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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의 기술 개발과 적용특집

APR1400 주제어실인간공학검증시스템개발

이용관
한전전력연구원원자로공학그룹그룹장

1. 신형경수로1400 주제어실

우리나라 신형경수로1400(APR

1400)은 여러 가지 설계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주제어실의

인간-기계 연계 시스템(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은 계기들로 이루어진 패널 위주의

기존 원전과 다르게 분산 제어 시스

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

패널 그래픽을 이용하여 제어하고,

전자식 절차서(CPS; Computer-

ized Procedure System)를 이용

하여 운전하는 디지털 기반의 주제

어실로설계되었다.<그림 1>

이 설계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신개념을 채택한 일종의 FOAKE

(First Of A Kind Engi-neering)

설계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초 설계에 잠재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한 조기 발견과 해결

을 위한 검증과 규제 기관의 인허가

를필요로하게된다. 

이를 위해 규제 기관에서는 원전

주제어실의 설계 기준 국제 규격을

참고하여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기

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만족하

주제어실인간공학검증
시스템개발배경

<그림 1> APR1400 디지털기반주제어실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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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심사하여 인허가를 발행하

게된다.

2. 원전주제어실설계기준

원전 주제어실 설계에 관한 국제

규격에는 IEC 규격, ISO 규격 및

IEEE 규격등이있으며유럽에서는

IEC를 국제 규격으로 적용하는 경

우가많다. 

일례로 프랑스의 전력회사

(EDF)는 IEC60964를 신형원전

N4 1450MW PWR에 모두 적용하

여 설계를 수행하 으며, 스웨덴의

Ringhals-2 및 Oskarshamn-1 원

전에일부적용하 다. 

미국에서는 미연방 규제법

10CFR50 및 미국 원자력 규제 기

관의 각종 규제 지침(RegGuide,

standard review plan등)을 반 하

도록요구하고있다.

최신 인간공학 원리(state-of-

the-art human factors princi-

ples)를 반 한 주제어실 설계의 전

반적인 과정은 표준심사지침(SRP)

제18장에 정의되어있는데, 이는

NUREG-800 「Human Factor

Engineering」으로 또한 발간되었

다. 

이 내용을 보면 주제어실 설계의

전반적인 계획 및 과정을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는 기준(NUREG-

0711, "Human Factor Engineer-

ing Program Review Model")과

구체적인 인간-시스템 연계 기준

(NUREG-0700, "Human-Sys-

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을참고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국의 방

법론을 적용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에서 경수로 안전 심사 지침을 개발

하여규제에적용하고있다. 

본 연구 개발에서 준용한 NU-

REG-0711에서는 설계 계획 및 분

<그림 2> NUREG-0711 검토흐름도



2006/10ㆍ원자력산업ㆍ35

석, 설계, 확인 및 검증, 적용 및 운

전의 5개 분야에 대해 12가지 요소

를 기술하고 있는데, 적용 및 운전

을 제외한 설계 요소는 다음의 10

가지이며 <그림 2>에 이를 전체적

으로나타내었다. 
○ 계획및분석

- 인간공학프로그램관리

- 운전경험검토

- 기능요건분석및할당

- 직무분석

- 요원자격

- 인적신뢰도분석
○ 설계

- 인간-시스템연계설계

- 절차서개발

- 훈련프로그램개발
○ 확인및검증

- 인간공학확인및검증

따라서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 원

전 건설 및 운 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디지털 기술기반의 주제어

실 설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된 주제어실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여 APR1400의 운전 특성을

실시간으로 정 히 모사해 주는 시

뮬레이션 모델과 연계하고, 이를 이

용하여 운전원들의 인적 요소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검증

시스템이필요하다. 

2003년 11월에 착수된 본 연구

개발은 2007년 10월까지 4년에 걸

쳐 디지털 기술 기반 주제어실

APR1400 주제어실인간공학검증시스템개발

인간공학검증시스템개발개요

<표 1>  참여기관및수행업무

<그림 3> APR1400 주제어실인간공학검증시스템개념도

<그림 4> APR1400 주제어실인간공학검증시스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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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Man Machine Interface) 부

문의 최초 상세 구현 설계(FOA-

KE) 검증시스템을개발하게된다. 

산자부가 기금을 분담하는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전력연구원, 한수원(주)

등 5개기관이참여하고있다. 

주요 수행 내용은 디지털 기술

기반 주제어실의 제어 시스템 및

APR1400 시스템 모델링/연계/모

의 , 인적 수행도 평가 기술 ,

MMIS(Man Machine Interface

System) 상세 구현 설계 검증 시스

템 개발 및 인적 수행도 평가 시스

템검증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그림 3>과 <그림 4>에 는

APR1400 주제어실 인간공학 검증

시스템 개념도 및 구성도를 나타내

었으며, 크게 주제어실을 포함한 전

범위 시뮬레이터와 인간공학 검증

지원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APR1400 주제어실인간공학검

증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분야 및 인

간공학 검증 분야로 구분하여 개발

되고있다.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시뮬레

이션 툴을 사용하여 발전소 계통 모

델을 개발하고 MMI 등 하드웨어를

제작하며, 인간공학 검증 분야에서

는 이를 활용한 검증시 필요한 인간

공학 현안관리 시스템 및 인적 수행

도평가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1. 노심및NSSS 열수력모델

개발

노심 및 NSSS 열수력 모델 개발

을 위해 사용한 전산 코드는

RELAP5/MOD3.2를 기반으로 실

시간성 및 시뮬레이터 연계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된 RELAP5-R/T이

다. 

노심 모델은 노심 설계 코드인

NESTLE 코드의 Nodal Neutron

Kinetics를 위한 알고리즘을 실시

간 요건의 기능을 만족하도록 수정

하고 RELAP5/MOD3와 병합된 형

태의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RELAP5-R/T의

노심 코드인 NNKM의 APR1400

입력을 작성하고 정상 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또한 사고 해석용 코드인

RELAP5/Mod3.2 열수력 입력 모

델을 시뮬레이터용 실시간 열수력

코드인RELAP5-R/T용입력모델

로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하 으며,

APR1400 용 Nodalization은 <그

림 5>와같다.

2. 1, 2차 보조 계통 / 전기 계통

모델개발

1,2차 보조 계통 및 전기 계통 모

델 프로그램은 시뮬레이션 모델 개

발 툴인 3KeyMsater를 이용하여

개발하 다. 

3KeyMaster를 이용한 모델 개

발은 Object Based 방식으로 발전

소의 각 기기에 해당하는 밸브, 펌

프, 탱크 등의 객체를 배관에 해당

하는 링크(Link)를 이용하여 연결

함으로써 유체 배관망에 대한 Flow

Network을 구성하고, 각 기기 및

링크에 발전소 설계 데이터를 입력

함으로써이루어진다. 

1,2차 보조 계통 모델 개발은 주

제어실 및 원격정지실 운전원이 감

시 및 조작해야 하는 계통 및 기기

에 대해서는 모두 개발 범위에 포함

시켰다. <그림 6>에 개발한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다이어그램 중 일

부를나타내었다.

인간공학검증시스템개발현황

<그림 5> APR1400 용 RELAP5-R/T Nodalization



2006/10ㆍ원자력산업ㆍ37

3. 보호및전산계통모델개발

PCS(Process Control System)

계통 중 RRS(Reactor Regulatory

System) 및 RPCS(Reactor

Power Cutback System)은 3-

KeyMaster에서 제공하는 시뮬레

이션 툴을 사용하고 기존의 발전소

계통 도면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으며, 각 객체의 상수 및 변수는

OPR1000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기반하 다. 

제어봉 제어 계통은 시뮬레이션

툴에 의한 모델링이 불가능함에 따

라 모듈을 생성하여 Visual C++를

이용한 Coding 작업을 수행하 다.

보호 및 제어 계통 모델도 3Key-

Master를이용하여모델링하 다.

4. DCS 모델개발

DCS 모델 개발을 위해 DCS 모

델빌더를 개발하 으며, DCS 계층

구성은 <그림 7>과같다. 

APR1400 시뮬레이터는 크게,

DCS를 시뮬레이션하는 DCS

Simulator, 각 운전원이 사용하는

IPS, Safety 역에 대한 제어를 수

행하는 Soft Control, 절차서를 실

행하는 CPS 서버와 CPS 클라이언

트, 그리고 각종 Alarm과 Sound를

처리하는서버로구성되어있다.

5. 전산화절차서계통(CPS) 개발

전산화절차서를시뮬레이션시스

템과 연계하기 위해 전산화 절차서

계통을 설계하고 전산화절차서 편집

기및단독시험기를개발하 다.

<그림 8>에는 단위 및 통합 시험

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었

다.

6. 가상 현실기술을이용한주제

어실설계검증기술개발

APR1400 주제어실을 설계하거

나 가동 원전의 주제어실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

에확인하여야하는데, 많은관련규

격들을 만족하는 설계를 단번에 하

는것은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 다 하더라도 인허

가를 받기 위해서는 Dynamic

Mock-up이나시뮬레이터를이용하

여설계타당성을입증하여야한다. 

그런데 Dynamic Mock-up이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

APR1400 주제어실인간공학검증시스템개발

<그림 6> 주증기계통시뮬레이션다이아그램

<그림 7> DCS 계층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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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가이며 도출된 문제를 수정하

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초기 설계를

충실히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에 최신의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초기 설계에서 반복적인

확인을 통한 설계 오류 검증 및 수

정이 가능토록 하는 버츄얼 프로토

타이핑(Virtual Prototyping) 기법

을 이용한 주제어실 설계 확인 시스

템(VMDVS; Virtual MCR Design

Verification)을 설계, 개발중이다.

<그림 9>는 가상 공간 내 주제어실

설계 검증 기능 화면을 나타내고 있

다.

7. 디지털기술기반주제어실인

적수행도평가기술개발

인적 수행도 평가 지원 시스템

(HUPESS)에서는 인적 수행도 평

가 인자로서 아래와 같이 크게 6가

지인자를고려한다. 

주평가 척도는 인적 수행도의 성

공/실패 기준을 제공해 주며 원자력

산업계를 포함한 일반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을 채택하여 평

가 결과의 적절성 및 정당성을 제공

하며 보조평가 척도는 운전조 별 또

는 시나리오 별 수행도의 차이를 분

석하거나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제공하기위해활용된다. 

팀 협업도와 인체 측정/생리학적

요소 평가에는 주평가 척도만이 평

가된다. HUPESS의 하드웨어 구성

도는 <그림 10>과같다.
○ 원전성능
○ 운전원직무
○ 상황인식
○ 작업부하
○ 팀협업도
○ 인체측정/생리학적요소

8. 인간공학현안관리시스템

개발

DDSIMS(Design Decision

Support and Issue Management

System)라는 현안 관리 시스템이

관리하는 업무 절차는 아래의 5단

계 단위 업무로 구분하며, 현안을

관리하는 각 업무 과정은 반복적으

로 수행될 수 있다. 현안 관리 시스

템메인화면은 <그림 11>과같다.

가. 요건 분석

요건 분석 절차는 검토 항목을

도출하거나 검토 항목에 관한 기준

을 도출하는 단계로 실무 양식을 제

공하여평가를지원할수있다. 

나. 평가ㆍ검토

선택적 절차로 실험이나 설계 문

서를 검토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V&V를 수행하여 현안을 도출하는

<그림 8> 단위및통합시험을위한시스템구성도

<그림 9> 가상공간내주제어실배치(Layout) 기능화면

APR1400의 기술 개발과 적용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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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다. 

다. 현안 정보 관리

도출된 현안을 분석하여 현안의

정보를 DB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단계이다. 

라. 현안 분석 평가

설계자, 평가자, 인간공학 전문가

와 같은 관련자들이 DB에서 회람

한 현안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평

가 및 제시하고, 현안의 정보를 보

완하거나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단

계이다. 

마. 현안 해결 종료

여러 관련자들의 입장에 의한 해

결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정하

고 협의하여 현안을 종료하는 단계

이다. 

APR1400 주제어실의 인간공학

검증 시스템은 최초 표준 상세 설계

인 디지털 주제어실 설계가 인간공

학적으로 적절히 설계 되었는가를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통합 검증

시스템이다. 

국내에서 단독으로 설계된 첨단

주제어실을 US NRC의 인간공학적

설계 방법론(NUREG-0700,

0711,0800) 세부 요건에 따라 안

전성 및 유용성 확인 및 검증이 가

능하게되었다. 

또한 분산 제어 및 전자식 절차

서 개념 등 신기술을 첫 적용한 첨

단 주제어실 상세 설계의 검증을 통

해 건설 전 설계 단계에서 설계 오

류 및 인간공학적 현안 등을 발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발전소 건설 및 시운전 비용을 절감

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 인간공학을 접목시킨 시

뮬레이션 및 가상 현실 기술 등 주

제어실 설계 검증 시스템 기술은 타

산업에서도 적용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것으로기대된다.

개발된APR1400 인간공학통합

검증 시스템은 신고리 3호기 건설

허가를 위한 인간공학 실험 뿐 아니

라 전 범위 시뮬레이터 기능을 가지

고 있으므로, 건설 기간 중에는 설

계 검증 및 시운전 요원의 훈련용으

로 활용하고, 발전소 가동시에는

발전소 운전원 훈련 및 면허 시험에

활용가능하다. 

또한 국내외에서 개발된 첨단 디

지털 제어 시스템의 적용성 및 운전

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가능하다.

<그림 11> 현안관리시스템메인화면

<그림 10> HUPESS 하드웨어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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