차례의 RPS COM 화면설계 평가  개

선안 도출, ESF-CCS COM style guide 개발  화면설계 평가  개선안 도출, 두 차

례의 CRCS LOM 화면설계 평가  개선안 도출, PCS MTP 화면설계 평가  개선안 

도출, DCS GUI component 요건 개발 등, KNICS 타 세부과제의 RPS, EFS-CCS, 

CRCS, PCS, DCS 개발의 인간공학 지원을 하 으며, 계측제어계통 캐비닛 화면설계를 

한 통합 Style Guide를 개발하 다. 그리고, 직무분석 방법, 정보  제어 요건 DB, 

화면 설계 기 , HSI Prototype 평가, 인간공학 확인  검증 방법 등, Advanced HSI 

설계 요소기술을 KOPEC과 함께 개발하 다. 장 지원  실용화를 해 경보원인추

시스템을 월성 2발 소에 용하는 과제를 성공시켰으며, 고리 2발 소의 주기 안

성평가 안 성 증진 안 해결을 한 열교환기 성능분석 로그램과  1발 소

용 2차계통 정  성능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당 원 에 제공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인간공학 지침, 화면설계 평가, 스타일가이드, 공정감시  진단, 2차계통 성능분석, 경보원인추

시스템, 신호고장검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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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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