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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할 "MMIS의 셜계목표는 안전성향상， 경제성향상 및

각종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었다. 따라서 hαI1IS의 최작설계를 위해 개념설계가

준이 필요하며 이 개념설계기준을 통하여 lα‘IS의 설계개념을 확정하고 기본설계

및 설계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노형평가 연구에

서 수행한 차세대원전 MMIS 요건을 근칸으로 1350 MWe 급의 가압경수로형 차세

대원전 설계개발을 위해 필요한 설계기준 및 계통구성개념 설정이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이러한 차세대 원전 설계개념은 디지털 신기술 및 최신 연간공학적 요건을

적용하므로써 기술의 발천에 따른 기기 노후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 및

보수 측면에서 용이성을 추구할 수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차세대 MMIS의 설계개념을 기술하고 있다. 설계캐념 도출을 위해

신기술을 분석하고， 선진노형 MMIS 특정 검토 및 표준화 3단계의 결과물인 설계개

선사항을 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적용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 MMIS

특정을 거존호기인 영광 3.4 또는 울진 3.4호기와 비교하고 NUPLEX80+와 비교하

였다. 이를 기반으로 차섹대 MMIS 구성개념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차셰대 MMIS 설계를 위한 상세설계지침서나 인허가요건 검토보

고서의 설계입력으로 제공되며 주제어실 설계를 위한 MMI 및 I&C의 기본설계 및

상서1설계시 설계입력으로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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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design goals of 1\α，uS for the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pI하1t are to

improve plant safety and the cost effectiveness of nuclear power plants, 하1d to

meet with regulatory requirements. For the optimized design of ]\.α，uS ，

conceptual design bases are required for the optimization of Ml\I1IS design to

establish the design concepts for NGR Ml\1IS. The conceptual design bases are

also required for performing the basic design, and verifying the design.

The objectives of 뻐s study are establishment of MMIS design bases and the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MlVlIS configuration concepts. The MMIS design

bases for the 1350MWe class PWR type next generation reactor were

established by adopting MMIS requirements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y on

next generation reactor evaluation techniques and advanced MMIS technologies.

The next generation MMIS design requirements are to be developed based on

the design bases to pursue operation and maintenance easiness in order to cope

\vith device obsolescence problems by applying modern digital technology.

This report describes the design concepts for the next generation MMIS. In

order to develop the design concepts, new technologies were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new advanced MMIS designs were reviewed. In addition,

reviewing the advanced design features (ADF) resulted from the 3rd stage of

standardization project, the strategy for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s from these

activities are prepared. This report includes the comparison results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next generation MMIS with those of existing plants , YGN

3&4, DeN 3&4, and NUPLEX 80+. This report also describes the conceptual

MMIS configuration of next generation control room,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comparis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n input for the detailed design guidelines

and a regulatory requirements review report for the next generation 1\α따S

design, and provide basis for the basis and detailed design of MMI and I&C for

main control rO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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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350MWe급 가압경수형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할 Ml\.1IS의 설계목표는 안

전성향상， 경처l성향상 및 각종 규제요건 만족에 있다. 따라서 MMIS의 최적설계를

위화여 수행된 개념설계를 통하여 AαI11S의 설계개념을 확정하고 기본설계 및 설계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차세대 lαI11S는 기흔 원전의

주제어실과 계측제어계통 설계와는 달리 다지털기술을 확대 사용한 표준화된 계통

설계를 추구하며， 운전지원기능을 강화하므로써 운전의 용이성을 추구할 뿐만아니

라 기능중심의 설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 및 구성상의 특정을 찾을

수 었으며， 인간공학원리를 MMIS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TMI 사고 이후 한층 강

화된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신겨술적용에 신중을 기하였다.

설계개념 및 설계기준 확정을 위하여 수행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Key Policy 설정 및 기본설계요건 개발

lVIMIS 설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EPRI URD, 선진

기술의 MMIS 분석 및 국내 기존 원전의 설계검토 등을 통하여 차세대

MMIS가 지니는 기술적 기능적안 설계요건을 개발하였다.

o MMIS 신기술 분석

MMIS에 적용할 신기술을 도출하기위해 :MMIS의 신기술을 살펴보고 선진

4개 노형에 대한 MMIS 특징들을 분석하여 차세대 MMIS 에 적용가능한

신기술을 쳐세대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MMIS 설계기준 개발

hαI]]S 기본설계요건 및 신기술 분석을 기반으로하여 차세대 원전 MMIS

설계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차세대 MMIS의 개념셜겨}

로서 차세대 원자로의 노형에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이다. 차세

대 MMIS 설계전략에 따른 MMIS 설계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이 설계기준

에 따라 설계휠 MMIS의 기술성얘 대한 기준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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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세대 설계기본 요건

제 1 절. 차세대 MMIS 절계 Key Polocy

차세대원전은 디지털 신기술을 사용하고 운전지원기능의 강화을 통한 운전의

용이성을 추구하고 었으며 기능중심의 설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

MMIS 개발전략은 원전의 신뢰성 및 가용성을 증대시격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

하고， 운전지원기능의 강화로 운전 및 보수의 용이성을 추구하며 현재 MMIS 규제

요건을 만족서키는데 있다. 이러한 설계전략을 달성하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계

한다.

M1\11개선에 의한 언적오류의 감소， 내고장성(fault tolerance) , 구획화

(segmentation) , 다양성 (diversi ty) 및 자동시험 (automatic testing) 등에 의한 안전계

통의 선뢰도향상 및 제어계통의 개선을 통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1\11\1IS의 설계，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제반비용을 절감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ff-the-shelf 기기 사용을 확대하

고 유연성있는 소프트웨어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설계비용을 줄이고， 신호 다중화

기술의 사용， 공장시험 및 표준화를 통한 건설비용을 감소시키며， NSSS와 BOP의

rvlM1S 표준화 및 신뢰도 개선으로 유지보수 경비를 줄여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T 1\11 후속조치애 대한 안전성문제를 해결하며， 신기술적용에 따른 현재악

1\11\11S 규제요건을 만족하여 얀허가에 대처한다.

따라서 MM1S 설계를 위한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인간공학 원리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 발전소 안전성과 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오류의 발생가능성을 감소

서킨다

O 중복， 격리 및 다양성을 통하여 Kα11의 선뢰도를 증대시킨다.

。 하향식의 기능적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MMI를 설계한다.

。 운전지원기능을 강화한다.

o 표준화된 시스탱 설계를 추진하여 유지보수의 용이성 몇 경제성을 제고 하

고， 발전소의 노형과 계측제어의 기술적 변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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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소한의 다양성으로 인허가 요건인 공통모드 고장에 대처한다.

o 고장허용 설계 및 hαill 개선을 통해 안전성과 가용성을 높이고， 주요기 능

에 대해 구획화를 실현환다.

o Off-the-shelf 기기사용과 디지털신호처리로확장성 및 여유성을 부여하 여

시스탬 변경과 노후화에 대처한다.

0]\αillS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신기술은 검증된 신기술을 사용하 여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o TMI 이후 관심사를 해결하기위해 운전원의 과다한 정보 부담을 줄이고， 경

보 및 표시계통의 인간공학적용， 안전관련정보의 감시， 화재와 사보타 지

대책 및 안전변수표시기능을도입한다.

o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요건 및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확인 및 검 증，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므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건전

성을 보장하여 인허가 사항을 만족사킨다.

q
υ



채 2 절. 차세대 MMIS 절계기본요건

차세대원자로 계측제어계통의 기본설계요건은개발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EPRI

URD 검토， 선진 4개국의 개량형 MMIS얘 대한 분석， 국내에서 설계중인 겨폰원전

의 설계검토 및 국내 가동중 완전의 불시정지사고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건과 계통기능적 요건을 도출하였다.

1. 기술적 요건

가. 가용성 몇 신뢰성

o 설정된 계통의 신뢰도를 분석한다.

。 단일고장의 파급을 방지하도록 설계한다.

。 공통 모드 고장의 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o 제어계통에 대해 신호검증기법을 사용한다.

。 인허가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o 계통의 수명은 발전소 수명기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o 중요한 비안전계통은 다중화시킨다.

나. 표준화 및 다양성

。 계통전체의 설계에 표준화를 이룩해야 한다.

。 계통의 하드혜어 및 소프트혜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표준화해야 한다.

。 표준화를 극대화시키면서 최소의 다양성으로 얀허가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계통의 자료전송망은 산업표준을 근거로 설계해야 한다.

o 계통의 다양성요건을 평가하고， 그 정도를 지정해야 한다.

다. 다중성 및 구획성

o 계통의 다중성 요건을 평가하고， 다중성 정도를 지정한다.

o 주요기능은 구획화한다.

o 보호계통과 안전계통은 가능한 한 구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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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획화된 기능간에는 가능한 다른 자료통신 선로를 사용한다.

o 각 구획화환 기능은 서로 다른 신호처리장치 및 전력공급창치를 사용한

다.

o 서로 다른 구획의 전자장비는 가능한 한 물리적， 전기적인 분리를 이루

어야한다.

랴. 보수성 및 시험성

o 주요 계통은 주기적인 시험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o 컴퓨터계통을 포함한 주요 계통은 연속 온라인 자체 시험능력을 갖도록

한다.

o 모든 센서는 시험기기에서 직접 시험입력을 주고 그 출력을 얻을 수 었

어야 한다.

o 핵연료 한 주기당 주기적으로 한 번 이상의 교정을 요하는 모률은 온라

인 교정기능을 가져야 한다.

o 최하부 단위의 모률까지 고장검출이 가능해야 한다.

o 시험사 우회가능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O 고장검출 후 계통의 구조 재구성 가능이 있어야 한다

o 보수 및 수리로 인하여 안전계통의 기능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 여유성 및 확장성

o 컴퓨터체동은 충분한 성능여유도 및 예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O 경보처리 및 표시를 위한 경보 및 표시계통의 예비용량을 확보해야 한

다.

o 자료통신계통의 충분한 성능여유도 및 적절한 확장용량을 확보해야 환

다.

o 계가반， 채어반， 결선단자， 전원 및 공조계통 등의 예비용량을 확보해야

환다.

바. 소프트웨어 건전성

o 소프트워l 어 개발시 소프트워1 어 수명주기의 각 단계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을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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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호 및 제어에 관련되는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비휘발성 기억소자 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o 소프트웨어는 고장발생시 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게 모률화 설 계방

삭을 따라야 한다.

o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 다.

o 섬충방호측면에서 다양성 및 다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 하드웨어 건전성

o 하드웹어 기기는 내환경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o 운전에 필요한 모든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계통은 전원 재공급

시 운전원 개입없이 자체적으로 기동되어야 한다.

o 공학적안전신호 격리장치는 RG 1.75에 따라 안전등급을 유지하고， 안전

등급 및 비안전등급간의 신호를 격리해야 한다‘

o 계통 장비는 예상되는 온도환경， 입력전압 및 주파수변동에서도 성능한

계 범위내에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o 계기의 설정치 드리프트는 기술지침서의 제한치를 위배해서는 안된다.

o 컴퓨터 및 주변 하드웨어의 다중성 및 다양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o 모든 설비 및 창치는 전자파간섭(EMD 대책이 있어야 한다.

O 계통의 시험 및 검증은 소프트웨어와 하드혜어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 자료통션 건전성

o 자료계통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입출력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o 자료의 전송지연시간이 타 계통의 성능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해악 한

다.

o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신호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o 모든 선호에는 신호식별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o 자료통신 선로는 이중화되어야 하고， 충분한 성능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o 선호변환기는 적절한 정확도， 해상도 및 변환속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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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껴l통 기능상 요건

가. 보호 및 안전관련계통

o 원자로보호 및 안전계통은 발전소 운전상황에 따라 필요한 원자로 정지

또는 안전설비계통의 작동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보호 및 안전계통은 자동기동 및 작동 기능을 채공해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독립된 수동작통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들 계통의 작동상태

는 주제어실에 경보 둥 기타 수단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o 어떤 계통의 단일고장이라도 원자로보호 작동기능을 저하시키면 안된

다.

o 원자로보호계통의 작동 논리구성 입력은 한 변수를 여러 채널에서 받아

들이도록 구성하고 그 중 두 채널 이상이 계통작동신호에 대한 일치를

보일 때 보호겨능이 작동하도록 한다.

。 공통모드고장을 줄이기 위한 다양성과 불필요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설계 해야 한다.

o 계통논리에 의해 계통이 작동되면 주어진 목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

어야 하고， 트립 기능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채널로 다중화 또는 구획확

되도록 설계한다.

나. 제어 및 감시계통

O 발전소， 쉰자로 맞 원자로 냉각재겨1통에 관련된 전체 에너지의 생산， 전

달 및 변환하는 과정들에 대한 제야 및 감시기능을 제공해 야 한다.

o 수동 기동 및 정지운전에 필요한 제어 및 감사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원자로정지 또는 안전계통 작동 등이 발생될 경우 계통의 자동 재 구성

기능이 채공되어야 한다.

o 저출력 어상의 정상운전시 연속적이거나 반복되는 임무를 위해 자동운

전가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 운전지원 및 경보처리가능

o 원전의 어떤 이상상태에서도 운전원이 안전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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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전소 상태변수들이 운전제한조건에 접근하거나 초과하는 것을 운전원

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o R.G. 1.97 에서 요구되는 필수안전변수는 독립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처

리확어야 하고， 운전원에게 감시를 위한 정보를 저}공해야 한다.

o 모든 운전모드에서 운전원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절차서를 전기적 인 표

시기기에 표시해야 한다.

o 경보는 그룹화 되어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불 필요

한 경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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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MIS 신기술 분석

현재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차세대 hα，1IS를 제안하고 있으며， 파EA의

“Guidelines for Control Room Systems Design"의 제 6 창에서는 차세대 주제어실

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세

대 주제어질의 신기술 몇 선진 각국의 주요 차세대 Aα，1IS의 특정들을 분석하므로

써 한국의 차세대 주제어실에 적용가능한 신기술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제 1 절. 차세대 MMIS의 산기술

1. 단순화된 운전원작업반(compact operator workstations)

일반적으로 단순화된 운전원작업반은 다수의 CRT와 평면표시판넬(FDP:Flat

Diaplay Panels)로 구성되어 있다. 이 CRT와 FDP는 발전소의 상황을 나타내는 변

수들을 운전원이 감시하거나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감시 및 제어기능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운전원의 수행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공간의 축소 및 운전원의 신체적인 작업부하 감소등

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안전계통에는 FDP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진과 같은

특정조건하에서는CRT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CRT는 주로 비안전

계통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의 표시 및 제어를 위하여 접촉

화면(touch screens)과 같은 소프트 제어기술(soft control technologies)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2. 대형정보표시화면(Large Scale Information Display)

IPSO, 대형표시 기 (large scale displays) , 대형 미 빅판넬 (large mimic panel),

혹은 벽판넬정보반(wall panel information station WPIS) 등과 같은 명칭으로 불

리는 대형정보표시화면은 발전소 상황을 운전원에게 개괄적으로 채공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대형정보표시화변의 일부는 주요변수의 추세， 절차서， 진단 지원 등

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인간공학자는 대형정보화면이 소프

트 제어기술을 적용할 때 주로 발생하는 CRT tunnel vision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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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전원의 행태를 상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다.

3. 기능적으로 조직화원 검보계통(functionally organized alarm systems)

대부분의 차세대 주제어실에서는 경보의 불균형문제(alann avalanche

problem)를 혜결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계통을 사용한다. 일란적으로 이러한 경보계

통은 긴급한 경보를 쉽게 언식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경보의 원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경보의 표시순서를 다루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기능부터

고장난 거기까져를 하향식으로 제공해주는 풍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퍼EA-IWG-NPPCI-93/3에서는 현대의 경보계통이 가져야 하는 25개의 기능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었다.

4. 운전원작업반에서의 정보순항(Information Navigation in Workstation)

대부분의 차세대 주제어실에서는 발전소의 기능이나 기기 등의 구분으로 계

층적인 형태를 사용하여 발전소의 공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설계접근

방법은 운전원이 발전소 공정상의 문제를 쉽게 발견해 낼 수 있으며 발전소를 정상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N4나

CNADU의 경우에는 직무기반(task oriented) 접근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특정직

무를 운전원이 수행하겨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동일한 화변에 나타내어 운전

원여 적절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많은 VDU화면을 탐색할 필요가 없는 특징

이 있다.

5. 주제어실에서의 운전원조직 (Staff organization in control rooms)

대부분의 차세대 주제어실에서는 착석한 1인의 운전원과 분리된 운전원작업

반에서 발전소 공정을 감시하는 1인의 감독자에 의하여 발전소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과 관련되는 상황에서는 부가적인 운전요원을 필요로 하

고 있다.

6. 지능형 운천지원(Intelligent operator aids)

고장을 진단하거나 적절한 조치사항(recovery actions)을 운전원이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많은 지능형 운전지원시스템이 개발되어 왔다. 이중 많은

시스탬은 기폰의 주제어실에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조언기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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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은 운전원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었다는 단점이 있다.

지능형 운전지원은 주로 전산화된 벼상운전절차서나 고장진단 및 운전절차

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상태에 대한 절차서의 합성둥을 포함하는 지식기반 시스탬

을말한다.

7. 자동화 수준{Level of Automatiom}

일반적으로 차세대 주제어설은 공정의 자동화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발전소

공정정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

전계통에 대해서는 자동화 수준이 증대되고 있다. 자동화에는 크게 소프트 자동화

시스템(soft automation system)과 하드 자동화 시스템(hard automation system)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였다. 소프트 자동화 시스댐은 다양한 발전소 공정상

태를 운전원이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예를 들면 (j)안전계통여 성공적으로 작

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동안전점검(automatic safety check)과 (ii)안전계

통을 작동시킨 후에 발전소 기기의 작동상태를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지원기능 등이

소표트 자동화 시스템의 범주에 속한다. 하드 자동화 시스댐은 발전소의 안전성을

유지하거나 운전원이 일상적인 직무(routine tasks) 혹은 정신적으로 복잡한 직무

(distracting tasks)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예를 들면 잔열제거계통을 공급수원

(water supply sources)에 배정하는 단순한 작업의 경우에 시랜스마스터제어스위치

(sequence master control switch)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하드 자동화에 속한다.

아런 경우에 운전원은 자동시랜스를 겨l속하여 운용하여야 할지 혹은 정지시켜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하순:페 ul 분기첩을 하드 자동화 시스템에서 운전원에거j 갈려푼다.

8. 정보의 중복(Information Redundancy)

신호다중화(multiplex) 기술은 발전소 공정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발전

소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전소 전원

상실시 평변화면판넬(FDP)에 의하여 발전소를 제여할 수 있으며， 대형정보표시화면

으로부터 주요변수를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안전겨}통과 비안전계통으로부터의 정보

는 분리되어 처리되고 측정될 수 었다.

9. 디지털기술의 적용

원전의 제어계통은 발전소 상태에 따라 안전하고 정확한 제어행위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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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기능을 가진다. 안전 및 비안전 관련 제어계통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자가진단기능， on-line 교정기능， 신호검증기법 둥과 같아 제어계통의 신뢰도와 관

련된 기능을 적용할 수 있고， 모률화 및 표준화 둥을 사용하여 유지보수의 편리성

을 추구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제어계통간에는 통신망으로 연결할 수

었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10. 자동기동시스댐

자동거동시스댐은 원자로냉각수계통 충수 및 배수 후 저온정지상태에서 임

의의 원자로 출력까지 정상 기동에 필요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원전에서는 정상기동시 1차 및 2차계통의 운전원들이 운전절차애 따라 수

동으로 운전하고 있어 운전원 부주의로 언한 발전소 정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운전기간 동안 운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1)

원자로 냉각재 계통 온도 및 압력제어 2) 가압기 수위제어 3) 예상 임계점 계산

및 제어봉 제어 및 봉산농도 제어 등과 같은 제어행위， 4) 2차 계통 기동 둥이 있

다. 자동기동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업무들을 컴퓨터 명령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되도

록 하지만 안접주입으로의 밸브배열 원자로 냉각수 펌프 기동 등과 같이 발전소

안전에 관련된 제어행위나 운전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될 필요가 었는 체어행위

는 수동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발전소 상태나 기동운전에 필요한 절차 및 주의사항

등과 같은 메시지는 CRT에 표시되도록 구성된다. 이 자동기동샤스템은 운전원의

작업부하를 경감시키고， 발전소 신뢰도와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11. 자료전송통신망 적용

발전소의 배션을 단순화하고， 대량의 정보전송 및 비용을 경감하가 위하여

현채 개발중인 MMIS에서는 자료전송 통신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전송 통

신망은 추후 성능 및 기능확장을 위해 표준화된 하드혜어와 소프트웨어 및 표준화

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혜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된 기능노드들을 적절

히 연결하기 위해 자료전송 통신망은， 기능분석 및 운전원 직무분석을 통해 전송할

정보의 량을 파악하고， 전체 계측제어계통의 구조 및 각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설

정하여야 한다. 또한 plant and communication system의 시율레이션을 수행하여 운

전모드에 따라 설정된 네트워크의 과부하 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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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혜외 차세대 MMIS의 특정

1. 프량스의 N4

EdF에서는 1400MWe급 N4발전소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

로토타업은 S3C 전 규모 시율레이터에 의하여 검증되었다. N4짜어실의 주요한 설

계목적은 다음파 같다.

0 단순화된 운전원작업반에서 2인의 운전원이 발전소를 제어

o 정상， 과도 그리고 사고후 상태에서 유사한 운전수단의 사용

o 정보표시는 구체적인 직무 및 발전소 상황에 적웅되도록 함

o 제어 및 그와 관련된 정보표시는 한 화면에 표현

o 강력한 경보처리능력 제공

o 모든 발전소 상황에 대하여 전산화된 절차서 제공

o 운전원작업반에 운전지원기능의 통합

N4와 주제어실은 4개의 동일한 VDU와 발전소 가기의 상태 및 주요 계통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하나의 대형미막판넬(large mimiC panel)로 구성되어 있다‘ 두

명의 운전원 및 한 명의 감독자가 발전소를 운전하며， λ}고상황시에는 한 명의 안

전공학자(safety engineer)7} 추가된다. 발전소 운전은 두대의 운전원작업반에서 수

행하며， 감독자 및 안전공학자의 운전원작업반은감시를 위하여 사용한다. 전통적인

백업판넬(back-up panel)은 대형미믹판넬 하부에 위치하여 발전소 공정전산기의 고

장시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EdF는 N4 MMI의 사용자 친근(user-friendliness) 을 중시하였다. 어떤 직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화면인 독립화면 (self-contained)

을 채택한 이유도 사용자 친근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N4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운전원여 운전원작업반상의 화변에 표시되는

전산화된 절차서에 따라서 발전소를 운전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발전소 공정 전산

기는 계속적으로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며 운전절차에 따라 수행시 발전소 상태변수

의 변화를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만일 발잔소 공정 전산기가 고장이 나면 운전훤은

즉각적으로 백엽판넬 및 대형미믹판넬을 사용하여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셔키도록

되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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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의 설계철학은 운전원을 발전소 공정상어l 하나의 통합된 개체로 간주하

는 것이며， 운전원은 어떤 특정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시스템에 의하여 지시되고 예

외적인 경우에만 운전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N4의 경보계통은 컴퓨터시스댐에 의하여 처리되는데， 3단계의 경보 우선순

위화를 적용하고 있다.

(i)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보

(피) 위급한 발전소 상황을 나타내는 색함호화된(colour-coded) 경보

(iii) 기기에 대한 경보와 기능에 대한 경보는 차별됨. 예를 들면， 기기에 대

한 경보는 유지보수가 취해지면 화변에서 소거가능함.

N4의 I&C 레벨 0에는 구동기， 프로세스 변수(par하neter)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 전기변환기， 각종 스위치， 그리고 중성자 검출가 및 제어봉 위치 검출기등

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레벨 I은 NSSS 제어 보호계통 및 터변제어 등이 포함

되어 발전소의 모든 제어행위를 수행한다.

N4 series의 디지럴보호계통과노심(core)제어시스템은 MERLIN-GERIN사의

C03 (COre COntrol COmand)에 의해 수행되며 , C03는 디 지럴 보호계통(SPIN) ， 원

전 계측시스댐 (NIS . Nuclear Instrumentation System) 및 제어봉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N4에서는 증기발생기에서 나온 증기의 대기방출을 저}어하고 모

니터링하는 기능을 CLASS IE로 분류하고 GCTA 시스렘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벼안전급에 대한 폐루프제어 및 로직제어를 수행하는 제어시스댐은

HARTMANN- BRAUN사의 Contronic E(SCAT로 명명)를 사용하여 설계하었우며，

제어시스템을 그룹펑하여 하나의 디지털 제어겨에 실장하였고 이 제어기는 제어실

에서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통신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어실과 제어시스템 그리고 제어시스댐간에

모토롤라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야용한 네트워크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레벨

간의 통신 및 안전관련시스탱과 비안전급시스템사이의 통신은 전기적 물리적으로

격리를 위하여 광섬유 격려소자를 이용하였다.

2_ 일본의 APWR

일본의 APWR사업자들과 Mitsubishi그룹은 차세대 주제어실을 개발하고 있

다. 이 차세대 주채어실은 운전원작업반， 감독자작업반， 그라고 벽화면(wal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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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원작업반은 착석한 l인의 운전원이 사고시를 포함

하여 모든 운전초건하에서 원자로， 터빈， 중기발생기 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다. 모든 하드와이어드(hardwired) 지시계와 스위치는 CRT와 FDP로 대치되

었는데， 안전계통의 일부는 계속하여 하드와이어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CRT는

비안천계통의 감시 빛 제어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비하여 FDP는 신뢰성이 CRT보

다 우수하여 안전계통에 사용하고 있다. 감독자작업반은 발전소의 상황감시를 위하

여 삭용하며 어떠한 제어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접촉화면과 같은 소프트

기술이 표시 및 채어 수단으로 사용되고 었다-

벽화면은 3개의 100인치 투사형 표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어실의 모든

운전요원이 관측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발전소의 개관을 제공한다. 벽화면에 발전소

의 상태개관을 표현하는 데에는 발전소의 미믹， 막대그래프， 차트， 숫자， 경보창 퉁

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며 색상 및 모양의 암호화 기법도 적용하고

있다- 벽화면의 일부는 운전지침이나 잔단정보 등과 같은 운전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져원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벽화면 및 운전원작업반에 나타나는 정보는 계통기능의 계층화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 발전소의 상태개관은 운전원이 하위화면을 참조할 필요가 없이 발

전소의 미막과 도표화된 형태로 주요한 발전소 상태변수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기기수준의 화면을 통하여 운전원은 발전소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표시 몇 제어의 통합은 소프트기술의 사용으로 가능하며 운전원의 대응에 대한 신

속한 정보의 궤환이 가능하여 운전원 수행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계

통수준의 화면에는 할선소의 P&ID사 표시되며 주로 발전소의 상태감시를 위하여

사용된다.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제어기능은 계통수준의 화면내에 특정윈도우

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모든 유형의 화면은 계층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를

가반으로 하여 순항(navigate)될 수 있다.

또 다른 일본 APWR의 특정은 운전원의 작업부하를 경감사키기 위한 경보

처리설비의 제공과 지능형 운전원 지원시스댐의 개발어다. DPAS (Dynamic

Priorities Alarm System)라고 불리는 경보처리시스템은 경보의 우선순위를 부여하

기 위하여 사용한다. 불요불급한 경보를 제거하기 보다는 안전성과 관련하여 위급

한 경보를 보다 쉽게 운전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

다. 지능형 운전원지원시스댐은 발전소 공정의 감사에서부터 고장진단， 비상운전절

차서의 합성 등의 폭넓은 영역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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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는 사고 후에 요구되는 감시 및 확인 직무를 위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시편스는 운전원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제시되도록 하고 있다(automation

transparency). 예를 들어 ECCS가 작동하면， 안전주업계통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

의 상태를 운전원에게 제공하여 운전원으로 하여금 자동시헨스가 잘 동작하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기를 운전하기 위하여 요구확는 선행조

건(pre-condition)을 운전원에게 제공하여 기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절차에 의하여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PWR은 원자로제어 및 보호계통에 최신의 컴퓨터， 디지털 신호처리거술，

자료전송 통신망 및 광전송기술을 사용한 분산제어시스댐으로설계되어 있다. 모든

제어시스댐은 이중화(redundancy)되어 주가가(main)에 단일고장(single failure)이

발생했을 때 자가진단(self-diagnosis)가능에 의해 주기기의 기능이 보조기기

(back-up)로 자동 전환된다. 이중화된 기기에 동시고장이 발생하면 。l 전의 운전상

태을 유지하며 수동운전 모드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호계통은 신뢰

성 제고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4-channel, 4-irain으로 구성되어 2-out-of-4 로직으

로 동작한다.

APWR의 보호계통인 IPS (Integrated Protection System)는 4 채널의 IPC

<Integrated Protection Cabinet) , ESFAS(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Cabinet)와 PLC (Protection Logic Cabinet) 및 MCB MUX(Main Control Board

Multiplexor)로 구성되어 있다.

3. 워l스팅하우스사의 AP600

웨스팅하우스사에서는 EPRI URD에 근거하여 차세대 주제어실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AP600 주제어실의 운전원작업반 및 대형화면에 대한 Mock-up을 제

작하여 배치 및 가타 인간공학 등의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웨스팅하우스사 AP600의 주제어실은 벽판넬정보반(WPIS: wall panel

information station)과 두개의 운전원작업반 그리고 하나의 감독자작업반으로 구성

되어 었다. 주제어실 요원구성은 두명의 운전원과 한명의 감독자이다. 벽판넬정보반

은 발전소에 대한 청보를 제공할 뿐 여하의 져l어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두대의

운전원작업반은 발전소 정보와 제어기능을 공유하며 기동 및 정져시에 운전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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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작업부하를 경감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발전소 정상운전시에는 한대

의 운전원작엽반만이 필요하다. 감독자작업반은 운전원작업반과 동일하나 운전원작

업반의 고장시에만 채어기능이 작동하도록 연동되어 있다.

벽판넬정보반은 발전소의 현상황을 상위수준에서 동적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동적안전목표표시기(Dynamic Safety Goals

Display)"는 외부환경으로의 방사능누출방지라는최상위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발전소의 기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안전성과 관련되는 다양한 경보를 강

조하여 표시하거 위하여 경보의 발생시 관련된 목표 혹은 하위목표가 강조되어

(highlighted) 표시된다. “동적생산성목표표시기(Dynamic Productivity Goals

Display)"는 전력생산을 위협하는 요소나 그 정도를 표시한다"동적발전소미믹표시

기(Dynamic Plant Mimic Display)"는 전체 발전소의 흐름도(flow type diagr러n)를

제공한다.

경보가 발생하면 연관된 주요 기기의 위치가 미믹에 강조되어 나타나며， 경

보에 대한 서술문이 운전원이 인식할 때까지 특정 화면에 하나의 윈도우로 기거의

위치에 나타나다. 또한 벽판넬정보반애 안전성 및 생산성을 위협하는 하위목적에

위협의 정도 및 유형을 표시한다. 따라서 운전원작업반상의 경보지원화면(al강m

support screens)과 벽판넬정보반의 경보간에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었다.

운전원작업반은 벽판넬정보반과 여러 대의 VDU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운전원은 벽판넬정보반에 격자(cursor)를 이동시켜서 안전성이나 생산성과 관련된

목표룰 선택할 수 었으며， 보다 정멀한 조사를 위하여 화면을 자신의 운전원작업반

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만일 운선쉰<.，)1 펠브를 조작하고자 하면 운전원은 벽판펠

정보반의 밸브위치에 격자를 이동샤키고 밸브를 선택한다. 그러면 운전원의 운전원

작업반에는 벽판넬정보반의 밸브부분이 상세하게 나타나게 되며 운전원은 제어격

자를 자신의 운전원작업반에 나타난 밸브에 위치시킨다. 밸브를 션택하고 이를 소

프트 제어기로 제어하고 자신의 제어활동을 재확인(confirm)하면 운전원의 제어직

무는 완료된다.

웨스팅하우스사는 AWARE 경보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AWARE시스템은

발전소 비정상상태를 운전원에게 알려주며 가용한 정보를 사용하여 운전원이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 및 시점흘 알려준다.AWARE 시스템은 발전소가 비정상

상태임을 정의하는 전문가의 지식쓸 포함한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를 사용하

며， 다음과 같은 4개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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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보개관돼셰지(Alarm Overview Messages) : 벽판넬정보반에 표서되

며 모든 운전원작업반에서 관측할 수 있다.

(ii) 경보지원메셰지(AI따m Support Messages) : 각 운전원작업반에서 관

측할 수 있으며 운전원의 직무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할 수도 었다.

(삼i) 자동시스댐작동머l셰지 <Action of Auto System Messages) : 운전원이

발전소의 자동안전계통의 동작상황윷 확인할 수 있다.

(iv) ESF 떼세지 : 비장대웅서스댐(Emergency Safeguide System)의 상태

를 언식하기가 용이한 형태로 제공해 준다.

。1 경보시스댐은 하향식 및 상향식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었다고 보여진다.

비정상상태에 대한 지식베이스， 메세지의 기능적 집단화， 기능집단내에서의 동적인

우선순위화， 주제어실내에 특정공간의 활용， 그리고 유연한 메세지문귀(message

wording) 등이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AP600의 계측제어계통은 Data highway & Data link 및 광케이블 사용， 고

장허용 설계， 안전등급과 비안전등급와 명확한 분리， 개선된 제어 및 보호 알고리즘

사용， 운전지원 정보처리 및 표시등의 특징을 갖는 분산제어셔스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한 AP600의 I&C 시스템은 고장부위 및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기능 및 주

가적인 기능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유지 빛 보수를 용이하께

하기 위해 모률단위로 설계되어 있다.

Integrated Protection System(IPS)은 원자력발전소의 필수 안전기능인 원전

점지 및 공학안전설비작동을 수행한다. IPS에는 reactor trip 능찌띠i 상ζ며， l1udear

instrumentation, 공학안전작동을 위한 interposing logic 등을 포함하고 있다. IPS는

분리된 분산처리 보호 subsys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out-of-4 로작으로 보호

계통동작을 수행한다.

4_CE의 NUPLEX80+

CE의 NUPLEX80+는 MMI를 인지시스템 (cognitive system)으로 간주하고있

다. 인지시스템은 해석， 계획， 그리고 의도된 전략의 실행을 위하여 발전소 공정조

건의 표현(representation)을 사용하여 작동한다. 또한 CE는 발전소의 내부를 표현

하는데 그리고 인간과 기계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구조로 중요거능

(Critical Functions)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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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PLEX80+의 주요한 구성은 IPSO(Integrated Process Status Overview),

CFMS(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 주제어반(Master Control

Worksta디。n) ， 보조제어판넬(Auxili따y Control Panel)이다.

IPSO는 대형의 동적판넬로서 발전소 공정 및 거능에 대한 상태개관정보를

제공한다. IPSO는 공정컬퓨터의 결과데이터나 혹은 션장된 공정상태정보를 연산하

는 전문가시스템에 의한 결과데야터를 사용한다. IPSO와 관련하여 4대의 VDU가

있으며 중요발전소기능을 감시하거나 다양한 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공경로의 가

용성을 나타내 주는 운전지원기능을 담당한다. 운전원은 운전원작업반에 설치된 접

촉화변에 의하여 IPS。에 접근할 수 았다.

CFMS는 중요기능의 상태를 인지하거나 이 중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공

경로흉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정의 알고리즘을 설치한 시스템을 말한다.

CFMS 인터페이스는 단순한 3 수준의 계층화된 화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상위

수준의 화면은 반응도제어， RCS 재고， Res 압력제어， 노심열제거， RCS 열제거， 격

납용기 압력 및 온도 제어， 그리고 격납용기 격려 등과 같은 중요기능상태정보를

제공한다. 중간 수준의 화면에는 다양한 중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공경로의 가

용상돼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최하위 수준의 화변에는 운전원에 의하여 선택된

성공경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한다.

보호계통은 자동으로 기능시험을 수행화며， 상용의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사용하여 2-out-of-4 로직으로 구현하였다. 현장과 주제어실에

있는 운전원 모률은 트립채널 우회， 운전우회， 가변 설정치 리셋， 우회 상황， 수동시

험시 운전원과의 연겨} 등으} 가능을 치1 공하며 다음의 특정을 갖는다.

O 모든 기능을 디지털프로세서로 처리

o 2/4 작동논리 채택(하나의 채널이 우회되면 2/3논리 적용)

o 자동 실시간 하드워l 어 및 소프트웨어 시험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대신함

o 원자로 청저와 ESF 수행거능의 통합

o 현창 케이블 감소를 위해 원격 입력다중화 및 시스템내 데이터 링크 채택

O 출력에 따른 여러 가지의 설정치로 저출력 정지(low power trip) 율을 감소

O 기기고장 표시를 포함하는 사용에 편리한 운전원 모률

0 시스템 눈금교정 딴차속도(drift)의 제거에 따른 정확도 증가

o 보다 적은 기기와 연속적인 설시간 자동샤혐기능으로 선뢰도향상

o 원자로 기동 및 정지시 선택된 기능 수동 블럭 또는 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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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기슐의 적용전략

。1상과 같은 해외 차세대 MMlS의 검토 및 분석을 다음 표 1로 요약할 수 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KNGR MMIS

N4
Japanese

WIH AP600
CE NUPLEX

P찌TR 80+

Compact
Yes Yes Yes Yes

Workstation

Large-scale
Yes Yes Yes Yes

Display

Computerized
Yes Yes Yes Yes

alarm systems

Information Task- Function- Function- Function-
navIgatIOn oriented 。riented oriented oriented

Staffing
Two Single Tw。 Single

Operators Operator Operators Operator

Intelligent
Yes Yes Yes Yes

Operator Aids

Automation Level High High High Moderate

Information
Yes Yes Yes Not Specified

Redundancy

Digital Technique Yes Yes Yes Yes

Network Yes Yes Yes Yes

차세대 MMIS에 관한 신기술의 분석을 통하여 신기술의 적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L 단순화된 운천원작업반을 사용한다-

단순화된 운전원작업반은 기존의 주제어실과 비교할 때 외관상 가장 큰 차

아를 나타낸다. 단순화된 운전원작업반이 갖는 장점은 기존의 주제어설보다 적은

공간을 차지하고 운전원의 신체적안 작업부하가 경감되며 정보의 집중화를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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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전원의 운전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자동화 수준

의 결정 및 정보의 구조가 매우 중요한 설계안건으로 대두되므로 이를 설계시 반영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원작업반의 크기， VDU의 갯수， 채어기의 선정， 운전원작업

반의 기능상실애 대한 대책 퉁이 설계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의 VDU는 기기자체의 신뢰도가 많이 향상되어 었으며 또한 그 개발속

도가 상당히 빠른 추셰이다. 기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VDU의 설계반영은 운전원

의 감사 제어기능에 있어서의 다중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정보

의 양을 축약시켜 천달할 수 있으므로 제어실의 규모면에서 상당한 축소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운전원의 운전작업시 이동범위가 축소되어 생리적연 작업부담어 감소

되며 이와 병행하여 축약된 정보제공으로 섬리적인 작업부하의 감소도 기대할 수

었다. VDU의 사용은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다양성을 부가할 수 있어 정보구

성의 설계에 유연성이 부여확며 나가서는 운전원에게 다양한 정보접근방법의 제공

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VDU의 사용은 기기구성변에서도 유연성이 우수하므로

운전지원기능과 갈은 보조기능의 추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렬식 정보표시방법은 지시계，

경보， 스위치， 등의 표시기， 경보기 그리고 제어기를 상호 배타적으로 모두 나열하

고 있는데 비하여 단순화된 운전원작업반의 경우에는 소수의 VDU를 통하여 이를

대신할 수 았다- 이때 야기되는 현안은 정보의 구성이다. 정보는 계층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의 계층적인 설계에 있어서는 단계의 수와 정보의

양여 상호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즉 단계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단계에 포함될 정보혀 강야 도등약-자고 역으로 정보의 양을 줄이면 단계의 수가 늘야

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보의 계층적 설계는 운전원의 정보취득에 보다 효과적

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계함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혜결책은 동등한 운전

환경하에서의 인간공학 실험을 통한 적합성평가이다. 이 실험평가는 정보의 구성

및 운전원작업반의 구성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었다.

2. 대형정보표시화면을사용한다.

발전소 상황의 개관을 운전원에게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운전원와 작업부하

를 감소시커는 역할을 하는 대형정보화면은 모든 차세대 주제어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각각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운전원작업반과의 상

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는지， 보조판넬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혹은 몇 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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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나누고 각각은 어떤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는 지 둥은 해외의 차세대

주제어실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대형정보

화면의 설계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의사결정은 기능분석이나 운전경험자의 조

언， 그리고 인간공학적 적합성평가 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전소의 전체적인 운전상황을 대형정보표시화면을 사용하여 표시함으로써

운전요원모두가 공통적으로 운전에 관련된 정보를 별다른 정보접근책을 취하지 않

고 신속하고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개괄적이고 공통적얀 정보제공은 원자력발

전소와 같은 대규모이고 복잡한 시스템의 운전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다. 기폰 재

래식 채어실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시기의 복잡한 나열은 운전원이 발전소운전상황을

개괄적으로 감시하고 판단하는데 매우 부정적이며 비정상이나 버상시와 같이 운전

원의 심리적 부담이 많은 운전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특히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의 운전원은 운전상황에 따라 수많은 운전변수를 감시

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적절한 제어조작을 실시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다- 운전

상태가 정상인 경우에는 감시와 채어에 필요한 운전변수의 수가 적지만 사고나 과

도상태가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는 감시해야 하는 운전변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다. 그러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원은 판단시야가 오히려 좁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흔히 잘못된 판단과 오조작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대형정보표시화

면창에 주요 운전정보를 표시하려는 시도는 사고서에 운전원의 판단셔야가 좁아져

특정정보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배경으로 한다-

3. 착능화된 경보쳐l계을 사용한다.

기존의 하드와이어드 경보기는 사용을 가능한 줄이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

도록 한다. CRT나 기타 화면에 나타내는 경보는 공간적인 이득과 함께 운전원이

쉽게 경보를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잘 구조화된 경보의 우선순위화기

법 및 경보의 집단화(grouping)기법을 적용하여 운전원의 정신적언 작업부하 및 오

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용이한 정보순항방법을사용한다.

현재의 해외 차세대 주제어실에는 기능기반 혹은 직무기반의 정보순항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각 방법에 대한 우열을 판정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운

전원와 선호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 순항문제는 단순화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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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작업반에서 언급한 정보의 계층적 구성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함

께 고려하여야 한다.

5. 운전요원은 1인으로 한다.

대부분의 차쩨대 주제어실에서는 1인에 의한 정상운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

으며， 비상시에는 추가인원에 의하여 운전하도록 되어 있다. 1인에 의한 운전의 범

위는 일반적으로 전출력운전에서 저온정지까지 혹은 고온대기까지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애 대한 결정은 운전원작업반의 단순화 정도， 운전지원시스댐의 지원정도，

자동화 수준， 운전원의 교육 및 훈련 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 운전지원시스댐을사용환다-

모든 차세대 주제어실에서는 운전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

의 효과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려나 어떤 기능에 대하여

운전원을 지원해야 하는지는 기능분석 및 할당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자동화 수

준을 결정하는 데에도 야를 반영하여야 한다.

7. 분산제어시스댐으로구축한다-

전자 및 컴퓨터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산업체에서는 분산제어시스댐을 사용

한 계측제어계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서는 공통모드 고장의 발생을 완

벽허 해결하자 못하여 디지털기술여 적용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차

세돼원전의 계측제어계통은 이러한 둔제칩을 보완하므로써 컴퓨터기술 및 자료전송

통신망을 작용한 분산제어시스템으로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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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4 절. 설계개선사항 검토

표준화 3단계 결과물인 한국표준설계요건서 제10장 및 각 계통별 설계개선 사

향을 검토하여 차세대 원전에 적용가능성을 타진한다. 표준화 3단계는 NUPLEX

80+를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나 NUPLEX 80+의 설계인증을 위한 인허가 진행상황에

따른 NRC와의 접촉결과는 표준화 3단채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표준화 3단계의

결과에 대한 적용성은 NRC의 CESSAR-DC에 대한 안전성검토보고서(FSER)에 기

반을 두었다. 표준화 3단계 검토결과는 노형평가 종합보고서 제 10권에 자세히 언

급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핵심사항만 기술한다.

1. 셜계개선사항 검토결과

가. 디지탈발전소보호계통

원자로보호계통의 설계요건은 GDC 2, 4, 20-25, 29; lOCFR 50.55 a(h);

lOCFR50.62; TMI Action Plan Item ILK.3.10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요건의

GDC 2 및 4에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각 시스탬이나 기기는 져연현상， 지진， 이상환

경， missile harzard 등의 영향에도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

리고 IEEE 279-1971의 Design- basis 요건을 딴족하며, 또한 GDC 20의 요건도 만

족한다 원자로 보호계통는 주기검사기능을 란족하는데 이 요건은 RG 1.22와 IEEE

338-1977, Reg 1.118 등이다. 우회 및 이상상태표시에 대현 요건은 RG 1 .47의 지침

을 따랐다. 원자로 보호계통의 하드워1 어 요건에서 단일고장기준은 IEEE ::3’IlJ-l~’11

및 RG 1.53을 따랐다. 신뢰도 및 검사에 대한 요건은 IEEE 279-1971을 만족하였으

며， 소프트웨어 및 공통원언고장에 대한 open item을 제외하고 원자로 보호계통은

GDC 21을 만족하였다- 독립성에 대한 요건으로는 IEEE 384-1981을 준용하였으며，

소프트웹어 독립성을 제외하고 계통의 독립성은 IEEE 279-1971의 요건을 만족하였

다. F J.Vr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에 대한 영향평가는 원자로 보호겨l

통이 고장시 안전(f，킹I-safe)모드로 설계되어 있어 GDC 23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다.

제어 몇 보호겨1통의 상호관계에서 IEEE 279-1971의 요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소프

트웨어 관련 설계만 제외하고 원자로 보호겨1통은 10CFR 50.55a(h) 및 IEEE

279-1971 요건을 만족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자로 보호계통은 GDC 24의 요건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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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였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제어봉 이탈사고와 같은 반웅도 제어계통의 여상에

대한 보호계통외 요건을 만족하였다. CESSAR 15 장에는 이 계통에 대한 자세한

사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로 보호계통은 GDC 25를 만족하였다. System

80+ APS(Alternative Protection System)는 다양성에 입각한 원자로 경보 및 다양
o

환 원자로정지계통을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10CFR 50.62의 요건을 만

족한다 RPCS(Reactor Power Cutback System)은 원자로 scr하n없이 원자로 열을

터빈 우회밸브에 의하여 져l어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수준까지 원자로 출력을 낮출

수 었는 계통이다- 이 계통은 TMI Action Plan Item II K.3.10, "Proposed

Anticipatory Trip Modification"에 언급된 내용을 System 80+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ANSVIEEE-ANS-7.4.3.2 -1982, Reg.1.152, Reg 1. 105에 제시한 요건에 대한

ABB-CE V&V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심층방어 개념 및 다양성 동을 고려한 계통

의 설계는 공통원인 고장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안전정지와 관련된 계측， initiating circuitry, logic elements , 연동， 다

중성， 원자로 임계치를 방지하기 위한 동작소자， 노섬잔열제거， 격납용기， 전체 계통

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안전정지와 관련된 GDC 2, 4, 13, 19, 34, 38요건은 만족되어

야 하며. 결론은 아래와 같다.

o 언급된 각 계통들이 규제지침과 산업계의 코드(Code)와 표준 을 따르는지

확인 및 검토수행한 후 이 검토를 계통설계에 반 영하여 각 계통이 지침을

만족하게 한다.

O 안전정지를 위한 각 겨l통 및 기기요건 즉， 지진， 자연현상， 비정상환경요인，

미사일 등에 대한 설체가 되 갔는지 확쉰한다. 이 요건은 GDC 2，4를 만족하

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계측제어 계통에 관한 fission process, 노섬건전성，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

계， 격납용기와 관련계통 퉁이 발전소 정지운전동안 변수겨 유지되는지 검

토， 이는 GDC 13 요건을 만족하도록 요구된다.

o 안전정지 및 사고후 정지에 대환 계측제어는 제어실 및 이외의 장소에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는 작동을 하여야 한다.여요 건은 GDC 19의 요

건임.

o 안전정지를 위한 계통의 요건에 펼수보조계통도 포함되며 이 계 통의 계측

제야 가능요건도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정 지와 필수 보조계통의

연결부분도 안전정지요건을 딴족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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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정지를 위한 계측제어 계통의 요건인 검사성요건， 소내 · 외 전력계통

운전성요건， 단일고장 요건들을 검토하였다. 이런 요건은 GDC 34, 35, 38만

족하면 가능하다.

- 안전정지를 위한 구현시 디지털 기술야 기본이 되는데 이는 DSER의 7.1

에 언급하였고， 상세한 사항은 디지털 계통의 open item에 포함되어 있

다.

- 대기방출 밸브는 전동기 구동밸브로 제어실 또는 원격 정지반에서 수통

으로 제어가능하나， 이 밸브들은 전력상실， 제어신 호 상실시 닫혀도록

설계되었다.

- 대기방출 밸브는 주제어실과 원격정지반의 정상전원 상실사고 시에 수동

으로 손잡이 핸들을 돌려서 조작가능하도록 설계확었다.

- 설정쳐 이상의 RCS 압력이면， 격리밸브는 열리거} 되고， 주제어 실애 경

보되어 불안전한 상태임을 알린다. 이 경보장치는 Class-IE급일 것을 요

구하고 있으나 자동으로 과압보호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굳이

Class-IE급일 필요가 없다.

- 보호계통과 전력계통의 주기적인 검사요건은 기술사양(Tech. Spec.)에 명

시되는 시험유형에 따른다.

나.디지털안전퉁급제어계통

NRC가 NUPLEX80+의 디지털 안전둥급제어계통과와 디지털 안전등급계통

-부품채야겨1동야 GDC및 IEEE 279-1971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정보좌 자

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상당부분야 소프트워1 어로 구현되므로 검토가 이루어칠

수 없었으나， 이 부분은 1TAAC 보고서 및 이에 따른 수행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질

것어다. 공학적 안전계통-부품제어계통 및 공학적안전작동계통의 관련기준 만족도

(Acceptability)는 다음과 같으며 몇 가지를 제외하곤 NUREG-0800(SRP) 기준과

그 외 적절한 규제지침을 따랐다-

뎌지털 안전등급 제어계통과 디지털 안전둥급계통-부품제어계통은지진이

나 missile harzard 등의 비정상환경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은 GDC 2와 4

를 만족한다. 디지털 안전퉁급 제어계통은 IEEE- 279-1971의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발전소의 사고상태를 감지하여 필요한 다지털 안전등급계통-부품제어계통을 기동한

다， 따라서 이것은 GDC20을 만족한다. 디지털 안전둥급 제어계통은 1EEE338-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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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G 1.22의 주기점검 지침을 만족하고， RG 1.47의 동작불능 및 우회상태 표시요

건을 만족한다. 디지혈 안전둥급 제어계통은 IEEE-379-1972의 단일고장기준을 만

족하며，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가 어느 기기나 채널의 제거도

고려되어 수행되었다. 소프트혜어 결함 및 관련 공통원언고장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설계다양성 확보문제는 open item으로 남겨져 있다.(7.2.2.2-1). 그 외에 System80+

는 IEEE-279와 GDC 21의 시험성，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한다.

디지털 안전퉁급 제어계통 설계는 IEEE-384-1981의 보호계통 독립성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 또 이것의 하드웨어는 IEEE-289-1971과 GDC 22를 만족한다. 디

지털 안전둥급 제어계통은 Safe Failure State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므로 GDC23

을 만족한다. 디지럴 안전퉁급 제어계통은 다른 Plant Operating Control System들

과 연결되는데 있어서 IEEE-279외 CDC 24를 만족한다. NRC는 디지탈 안전동급

제어계통의 비소프트웨어 부분은 10CFR50.55와 IEEE-279-1971을 만족한다고 평가

한다

다지렬 안전등급계통-부품채어계통에대한 샤험성， 운전성， 단일고장 기준

등에 관한 평가를 한 결과 소프트웨어 다양성을 빼고는 디지털 안전둥급계통-부품

제어계통은 충분하 독립적이고，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여 CDC 34,35,38, 41을 충족

한다뇨 평가한다.

NRC는 디지털 안전등급 채어계통과 다지털 안전등급계통一부품제어계통의

필수보조계통에 대한 의존도를 검토한 결과 디지털 안전동급 제어계통 및 디지혈

안전등급계통-부품제어계통이 저원겨}통(Supporting System)의 성능요건과 서로 부

합하므로 디져털 안전등급계통-루품채야체등， 다치털 칸전등급 제어계통과 지원계

통(Supporting system)간의 인터페이스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디지럴 안전등급 제어계통 디지털 안전등급계통-부품제

어계통 설계는 ITAAC에서 검토될 상세설계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타당하며

적절하다. 다지털 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공통원인고장 대책과 다양성 확보문제는

Open Item이다.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CE의

주장은 디지털 시스템은 성숙한 소프트워l 어개발방법을 사용하여 같은 아날로그계통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고， 중대한 결함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양(Specification)동을 만드는 설계 단계에서 생긴다는 것

이다. 결국 큰 결함은 시스템의 구현방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NRC는 CE의 분

석을 검토할 것이다. 이것 역서 Open Item 이다. CE는 Multiplexor에 대해 공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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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맞는 품질인지 여부，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취약성， 삼충방호수단에 대한 평가

를 하여 Multiplexor Vulnerability를 설명하였다.

다. 디지털 공정제어계통

디지털 공정제어계통의 기능설계는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며 GDC

13과 19의 관련요칸들과 일치환다. 이와 같은 결론은 예상운전사고와 정상부하변동

시 발전소의 과도상태 웅답에 관한 NRC 검토요원의 검토의견에도 근거를 두고 있

다. 즉 이 공정제어계통의 기능설계는 운전한 계치 내에서 계통변수들을 유지하는

능력이 었다는 점에서 GDC 13의 요건과 일치하며， 예상운전사고를 포함해서 정상

운전 동안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

는다는 점에서 GDC 19의 요건과 일치한다.

10CFR50.62에서 요구하고 있는 APS의 다양한 터번불시정지 능력에 관한

사항과 비상급수 계롱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성도 확보되었다.

또한 예상운전사고의 분석에 의해 계통자체의 손실이나 전원과 같은 보조

계통의 손실시에도 제한된 조컨보다 더 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

인되었고 디지털 공정제어계통의 기능설계는 발전소의 안전에는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안전이 요구되지 않는 제어계통들， 즉 디지털 공정제어계통은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과 뎌지털 안전등급 제어계통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

라. 발전소 전산기계통 기능확장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이 Standard Review Plan 7.5절의 허용기준에 부

합되는지 검토되었다. 해당 검토자료는 다음과 같다.

o GDC 2, "Design Basi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o GDC 4, "Environmental and Missile Design Basis"

o GDC 13, "Instrumentation and Control"

o GDC 19, "Control Room"

GDC 2와 3은 RG 1.97의 Cat. 1 및 2로 분류되는 변수에 적용된다.4개의

GDC에 대한 계통설계 부합평가에는 RG 1.47, RG 1.75, RG 1.97, RG 1.105,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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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1의 Position 5, RG 1.152 및 NUREG-0696이 사용되었다. 검토결과 안전에 중

요한 정보계통이 GDC 2, 4, 13 및 19의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PAMI 파라미터를 포함한 Cat. 1의 변수들이 DPS, DlAS-N, P에 표시되고 DlAS에

의환 표시는 Class IE둥급은 아니지만 내진둥급이다. DPS는 비안전관련계통이고

내진둥급설계도 아니지만 Cat. 1의 변수들을 표시한다. Cat. 2의 변수표시둥급은 내

진동급이 아니라는 것을 제와하고는 Cat.l과 같다.

DIAS 및 DPS셜비의 셜계기준은 온도 20-23 "C, 습도 20-100%, 감마선 노

출 lOGy, 화학물질살포에 노출금지 퉁이다. 설비의 환경요건은 IEEE323-1974, RG

1.89 Rev.Ol , IEE앓44-1975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으벅 이것은 GDC 2및 4의 요건

을 만족시칸다.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은 사고중 또는 사고후 발전소상태인석에 필요한

계측지침으로 ANSν와'-JS-4.5-1980에 부합된다. Cat.l의 변수에 관한 다중성은

DIAS-N과 DIAS-P채널로 만족되고 전기적 독립， 물리적 격려요건으로 구비완다.

각 Cat.l의 변수는 DIAS가 고장일 때 DPS에 의해 처리된다. 다증정보계통은 RG

1.75의 전기계통의 물리적 독립성 지침에 따른다. CaLl 지시기의 범위는 RG 1.97에

지정된 범위와 부합되고 센서의 계측범위 및 설정치는 RG 1. 105에 따른다. 바이패

스 상태표시는 RG 1.47을 만족시킨다. 감시체통과 변수들에 대해 안전에 중요한 정

보계통이 GDC 13의 요건과 부합됨이 확인되었다. 사고 후 감시방법， 안전관련 프로

세서 표시방법， ESF계통 파라마터 표시 등을 검토결과 충분한 다중성은 었으나

CESSAR에 나온 범위는 전형적인 경우들이다. 이에 대해 실제범위는 발전소에 따

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셜병되고 갔다.

마. 정보 및 표시계통

DIAS 및 DPS설비는 환경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것은 GDC 2

및 4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은 사고중 또는 사고후 발전소

상태인식에 필요한 계측지침으로 ANSνANS一4.5-1980에 부합된다. Cat. l의 변수에

관한 다중성은 DIAS-N과 DIAS-P채널로 만족되고 전기적 독립， 물리적 격리요건

으로 구버된다. 다중정보계통은 RG 1.75의 전기계통의 물라적 독립성 지침에 따른

다. Cat.l 지시기의 범위는 RG 1.97에 지정된 범위와 부합되고 센서의 계측범위 및

설정치는 RG 1. 105애 따른다. 바이패스 상태표시는 RG 1.47을 만족시킨다. 감사계

통과 변수들에 대해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이 GDC 13의 요건과 부합됨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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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 적용전략

ABB-CE가 많은 언허가 현안에 대해 FSER 단계에서 ITAAC으로 종결처리

하고 최종설계인증(FDA)을 NRC로 부터 받았으나 앞으로 NUPLEX 80+를 완성하

기 위해서는 추후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현존 인허가 요건이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최신의 인허가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활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MMIS 개발은 기본적으로 1994년 말 기준 신규 인허가 요건

을 전폭 적용토록 혜야 하며 이는 NUPLEX 80+를 개발 경험을 차세대 MMIS에

활용할 때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가. 원자로 보호계통

인허가 측면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셜계요건을 만족하므로 타딩

하나， 새롭게 발행된 안전등급 디지털계통에 대한 IEEE 7-4.3.2-1993의 요건 적용

을 검토해야 하며 적용에 따른 타당성이 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나 디지털 안전동급 제어계통

디지털 안전등급 제어계통을 적용하기 위혜서는 최적신호 Scanning 및 계

통 Response time 분석， Remote MUX. 채용에 따른 신호 그룹핑과 구획화 방안 분

석， MUX. 현장 설치를 위한 환경 영향 분석， Fiber optic data communication 방식

검토 등을 통하여 최적계통 구성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 디지털 공정제어계통

디지털 공정제어계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multiplexor의 취약성을 검토하

여야 한다. 주요 평가사항은 산업표준 요건 만족여부， 공통모드 고장에 관환 취약

성， hardwire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통이 multiplexor를 우회제어할 경우의

신뢰성 등이다.

라. 정보 및 표시계통

주제어실의 개선을 위혜 전자표시장치를 이용할 경우 선규 설계절차요건，

NUREG-0711에 가연한 인간공학적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배치방안이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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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전자표시장치의 하드웨어는 어떤 일부 변수에 할당된 전용 표서장치와 안전

계통의 표시장치에는 내진요건을 반족할 수 있는 Flat Panel Display 둥을 사용하

고， 비안전제어계통에는CRT 표시장치의 사용이 허용되도록 한다.

또한 경보 및 지시계통의 개선을 위해서는 Annunciator Signal Grouping

방안， Annunciator Privatization 분석 및 경보정보의 순차화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

되어야 한다.

발전소 종합 정보 표시판은 중앙제어실의 모든 운전원 및 감독자들이 한눈

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공간을 가져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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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세대 MMIS 설계개념

제 1 철. 차세대원전 MMIS 절계기준

원자력발전소 설계， 운영경헝과 원전 신기술의 연구 빛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lαtfiS는 다음의 목적

을 추구한다.

o 발전소안전성을 향상시킨다.

o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o 현재 국내 규제요건을 만족샤킨다.

MMIS 설계원칙 및 기본설계요건 선진노형별 MMIS 설계특성분석 및 신기

술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재발되는 차세대 원자로 IVIMIS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MMIS 설계기준

가. 제어실 운영 및 구성(Control Room ConfIguration)

1) 정상운전시 제어실의 제어영역에는 최소한 운전감독자 혹은 SRO면허소

지자 1명과 원자로운전원 혹은 RO면허소지자 1명이 있어야 한다.

2) 채어실 작업공간에서 고온대기와 전출력간의 정상운전이 원자로운전원 1

인에 의해서도 가능하여야 한다.

3) 원자로운전원과 운전감독자가 발전소 상황의 감시 및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착석식의 단순화된 운전원작업반(compact operator workstation)을

제어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운전원의 착석식 운전원작업반은 다수의 VDU와 그와 관련된 제

어기로 구성하고， 운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운전원이 용이하게 취득할

수 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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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감독자의 운전원작업반은 원자로운전원의 운전원작업반과 동일하여

야 하며， 정상운전시 제어기능이 동착하지 않아야 하고， 원자로운전원의

모든 운전원작업반이 사용불가능할 때에만 져l어기능이 동작하여야 한다.

6) 제어실에는 원자로운전원이 자신의 운전원작업반에서 발전소 운전상태

개관(overview)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대형정보화면(Large

Scale Information Display: LSID)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모든 운전상황에 대하여 원자로운전원의 작업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분

리된 사무실올 교대감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제어실 설비는 운전원의 시야， 사용빈도， 사용절차， 기능적인 관련성， 통

신 및 이동궤적 동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9) 지진， 홍수， 화재， 혹은 기타 이유로 안하여 제어실에 운전원이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제어실은 항상 쾌적한 환경

을 유저하여야 하고 모든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제어실에는 기술지원센터(technical support center)와 기타 운전편의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보처리 및 표시 <Information Processing & Presentation)

1) 운전원의 정신적 작업부하가 과도하져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원이 처

리하여야 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도록 한다.

기존의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정보량은 막대한 양으로 이들 자료는 처리

과정을 가의 거치저 않은 채 기픈펴 체카실Uil 그다}로 표시되어， 특히 많

은 파라미터가 변하는 과도상태에서는 운전원의 합당한 처리능력을 벗

어나는 정보표시로 인해 운전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왔다. 1979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TMI2 사고는 정보의 홍수속에 중요정보를 잃은 예이

다.

2) 일반적인 감시 제어 및 상세한 진단 등을 위하여 운전원이 요구하는 정

보와 발전소 상태표시와는 멀접하게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발전소 운전시 운전원은 운전업무를 지원할 여러 단계의 정보를 요구한

다. 운전원의 작업영역은 전체공정이나 특정 계통 혹은 기능 등의 일반

감시에서부터 계통제어 및 특정기기나 공정의 상세진단에까지 이른다.

이러한 엽무를 최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표시되는 정보가 적절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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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처리되어야 하고， 정보요건의 계층적 성격으로 볼 때 표시정보의

계층적 구성이 적절하다.

3) 운전원이 발전소의 상태를 신속하게 이해할 수 았는 표시기술을 적용하

여야환다.

정보제공의 목적은 운전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표시방법의 채

택에 었어서는 요구되는 업무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었도록 하는 정보표시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은 비정상 발전소

상태에서 운전원의 작업부하가 높아질 때 더욱 중요하다.

4) 운전원은 원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차세대제어실에서는정보처려 및 표시에 컴퓨터를 확장사용한다. 컴퓨터

의 사용으로 한 위치에서 정보를 다양하게 채공하여 기존의 제어실보다

공간적으로 져정된 정보제공의 형태가 적어진다. MMI는 모든 정보단계

로의 접근이 쉽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5) 정상운전시 사용하는 표시기(display)는 사고 상황시에 사용하는 표시기

와 동일한 형태이어야 한다.

이 근거는 Regulatory guide 1.97의 표 l에 있는 사고후 감시계측(Post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 PAMI) 항에 대 비한 컷이 다. 특히

운전원이 사고시 정신적 부담이 가중될 때 잠재적인 운전원 실수를 감

소사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정보의 형태에 친숙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

한 일아다. 이것은 사고상황에서반 사용되는 예비용 정보표시의 채용을

배제하는 것아다. 이 근거는 Regulatory guide 1.97 표 2의 PAMI 정보

의 확장된 표시요건과도 연계되어 마련되는 것이다. 이 표시영역은 때로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표시정보의 정밀도 요건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6) 정보의 표셔 몇 처리장치는 충분한 중복성(redundancy)과 다양성

(diversity)을 가져야 한다.

설벼고장으로 인한 운전원의 발전소 공정감시 능력저하로 발전소 가동

율이나 안전여 영향받게 해샤는 안된다. 이것은 공통원인에 의한 고장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함을 포함한다.

7) 발전소운전에 져장을 주지 않도록 높은 가동율(availability)을 가져야 한

다.

데이타처리시스댐은 어떤 단일컴퓨터에샤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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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손상하지 않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어떠

한 시스댐의 단일고장 즉， Display Generator의 고장으로 인해 제어반의

전체 CR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대비책을 확보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용성에 대한 요건은 NUREG-0696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중요변수(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에 대해 처온

정지를 제외한 모든 운전상태동안의 운전가용성 99%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8) 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응답시간(response time)을 가져야 한다.

여러 가지 MMI 기기의 사용으로 각 MMI 기기의 업.출력에 대한 적합

한 응답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타처려시스텔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Touch CRT상애서의 목적대상을 선택하였을 때 적절한 시간 내에

요구한 대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적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시간과 시스템데이타를 주기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

록 모든 발생가능한 시간응답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9) On-lme으로 자가진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운전가용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전 중에도 MMI 기기의 동작시혐

및- 컴퓨터 자체적으로 시스템고장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을 수행할 수

았는 자동고장진단기능을 제공하여 운전원의 유자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스템자책의 가동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중복성(Redundancy) 요건을 적용하여 하드웨어 시

스템의 유지보수 동안에도 천체시스닫깅을-풍지시커지 찮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한다.

10) 발전소 수명동안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

연성을 가져야 한다.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기존의 시스템에 부가시킬 경우 기존악 소프트웨

어를 변경하거나 재 설계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확장모률을 첨가시켜서

기능을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의 충분한 확장성과 유연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억용량의

확장이나 통신선로의 확장 및 CRT 갯수의 증가 같은 것도 모률화 개념

으로 되어 있어 단순히 차드나 Module board를 삽입함으로서 그 기능

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시스댐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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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뿐만 아나라 차후 시스템을 확장할 때 인적오류를 최소화하고 시

스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1) 정보가 필요한 시스템과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교환이 될 수 었어야 한

다.

데이타처리를 위한 통신시스댐은 시스댐에서 요구하는 입출력 데이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았는 용량과 크기를 가져야 하고， 안전둥급사스댐과

충분허 격리되고 태이타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데이타 점검 프로토콜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데이타의 흐름에

관련하여 양방향성의 통신이 가능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주가적으로

데이타를 갱신하여 표서할 수 었도록 하는 데이타 전송주파수가 가용하

여야 한다.

다. 경보 처 리 및 표시 (Alaffi1 Processing & Presentation)

1)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한 비정상상태를 운전원에재 신속히 알려줄 수 있

도록 설계한다

경보계통은 운전원이 발전소의 상태 파악시 최상위 정보완으로 활용되

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경보발생시 운전원이 발전소 및 계통의 상

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전정보를 제공한다.

2) 거존경보계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보신호의 수를 효과적으로

축약하여야 한다.

발전소펴 비상 빚 과도상태시 경보폭주를 방지하고， 운전원의 작업부담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경보의 수 및 경보발생 빈도를

줄여야 한다.

o 경보조건은 “ dark board at power" 개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o 불필요한 순간적인 경보(nuisance alarm) 및 잡음으로 인한 경보를

제거하여야 한다、

o 발전소의 상태 및 운전모드에 따라 경보를 나타내어야 한다.

O 경보의 중요도 및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경보의 우선

순위를 둔다.

3) 경보설정치의 접근정도 및 감시능력을 강화하여 발전소의 안전성과 운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운전원이 염의로 경보 및 경보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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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장의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보계통은 충분한 확장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발전소의 운전기칸 동안 계통， 기기， 운전절차 및 인허가 관련사항의 변

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드돼어， 소프트웨어 및 표시기기의 충분한 확

장 및 변경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경보계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워하여 주기적인 기능검사 능력을 갖추어

야한다.

Built-in test feature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기능을 검사하여야 하며，

특히 시각적 및 청각적 기기(톤 발생가 및 표시기기)의 기능상실을 예방

하기 위한 검사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시 우회되는 경보

및 고장난 경보에 관한 사항을 운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경보계통은 주제어실에 있는 모든 요원이 할당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보계통은 전체 MMIS와 통합된 형태로서 설계되어야 하며， 경보 발생

시 운전원이 발전소의 상태를 감사하고 진단하기 위하여 경보관련 정보

를 다른 정보처리계통과 통합되도록 한다.

7) 안전에 관련된 중요경보는 공간적으로 돼치된 표시기 (spatially -dedicated

display)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발전소의 전체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보 및 운전원의 신속한 조치

가 필요한 경보는 운전원의 인지능력을 높이겨 위해 항상 같은 위치에

계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섞으도 배치된 표시기에 나타나

는 경보의 세부정보는 제어반의 관련 VDU에도 표시되어야 한다

8) 경보표서 및 경보제어 기능(acknowledge， silence, reset 등)은 운전원의

작업부담을 줄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경보의 연지 및 acknowledge를 용이하게 하고， 운전원이 인지하지 않은

경보를 acknowledge 하지 않도록 정보제어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모든 경보는 운전원이 경보발생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았도록 청각적

기능을 추가하여야 한다.

경보발생， 경보 상태의 변화 및 경보 acknowledge 등에 고유 주파수를

갖는 여러 가지의 경보음을 설정하여 운전원이 지나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경보를 인식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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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보는 중요도에 따라 시각적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표시한다-

경보션호의 중요도에 따라 시각적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있도록 표시

하여 운전원이 발전소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도록 한다.

라. 제 어 기 (Controller)

1) 요구되는 반응시간 사용번도 혹은 수통조작의 복잡성 퉁으로 인하여 운

전원에게 부파되는 작업부하가 파도한 제어기능은 자동화한다.

작업부하， 복잡성， 그리고 진단-의사결정-반웅시간둥의 측면에서 운전

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어기능이나， 혹은 운전원의 한계 내에 었으나

빈번히 수행하여야 하는 단순하고 지속적인 제어기능은 인적오류를 발

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2) 수동제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전원의 의사결정을 져원하기 위한 가능

을 포함할 수 었도록 한다.

수동제어는 운전원의 직무긴장도 및 준비성 등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인

적오류의 가능성야 높다. 그러므로 수동제어시 발전소 상태를 적절한 운

전한계(operating limits)로 유져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기능이 포함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어조작이 요구되는 제어기는 운전원의 접근이 용이하고， 선속한 반응

이 가능하도록 공간적인 배려가 었어야 한다.

운전원은 제어조작이 요구될 때 신속하게 관련된 제어기 부근으로의 이

동이 용이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작업부하없이 제어조작

을 할 수 았어야 한다. 인체측정학(anthropolatry )과 기능적인 구획화

(grouping) 등은 신속한 제어조작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어기의 설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마. 대형정보화면(Large Scale Information Display)과 CRT

1) 대형정보화면

가) 대형정보화면은 운전원이 발전소의 전반적인 운전상태를 신속히 파악

하는데 펼수적인 발전소 운전개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발전소 공정처리 및 운전의 자동화 추세에 힘입어 제어실 운전원의

제어작업 부담은 감소 경향을 보여고 있으나 자동화된 공정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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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진단 및 감시작업 부담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발

전소 운전상태가 발생할 경우 다량약 운찬정보를 토대로 발전소의 전

반적인 운전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운전원의 작업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발전소의 전반적인 운전상태 개관을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필요한 발

전소 운전정보를 대형화변에 계속적으로 표시하여 채공한다면 제어실

운전원의 작업부하를 경감셔킬 수 있다. 보든 발전소 운전모드에서도

운전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대형정보화변을 설계하기 위하여 표시가

펼요한 운전정보의 추출과 표시방법 표시정보의 조직적 구성은 합리

적 근거를 가져야 하며 설계결과는 인간공학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대형정보화면은 운전원이 발전소 운전 개관정보를 용이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운전원 작업반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한다.

중앙제어실 구성 조직원은 각각 별개의 제한된 영역의 운전작업을 수

행하지반 발전소의 전반적얀 운전상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모든 발전소 운전모드 동안에 제어설 구성 조직원들

간의 긴밀한 협업작업과 의사소통의 자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형정

보화면상의 운전정보를 제어설 구성 조직원틀 모두가 각자의 주제어

및 감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대형정보화면을 운전

원제어란 전방에 위치시켠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1어실 구성 조직 구

성원 모두가 발전소 운전상태 개관을 계속 파악할 수 있으며 협업작

업 수행과 의사소통을 보다 훤활하게 랄 수 있다.

다) 대형정보화면에 표시되는 운전정보는 제어실 운전원의 주감시 및 제

어영역에서 명확하게 관측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운전원이 운전원제어반의 주활동영역에 착석한

상태혜서 대형정보화면상에 표샤되는 개개의 운전정보 값을 분명하게

식별하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운전원제어반과 대형정보화

면 사이애는 시각적인 장애가 없어야 하며 대형정보화면상의 표시정

보는 운전원에거1 인간공학적 적합성을 가진 크기， 거리， 색상， 형상

등을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대형정보화면상의 표시정보 중에서 안전

성 유지애 중요한 정보와 발전소의 효율적 운전에 매우 중요한 정보

는 연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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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T

가) 제어실 운전원이 발전소 운전애 필요충분한 운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접근 및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 CRT를 운전원 제어반에 제공하여

야한다-

운전원야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시키고 효율적인 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전정보는 매우 방대하다. 그러나 개개의 운전원이 한 순간

에 필요로 하는 운전청보는 국부적이다. 따라서 운전원이 모든 발전

소 운전정보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운전정보만을 선택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가

능한 수단은 CRT이다. 적절한 수의 CRT를 사용하고， 개개의 CRT를

통하여 접근할 수 었는 발전소 운전정보를 계층적 형태로 조직화함으

로써 운전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설계된 CRT를 운전원채어반에 제공하여야 한다.

O 적정 수의 CRT를 운전원제어반에 제공한다. 적정한 수의 결 정은

기능적 직무분석의 결과 또는 함려적인 근거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o 하나의 CRT를 통하여 접큰가능한 운전정보는 계층적 구조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계층적 구조의 구축은 기능직무분석의 결과 또는

합리적인 근거흘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a CRT를 통해서도 운전원이 제어실의 모든 경보정보를 신속하게 인

식하i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o 운전원제어반상의 CRT 꽤치 CRT를 통한 운전정보 접근에 필요한

부대셜비 등은 인간공학적 설계원칙에 입각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

바- 원격정지제어반 (Remote Shutdown Panel : RSP)

1) 제어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야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정지운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고온대기동안에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환다.

원격정지채어반은 제어실에서 운전원에 의한 상주운전이 불가능할 때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가 위하여 사용된

다. 특히 고온대기 동안에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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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실과는 전기적으로 격리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어실의 가능손상이 원격정지제어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원격정지제어반의 기능손상이 제어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한다.

3) 제어설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제어실로부터 원격정

지제어반으로의 채어전환 (control transfer)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주제어실로부터 원격정지체어반으로의 제어전환은 두가져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 첫째， 채널장비실에 있는 격려된 채널스워치로 제어를 전환하

는 것이고， 둘째로 운전원이 주제어실을 탈출할 때 선택적으로 개개 제

어반을 차단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주제어실 이외의 장소에서 채어

를 전환시키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제어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어전환은 Bumpless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원격정지제어반에 대한 비허가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있

어야 한다

원격정치제어반은 격려된 방에 설치된다 원격정지체어반으로의 접근은

발전소 보안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주제어실에서도 원격정자제

어반과 관련한 보안 상태를 다음과 같은 경보로 확연할 수 있어야 한다.

Priority 3 alarm :원격정지제어반의 문이 열렸을 때 발생

Priority 2 alarm 제어전환스위지가 있는 장비실의 문이 열렸을 때 발생

Priority 1 alarm 제어전환 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 발생

5) 출력운전 동안에 사험아 가능하도록 셜계하여야 한다.

원격정지제어반의 서험은 제어실에서 운전원이 어떤 기기자 시혐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정지제어반의 시험은 판넬에 있는

개개 채널을 차례로 조작하여 주제어실로부터 원격정지책어반으로제어

전환이 이루어지면 시험을 종료한다.

사. 보호 계통(Protection System)

1) 설계기준사고서 핵연료와 냉각제계통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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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보호계통은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고 혹은 이

상상태 발생시 원짜로를 정지 시키고 안전셜비를 작동할 수 있는 신호

를 발생시킨다.

2) 보호계통은 규제요건과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환다.

발전소 보호계통은 대표적인 안전계통이므로 10 CFR 50 NRC

regulatory guides 및 IEEE 규제요건들을 만족하도록 셜계되어야 한다.

3) 가능한 디지털기술을 사용하여 구현하고 디지렬기술의 장점을 이용하도

록한다.

디지털 기술의 장점인 시험 및 구현의 용이성， 내고장성， 정보처리의 적

합성， drift 동을 최대로 이용하여 시스댐의 신뢰성을 높야도록 한다. 단

사용 되는 S/W 및 H/W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4) 보호계통의 기능이 운전원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수동

으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호계통은 정상 발전소 계통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때 작동이

되어야하는 서스탬이다. 즉， 기계어고장 운전행위실수 등의 결과로 발전

소가 비정상 상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호계통악 작동이 운전원의

조작으로 행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계통의 작동

은 완전한 자동이 되어야 하고 이 자동작동의 Backup으로서 수동작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5) 보호계통은 자동으로 기능 및 하드혜어의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디지털 장비로 구현되면서 보호계통에 대한 서험도 자동화 된다. 하드웨

어 자가 친단C 기능아 포함된 수 있도록 설계하여 고장의 검출을 자동

화하고 trip 기능을 점검하기 위한 기능시험도 운전원의 initiation에 의

해 수행되도록 한다.

6) 가능한 다양성을 확보하여 공통모드 고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표준화된 디저털 장비의 사용은 공통모드 하드웨어 고장， 소프트웨어

eπ。r 및 보수error 발생시 섬각 한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설계 초기에 공통모드고장을 최소화 하도

록 한다.

7) Fail safe 개념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한다.

보조계통의 장비 둥여 전원상설등의 고장사에 그 출력의 상태가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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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딴전한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RX hip

actuation 신호의 경우 failure 시에는 Trip state가 되도록 한다.

8) 제어계통과는 엄격히 분리 독립샤킨다.

제어계통은 Non-safe양 계통이고 보호껴l통은 safety 계통으로 분류되므

로 non-safety 계통의 장애가 safety 계통으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충분

한 격리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9) 단일 사고기준을 충실히 딴족하도록 한다.

어느 불규칙한 단일고장이 보호계통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보호

계통을 작통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다중성과 voting 기능을 가져야 한

다.

10)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최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아. 제어계통(Control System)

1) 기기채어계통은 NSSS와 BOP의 모든 기기에 대해 이산제어 및 아날로

그제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전은 현장에 설치된 수많은 아날로그 공정 소자나 디지털 소자의 적

절한 동작(수동 또는 자동)에 의해 펌프， 히터， 밸브 등이 운전되고 있

다. 기존의 원전에서는 릴레이 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러한 현장소

자를 제어하여 왔고 이들 릴레이 기반의 시스템은 설계책임이 여러 공

급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 운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차세대 원전의 기기제어계통은 NSSS와 BOP의 비안천 및 안전 관련

(ESF) 제어기기， 그리고 출력제어기기들을 모두 포함하며 기기제어계통

의 설계는 표준화되고， 통합된 디지털 기가를 사용하여 유지보수의 향

상 및 신뢰성있는 채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기제어계통은 데이터 취득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산호검증을 통한

신뢰성이 확보된 신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겨존의 원전에서는 기기제어계통과 데이터 취득시스탬이 분리되어 있어

서 복잡성의 증대 및 케이블의 비용증대 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향

상된 뎌지털 계측제어기기에서는 이들 시스템을 통합하여 경비절감 및

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추셰이다. 특히， 신뢰성이 입증된 신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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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어계통에서 사용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 기

기제어계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차세대 원전의 기기제어계통은 현장 테이터에 대한 취득가능올 포함하

도록 하여야 하며， 데이터 취득시 신호검증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신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기제어계통윤 디지털기기를 사용하고 운용되는 소프트혜어는 상용 소

프트웨어를사용한다.

기존의 원전에서 많이 사용되고 었는 기기제어계통은 아날로그 회로와

릴레이 로직을 사용하고 었어 복잡성의 증대， 확장의 어려움， 유지보수

의 어려움 퉁이 었었다.

차세대 원전에 사용되는 기기제어계통은 마이크로 프로세스기반의 표준

화된 off-the-shelf 제어기기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단일고장에

대비하여 중요한 모률 또는 제어기기에 대해 중복성을 유지하는 고장허

용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후 기능추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확

장성을 가지도록 해야 현다. 특히，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모률

화 되어야 하고， 입력 및 출력 모률의 교체시 field tennination의 분리없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제어기기는 원전 요건을 만

족하는 신뢰성이 입증된 장버여야 하고， 여 장비애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는 상용 소프토워1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문서관리 및 수정에 대비하여

야 한다. 사용되는 소프트워l 어는 소프트웨어 V&V 절차에 따라 개발되

어야한다.

디지털 기기제어계통은 자동 건전성 검사기능 고장을 운전원이나 유지

보수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비휘발성 기억소자 및

battery-backup 메모리에 중요한 제어변수를 저장할 수 었도록 하여 전

원상실사고시 중요정보를 손실하지 않도록 하는 거능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4) 주요 채어계통간에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구획화를 구현하고， 네트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겨존의 원전 제어계통은 중요 계통에 따라 분리하였고， 분리된 시스댐간

의 데이터 전송은 하드와이어를 사용하여 왔다. 발전소 기능 분석에 따

른 기능적 분랴가 아닌 중요 계통에 따른 분리는 비정상운전시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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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해야 할 정보의 양아 많고， 조작해야할 제어기가에 대한 흔란을

가중시켜왔다. 그리고 분리된 제어계통간 뿐만 아니라 플랜트 컴퓨터와

의 정보교환을 하드와이어를 사용함으로서 케이블의 비용 향상， 공간확

보， 유지보수의 어려움 둥을 초래하였다.

차세대 원전에서는 기능적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계통을 겨능적으로 분

리하고， 구확화하여 기기제어계통의 신뢰도 및 단일고장에 따른 파급을

방지하도록 하고， 비정상운전시 운전원의 작업부하를 경감시키도록 하여

야 한다. 그리고 기기제어계통간 및 플랜트 컴퓨터 CDPS)， 경보계통， 출

력제어계통， 보호계통 둥과의 정보교환은 2중화된 네트원을 사용하도록

하여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케이블 비용을 감소하여

야 한다. 특히， 안전관련 채어계통과 기기제어계통과의 데이터 교환은

적절한 선호격리를 통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여 비안전관련 기기제어계

통의 고장파급이 안전관련 계통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기제어계통은 대형정보화면으로 직접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수딘-역

마련되어야 한다.

대형정보화면은 발전소 상태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얻는 증요한 수단

으로 플랜트 컴퓨터의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시에도 운전원에게 발전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기제

어계통과 직접 하드와이어로 연결되도록 하여 플랜트 컴퓨려 기능상설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인간공학을 이용한 MMI 기기를 사용하켜 갇단하고， 령료한 저l 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NUREG 0700과 Reg Guide 1.47에서는 MMIS 설계에 대해 동일한 얀간

공학적 원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았다. 즉， 경보처리계롱이나 정보

처리계통 등의 MMI에 적용한 인간공학원리와동일하게 기기제어계통의

MMI에 대해서도 연간공학원리를사용하여야 한다.

7) 출력제어기기계통은 발전소 변수가 운전 제한치내에 었도록 터빈제어를

통하여 전기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원전의 건설이 많아짐에 따라 부하추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 전기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즉， megawatt

demand setter(MDS)와 같은 기능을 가지도록 하여 발전소 이용율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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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켜야 환다.

8) 출력제어계통은 100% 부하감발을 포함환 NSSS 고장시 원자로 출력을

가능한 빨리 줄일 수 있어야 한다.

100% 부하감발과 같은 NSSS 고장， 동작중인 급수펌프의 손실， 비정상

핵연료 출력 둥과 같은 사고는 보통 원자로 정지사고로 유도된다. 그러

나 원자로를 정지시키지 않고， 원자로 출력을 급속히 감발시키는 기능을

채공함으로서 발전소 이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고장해결후

출력을 빠른 샤간 내에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NSSS 고장조건에서 원자로를 정지시키

지 않고， 원자로 출력을 급속히 감발시키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9) NSSS 출력을 제어할 수 었는 제어봉 집합체를 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

할 수 있어야 한다.

차세대 원전의 출력제어계통은 CEA들을 자동 및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NSSS 출력조절시 자동으

로 제어봉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자. 자료전송계통(Communication System)

1) 자료전송계통은 배선을 최소화하고 다중성 격려 및 분리특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층(layer) 및 통신선로(path)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2) 자료전송계등은 다증침 및 다양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료전송계통은 그와 연결되는 계통 및 기능의 다중화 요건을 만족하여

야 하며， 안전관련계통에 사용되는 자료전송계통은 안전관련계통의 다중

화 및 분리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현장신호는 멀티플렉싱하여 사용한다.

현장신호는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여 다중화하고， 다중화됨 신호를 필요한

기기로 전송한다.

4) 멀티플렉서 몇 자료전송 링크는 충분한 전송여유 및 확장능력을 가져야

한다.

멀티플렉서 및 링크는 최대 부하상태에서도 설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논 충분한 전송여유를 가져야 하며， 향후 기능의 추가에 대비하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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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확장능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자료전송계통의 전송지연으로 언하여 발전소의 제어 및 감시기능에 영향

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자료전송계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방법은 산업체에서

표준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술성 셜계기준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은 차세대 lαillS의 기술성에 대한 설계기준이다.

가. 기 기품질요건(Equipment Qualification)

1) 산업체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의 품질은 원자력분야에 적

용가능해야 한다.

주문생산기기<Custom equipment)는 품질보증을 위한 비용때문에 기기의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예비부품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기노후화

에 따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용화된 거기를 사용하면 구매벼용의 감

소 뿐만 아니라 예버기기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표준 설계 제품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표준제품을 이용하면 하드워l 어 구성이 용이하고 표준 소프트혜어도 쉽

게 설치될 수 있고 시스템 분석도 용의하다. 또한 품질에 대한 평가가

쉬우므로 향후 쉽계 기기를 교체할 수 있다.

3) 모든 정상조건 및 사고조건의 환경에서도 /1능뇨건을 단족해야 한다.

4) 안전규제 및 거술표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표준화 및 다양성 (Standardization and Diversity)

1) 제어， 보호， 감시계통의 공통 하드웨악모률 및 소프트웨어모률의 사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표준화는 발전소 설계 건설 및 유지보수의 비용을 감소 시킨다. 이는

기술자의 교육， 예비부품， 설계공정， 기기구매과정의 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불건을 다량구매하므로써 제품의 구매 가

격인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표준화는 극대화시키고 다양성은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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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방호계념을 만족하도록 최소한의 다양성을 부여하면서 최대한 표준

화를 이룩한다. 기폰발전소는 여러 명의 계측제어계통공급자가 계통을

공급했기 때문에 무계획한 다양성확보를 보여 주었다. 시스탬이 복잡해

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부족 때문에 다양성은 설계나

기기공급시에 신중히 고려 해야하는 사항아 되었다. 이는 인허가시 중요

한 요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성은 품질보증으로 대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품질보증은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만 다양성을 통한 다중방호를 대신할 수 없다.

3) 원자력산업에서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기술이 사용되는 곳은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이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애 대한 다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험이 충분치 않는 기술에 대해 다양성을 요구한다-

4) 시스댐이나 하드훼어는 환경적인 다양성을 사용한다.

다른 종류의 채널을 가진 기기나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기는 다른 장

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고로부터 공통모드 고

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 인허가 요건에서 요구하는 기능의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거능의 다양성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다양성과 다르다. 기능 다양

성의 예를 들면 노섬 반응도를 제어하는데 있어 제어봉을 사용하는 방

법과 보온을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법이다.

다. 다중성 몇 구획화(Redundancy & Segmentation)

1) 안전관련 시스템은 규제기준에 설정된 채널 다중성과 독립요건에 부합되

어야한다.

규제기준은 IE급 안전관련시스템에 대한 중복성과 독립성을 정의 하고

있는 규제지침 및 전기기준 풍을 말환다. 차세대 ESF 계통은 유체계통

에서 요구하는 채널 중복성과 독립성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보호계통

은 4개의 독립된 채널을 가지며， 4개의 독립된 트레인을 가지는

ECF-CCS을 포함한다. PAMI에 대해서도 두개의 독립된 채널을 가지도

록한다.

2) 안전 및 버안전제어 시스템은 기능의 독립과 고신뢰성을 위해 기능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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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제어와 구획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하나의 제어기로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제어할 수 있는 마여크로프로세

서 기반 기술의 설계 유연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기존의 단일 계측

제어기기를 사용하여 단일 루프 독립성을 제공하였던 단일 루프 독립성

은 분산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로 이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차세대

분산 셔스댐은 보다 많은 고장모드를 관장하고 고신뢰도를 얻을 수 았

도록 한다. 이는 기계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어기놓은(예를 플면 같은

루프의 펌프나 밸브) 공통제어기기로 그룹화 시키고， 독립채어기능( 중

복 펌프나 유체 경로 둥)은 제어시스템의 다른 구획으로 분리하므로써

이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제어셔스템의 컴포넌트를 최소화 시

킴으로써 MTBF를 최대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한 고장

모드를 가진 시스탬이 단일 루프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제어하기 때

문에 더 많은 고장모드를 관장할 수 있다.

3) 안전 및 비안전 제어시스템 내에서 여러 개의 제어 구획에서 사용되는

부품은 다중성을 가져야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분산시스템에서 하나의 CPU가 여러 가지 제어

기능(혹은 구획)을 제어할 수 었다 반일 이때 CPU가 고장난다변 발전

소 이용율(availability)여 감소된다. 따라서 차세대 I&C 계통에서는 여

려 개의 제어구획을 관할하는 CPU는 다중 CPU를 갖게 한다. 또한 다중

제어구획에 사용되는 데이터링크나 통신망도 단일사고 방지를 위해 다

중으로 설계한다.

4) 발전소 안전 분석에서 단일고장을 만족하도록 제어구획의 독립성이 요구

되면， 독립 제어구획은 다중 공통 CPU나 통신선로를 의존해서는 안된

다.

공통 CPU나 통신선로는 제어구획의 독립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다중 공

통 CPU나 통션선로는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안전분석 측면에

서 다중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날수 았다고 가정해악한다. 또한 다중성은

다중채널의 모든 전기적 독립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IEE-384). 그러므

로 발전소 안전해석이 독립 사고에 기초한다면 구획은 향상 그 기능 수

행에 독립성이 보장되어야한다

5) 표시정보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계통 내애서도 다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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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의 완전유실을 방자하가 위해 정보처리계통은 여러 개의 독립 CRT

뿐만 아니라 다중 CPU와 주변장치를 갖훈다.

라. 전원(Power sources)

1) 펼수 전원은 화재나 홍수와 같은 채난을 포함한 단일고장시에 채널화된

하나의 버스(one channelized bus)만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세대 발전소 전원은 4개악 필수버스 A ,B ,C 및 D로 구성된다. 각 버스

는 PPS와 ESF-CCS의 각 채널에 전원을 공급한다.

2) 비필수 전원은 단일고장시 채널화된 하나의 버스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세대 받전소는 Non-IE 제어 시스템을 위한 2개의 비 필수 버스가 있

고 DPS를 위해 격려된 2개의 비 필수 버스를 가진다. 비 필수 버스는

X와 Y로 구분된다. 따라서 단일 고장서 X와 Y에 동시에 영향을 주어서

는 안된다.

3) 원격정지 제어반이나 주저l어실내에서 단일 전기적 고장이 그 지역 내에

있는 버스애반 영향을 주고， 다른 지역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모든

계측기 버스들은 설계되어야 한다.

주제어반과 원격정지반은 격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4) Class IE 동력 전원은 재난사고를 포함한 단일고장시 전기적 환 구획

-(division)한 형향슬 주도록 쉴겨l되어야 한다.

차세대 발전소는 1개의 non-IE 구획과 격리된 l재의 비상 디절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2개의 class-IE 전원 구획을 가진다.

5) 재난사고를 제외한 단일 전기적 고장시 2개의 버스중 한 버스에만 영향

을 줄 수 있도록 구획 내의 버스들은 설계되어야 한다.

6) 동력 전원은 RSP나 MCP내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7) ESF-CCS와 Process-CCS는 계측기 버스와 동력선 버스 둘 중 적당한

채널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CCS애 항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8) Class IE 소내 전원은 적절한 감시 주기적 검사 및 주요한 영역에 대한

시험이 허용휠 수 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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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내전원 상실을 대비하여 비안전급 예비 AC 전원을 가져야 한다.

예비 AC 천원은 보통 비안전급구획에 연결되어지나 비상디젤발전기가

사용불가능할 때 IE 구획에 전원 공급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마. 점검 및 보수

1) 차세대 계측제어계통은 온라인 자가진단특성을 갖추어 하드웨어의 고장

을 빠르고 쉽게 찾아낼 수 았도록 환다.

2) 모든 계통들은 종합시험 및 보수 판넬를 가지거냐 내장 연결단자를 가지

고 있어 시험 장비 및 보수장비를 연결하여 고장진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3) 보호계통은 주기적인 자동 기능시험 가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정보처리 계통은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들의 기능점검， 고장검출 시험결

과 관려 등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험 몇 점검거능을 제공해야 한다.

바 공학적 안전설비 시험

1) 모든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기능은 센서부터 구동기기까지 전 경로에 걸

쳐 전 운전 모드에서 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ESF 기기는 자주사용되는 기기가 아니므로 항상 동작가능한지를 시험

할 수 었어야 한다. 차세대 ESF 기능은 IEEE Std 338-1977과 Reg.

Guide 1.22의 서험요건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2) 점검의 자동화를 최대화해야 한다.

발전소 시험이나 보수시 인적오류로인해 발전소 안전성이나 이용율을

저해한다. 따라서 차세대 발전소는 보호계통의 자동시험기능과 ESF 작

동 회로에 인적오류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운전보조 기능들을 활용하여 ESF 기능의 수동 점검시에 인적 오류를 줄

일 수 었어야 한다.

모든 ESF 기능을 자동으로 시험할 수 없다. 또한 수동 시험이 펼요한

곳은 복캅환 시험 절차가 따른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을 도울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ESF 기기들이 그룹화되어 점검의 신속성이 증가되고 오류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그룹들은 시험시 불필요한 ESF가 동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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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세대 PPS와 ESF-CCS는 단일 컴포넌트 고장에 의한 불필요한 ESF

풍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사. 안전동급의 소프프웨어 품질관리

1) 안전급 소프트웨어는 Reg. Guide 1.152 및 ANSI!IEEE 7-4.3.2-1993 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품질관리가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의 장점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

프트웨어 시스렘의 성능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제어가 없다

면 유연성이 클수록 불리한 점이 증가될 것이다. 특히 Class-IE 시스댐

에 적용하는 소프트워l어는 모든 조건에서 시스템의 성능의 정의와 확인

이 필요하다. Class-IE애 적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고신뢰도를 위해 Reg.

Guide 1.152와 ANSI/IEEE 7-43.2-1993은 구조적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품질관리의 방법을 체시하고 었다.

2) 안전급 소프트웨어는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와 실행소프

트워1 어 (ExecutIve Software)로 분류되며 두가지 모두 Reg. Guide 1.152

빛 ANSIlIEEE 7-4.3.2-1993 동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품질관리가 되

어야 한다.

안전굽 응용소프트웨어는 안잔급 시스템기능이 고신뢰도를 가지고 실행

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 동안에 엄격한 확인 및 검증을 거쳐야 한다. 실

행소프트해야는 。S， 'i/O 핸들령， 동신 핸들링， 자기진단소프트혜어 등

컴퓨터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보통 이런 실행소프트워1 어

는 소프트설계과정이 모두 문서화 되어있지 않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뢰도와 성능의 데모를 통해 실행소프트웨어의 품질보증을 한다.

o 유사 응용분야의 운전기록 검토

o 안전급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광범위한 시험을 통한 검증

검증한 소프트웨어는 형상관리를 통해 뉴버견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품

질을 관리하고 품질보증된 소프트웨어는 발전소 수명동안 유지된다.

3) 차세대 계측제어계통의 안전급 소프트웨어는 모률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확안검증 및 기능구현을 위한 모률의 통합 등이 쉽도록 해야 환다.

Class-IE 안전계통은 설계과정과 기능이 복잡하다. 이런 안전계통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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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가지 입력조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운전모드를 가지고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설계방법은 쉽고 철저하게 실험

할 수 있는 모률별 설계 방법야다. 소프트웨어 모률은 통합되어 시스템

레밸의 시험을 통해 검증된다. 그러므로 차세대 안전급 소프트웨어는 모

률방법에 의한 확인 몇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안전계통의 상세한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을 세워 개발절차를 확립하고 적

절한 확인 및 검증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잘 정의되고 구조화된 설계기법을 통해 고품질와 소프트웨어가 생산된

다. 소프트웨어 설계사양과 시스템 하드혜어에 알맞은 상세소프트워1 어

개발계획은 구조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주고 확인/검증 맞 명확한

개발지침이 된다.

5) 각 안전계통 소프트왜어에 대한 상세한 소프트웨어 사양을 작성하여 소

프트웨어의 성능， 입출력응답특성， 정확도 등에 대한 요건을 표시하여

제공해야 한다.

잘 만들어진 소프트왜여 사양은 신뢰성 있고 정확한 소프트혜어 성능을

위해 펼요하다. 이는 소프트돼어 모률화와 검증연가기준을 정의 하는데

탠
。}
다도

아. 비안전등급의 소프트워1 어 확인 검증

1) 비안전동급의 소프트웨어는 구조화된 설계방법을 사용한다.

구조적설계기법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훼야를 생산하는 소프트혜어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소프트돼어는 구초화된 설계방법을 사용한다.

2) 사용경험이 별로 없거나， 원전운전에 중요성， 소프트웨어의 복잡성 등으

로 인하여 아주 중요환 적용사례가 된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는 독립적언 검토와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곳(경보축약， 센서검증， 안전겨능

상태점검)에 적용되는 소프트혜어는 발전소 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가

때문에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조기얘 오류를 발견하므로써 발전소 건설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 위함이다. 그러나

심도있는 QA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 없다.

3) 각 소프트웨어 모률은 계통에 통합되기 전에 단위(unit) 테스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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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워l 어의 단위시험은 시스댐 통합전 독립환경에서 각 모률이 올바

르게 동작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통합작업과 디버

깅을 쉽게 할 수 있다.

4) 계통으로 통합된 소프트웨어는 통합된 계통으로써 다시 독립적인 시험을

해야한다.

통합시험은 소프트웨어의 연계가 정확하고 사양요건에 맞는지를 알 수

있다. 통합시험은 통합 시스댐의 요건을 알고 있는 독립시험자에 의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시험은 구조적 시험계획에 맞게 형식 (fonn머) 시험

절차를 따라서 수행한다.

5) 다른 산업에셔 충분히 검증되어 사용되는 운영 시스댐은 모률별 시험과

계통통합시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면 된다.

운영시스댐은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으

므로 그 차체가 증명된 것이다. 비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운영시스템은

단위와 통합 시험을 통한 간접시험으로 운영 시스템을 검증한다.

6) 소프트웨어 형상관리(configuration contro})를 제품 수명기간 동안 수행

해야한다.

형상관리는 응용 소프트돼어， OS와 하드웨어를 제품의 수명기간동안 찰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자. 유연성과 확장성

1) 모든 가능은 소프트둬]야글 가한i로 한다.

소프트웨어 겨반 시스댐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기능을 추가 혹은 수정할 수 있다.

2) 모든 소프트웨어는 모률로 작성하여 각 모률을 I/O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한다.

모률화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확장을 용이하게 한다.

3) I/O와 자료통신은 가능한 한 최대로 멀티플렉스로 구현한다.

멀티플헥싱 (rnul디plexing)은 부가적인 배선(cabling) 없이 추후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었도록 해준다.

4) 모든 계통은 20% 의 νo 여유분과 내장 메모리를 갖춰야 한다-

5) 모든 계통은 하드왜어 확장을 통해 필요시 때%까지 ν0 및 메모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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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춰야 한다.

6) 계통응답사칸요건은 위에서 정의된 최대 확장계통에 대한 것으로 설정되

어야한다.

차. 샌서감소와 제어/보호 상호 효과

1) IEEE 표준 279-1971의 제어 및 보호계통 상호작용 요건을 만족하는 한

도내에서 제어기능 수행에 필요한 발전소 센셔의 수가 최소화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어둥급센서(control grade sensors)

를 사용하져 않고 신호검증기법(signal validation techniques)을 사용하

는 격리된 4채널의 안전센서신호(safety sensor signal)를 사용하도록 한

다. 이는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감소효과와 센서의 고장시 즉각적인 운

전원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었다.

2) 제어계통요건에 맞는 측정범위와 정확성을 갖는 보호계통 센서가 이중으

로 있을 때딴 체어 센서를 제거한다.

3) 보호계통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제어센서가 제거되어서는 안된

다.

4) 전기적 격리를 유지하거 위해 안전센서신호를 광섬유를 통해 제어계통에

보낸다.

5) 신호지연과 제어계통 응답시간성능에 영향을 주논 신호는 가능환 센서의

아날로그신호를 직접 받는다.

6) 제어계통내의 신호검증 소프트워l어는 class IE는 아니나 안전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class IE 인 것처럼 설계되어야 한다.

카. 화재방지와 사보타지( Fire protection and sabotage)

1) 화재방지

가) 설계기준사고를 완화시키는데 펼요한 시스템의 기능상실을 막기 위해

내화재성 (fire tolerance)을 가져야 한다.

충분한 화재방지 기능이 갖추어져서 화재로 인하여 발전소를 안전하

게 정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의

전파를 막도록 하거 워하여 독립적인 화재방호지역(fire zones)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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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여러 채널이 근접해있는 장소(MCR， RSP)는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환다.

o 채널들은 전기적으로 독립이 유지되어야 한다.

o wire coding은 각 채널마다 구별할 수 있도록 혜야 한다.

o 채널들은 채널사이의 번점 (flash)을 막기 위해샤 최소한의 거 리로

분리되어야 한다.

단알고장(single credible failures)이 다수의 채널에 잘못된 제어신호

를 발생시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제어반(MCP)， 원격제어반， 기기실 및 I&C장비가 있는 발전소 지역

에는 화재 격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주제어실이나 원격제어반에서의 화재는 발전소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I&C장바에 영향을 주져 않아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주제어실， 원격정지반과 안전관련 I&C설비 및

non-1E I&C설비가 있는 현장사이에는 방호벽 (fire barrier)을 설치하

도록 한다

라) 모든 채널들이 근접해있는 장소인 경우 전기적인 고장이 다른 시스템

에 고장전파가 되지 않도록 격리를 시켜야 한다.

마) BCP에서 RSP로 전환할 수 었는 장치가 었어야 한다-

바) MCP 전환 장치는 운전원이 빠른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주제어실내

에 있어야 한다.

화재 등으로 인한 잘못된 신호가 주제어실로부터 I&C장비에 전파되

지 않도록 주제어실에 전환장치를 설쳐하여야 한다. 전환전에 이미

전송된 잘못된 신호는 원격제어반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사) 전환 제어장바는 MCR 이냐 RSP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전환제어장비는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서 주제어실과 원격제어반 사이

의 제어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환장치를 분리

된 화재방호지역(fire zone)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 충격없는(Bumpless) 전환여 되어야 한다.

자) RSP 저옹정지조건을수행할 수 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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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반에 저온정지운전에 필요한 모든 발전소 기기에 대하여 “소

프트 제어”를 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보타지 방지 (Sabotage resistance)

가) 센서를 제외한， MCR 나 RSCR에 있지 않은 제어장비나 원격

multiplexor는 분리된 기기실에 두어야 한다.

나) 센서， 기기 그리고 원격 멀티플랙스 둥은 최대한 분리해야 한다.

다) 모든 계측제어 캐비닛은 참금장치와 door entry 경보를 설치해야 한

다.

라) 단일 겨기실이나 주요 I&C 캐비닛에 부적절한 근접인 경우에도 안전

에 관련된 시스탬이나 기능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기기설과 캐비닛을 먼저 통과하여야만 안전계통과 안전가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서 위협요소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음 확

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불리적인 격려시설 및 경보를 설치하도

록 한다.

마) 원격 단일 I&C 캐비닛이나 모터 제어 센터의 부적절한 근접에도 안

전에 관련된 시스댐이나 기능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기기실과 캐비닛을 먼저 통과하여악만 안전계통과 안전기능에 접흔할

수 있도록 하여서 위협요소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리적인 격려시설 및 경보를 설치하도

록한다.

바) 안전과 관련된 디지털시스댐의 경우 소프트헤녁글 권한01 없는지에

의한 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워l 어에 대하여 적절한 방지책을 설정하여 디지털 안전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고장안전설계(Fail- safe design)

1) 전력상실 또는 장비고장(equipment failure)시 보호계통은 trip 신호를 발

생한다.

2) 다중 채널에서 한 채널의 고장으로 불필요한 trip을 열으키거나， 정상

trip를 막아서는 안된다.

3) CCS의 고장시 제어출력을 동작시키지 않는(unactuated) 상태로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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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4) 제어계통의 고장사 CEA 및 터번제어신호를안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어봉 낙하와 터빈제어신호의 변화 둥을 야기하는 고장모드가 폰재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경보 맞 표시계통의 고장시 불필요한 경보가 발생되거나 표시화면을

refresh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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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 절- 설계기준 선정배경

1. 언허가 요건 반족

차세대 원전 l\1MIS 설계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향으로는 국내 인허가 기관

의 예상 규제요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인허가 기관의 차

세대 원전에 대한 규제방향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미 규제기관

에서 기발행되었거나 재정되고 있는 요건들을 만족할 수 었도록 MMIS에 대한 설

계기준을 확립한다. 특히 TMI 사고 이후 NUREG-0933에서 언급된 미혜결 안전성

문제 (US!; Unsolved Safety Issues) 와 일반 안전성 문제(GSI; Generic Safety

Issues)를 해결하고， Reg. Guide 1.97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고후감시계통(PAMS;

Post Accident Monitoring System) , 안전변수표시계통(SPDS;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 비상대응설비 (ERF; Emergency Response Facility) 등 TMI 후속

조치로 요구되고 있는 요건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계통 채택과 관련된 규제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다 디지털 계통과 관련된 규제요건으로는 단일고장 파급방지를 위해 다중성 및 구

획성 요건에 대한 설계기준을 확립하며， 기능적 다양성 개념을 추구함으로써 M1VlIS

장비에 대한 공통모드고장 대책을 반영한다- 또한 디지럴 계통의 핵섬부분얀 안전

계통 소프트워l 어에 대한 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방식의 특

징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애 공통모드고장여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통모드고장 파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발전소 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의 다양성 확보와 컴츄터 소프트웨어의 고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가. 안전계통의 소프트웨어 신뢰성 확보

야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NRC의 규제방

식을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

NRC의 디지털 계통의 규제검토는 REG. GUIDE 1. 152와 ANSIlIEEE ANS

7-4.3.2-1982를 주로 사용하고 ANSI!IEEE 1012-1986과 ASME NQA-2a-1990,

Part 2.7을 참조한다. 규제방법은 먼저 계통 설계과정과 소프트혜어 검증 프로그램

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고 이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고장을 포함한 소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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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어 및 하드례어 여력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검토한다. 주요 단계를 살펴 보

면 다음과 같다.

1) 규제기관과 계통설계자와의 연계

컴퓨터 기능요건 개발의 신뢰성에 따라 계통의 품질과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SνIEEE ANS-7-4.3.2-1982, Sec. 3) 실제로 발전소 특성

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계통 시방서와 소프트웨어 기능요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fail로 인해 발전소 과도상태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었다. 이로 안해 소프트웨여 개발

기간동안 균체기관과 계통설계자간의 연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소프트혜어의 신

뢰성과 품질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규제기관은 기능요건 개발과정을

규제기관/계통설계자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요건이 변화되어 가는 것과 요건개발에

참가환 사람의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요건이 정확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2) 확인 몇 검증 조직

소프트워l 어 검증그룹은 설계팀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설계팀에 펼적하는

기술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V&V 조직은 분리된 supervisor engineer를 갖추고 소

프트웨어 개발 그룹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개발 그룹에 필적하는 기술 수준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발 그룹은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확인 및 검증 그룹

에게 념겨서 확인 및 검증 그룹은 확인 및 검증 Plan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검토하

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3)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 검토

디지털 계통의 확인 및 검증은 기술적 검토와 감독기능， 소프트웨어 검

토와 감사， 소프트웨어 시험과 분석， 동적인 계통 시험과 설계 가준 사고， 그리고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독립적인 단계별 검증 등을 하가 위한 세부 절차서와 정

책들을 포함하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이다. 확인 및 검증 그룹은 소프트왜어를 승얀

하기에 앞서 (1) 문서코드검토 (2) 시험유형개발 (3) 확연 및 검증시험 (4) 비정상상

태검토 등을 수행한다. 확얀 및 검증 그룹이 설계그룹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은 후

각각의 독립적인 검토자는 각 모율 별로 문서코드를 겁토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각

각의 모률이 기능요건과 설계 및 코딩기준에 일치하는지 평가한다. 설계문서와 원

시 코드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가 끝난 후에 검토자는 검증시험과 확안시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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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 검토의 한 부분으로 규제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 문

서， 확인 및 검증 관리자들파의 인터뷰， 확인 및 검증 보고서 동을 검토한다. 규제

기관은 또한 문제점 보고서를 임의로 선택해서 문제점들이 제대로 거술되었고 해결

되었나를 확인한다. 확인 및 검증의 효율성과 인허가 신청자의 적용여부를 평가하

기 위해 ANSI/IEEE 1012와 IEe 잃O을 토대로 “Thread Au며t"를 수행한다.

4) Thread Audit

규제기관은 선택된 변수에 대한 “Thread Au며tIt를 수행한다. "Thread

Audit"는 선택한 변수를 가지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추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문

서와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을 검토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기능적 구조 요건에 대한

확인시험을 하고 소프트웨어 요구조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5) Configuration Management

모든 소프트워l 어 프로그램과 문서는 엄격한 configuration management

control 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때 인허가 신청자의 코드 변

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영향을 결정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 도구

(too])를 수행시켜야 한다. 더욱이 모든 변경된 코드는 앞서 언급된 확인 및 검층 과

정을 거쳐야 한다.

여상에서 규제가관의 규제방식을 요약하면 인허가 신청자 및 공급자의

확인 및 검증 계획과 프로그램이 REG. Guide 1. 152와 ANSI/IEEE ANS-7

43.2-1982를 만족시키는가를 확인하고 인허가 신청자펴 확컨 딪 검증 겨i 획과 프로

그램이 그 기능요건과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현채 NRC의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요건은 ANSV!EEE

ANS-7-4.3.2-1982를 보다 보강한 IEEE 7-4.3.2-1993을 내놓고 있으며 이 요건은

조만 간에 공식 발행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애서는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에 대한 규제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차세대 원전에서는 보다 엄격한 요

건을 적용함으로써 추후 인허가 획득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디지털 계통에 대한 인허가 대책

1) 공통모드고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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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계통의 취약점인 공통모드고장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다양성 추구와 함께 고신뢰성을 갖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펼수적임과 동시에 고장

발생시에도 원전의 안전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

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은 확인

및 검증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었다는 것이고 섬충방어 개념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발전소 과도상태나 사고시를 고려해 디지털 계통의 공통 모드 고장

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심층방어를 위해 다음 사향을 분석 및 준비해야 한다.

가) 디지털 계통의 공통모드고장 발생시 적절한 안전해석 요건을 만족시

키지 못해도 이용가능한 다양한 back • up 작동 장치

나) 디지털 계통의 공통모드고장 발생시 수동작을 사용하도록 제어 실에

다양한 지시를 주는 지에 대한 보장

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에 관련펀 결과불

라) 이전에 승인된 유사한 소프트돼어에 관-한 경험

마}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에 관련된 사고나 과도상태가 그 발생 확률

이 낮다는 것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따라서 디지털 계통 설계시 여러한 평가 방법들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공

통모드고장이 일어났을 때 원자로를 안전하게 비상정지시킬 수 었는 다양한 방법이

채공되는지에 대한 보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다양성 대책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설계에서 다양성 셜바는 앞서 기술한 quality 과

정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

이 인정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다양성을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장비

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이 그 기능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선

택된 (preselected) 거능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인 다양성의 개념은 NUREG-0493에 나타나 있으며 공학적 안전설비， 원자로

트립， 일반 감시 기능 등을 포함한 기 선택 기능들이 제어된다. 계측제어 계통에서

의 심층방어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공

하기 위해 블록개념이 도입되었다. 블록개념은 계통의 구성기기와 모률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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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능 블록별로 모아서 측정변수블록， 구동변수블록， 명령분석 등을 취해서 예

견된 공통모드고장의 결과 분석에 사용한다. 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 둥의 다양한

필수 안전기능들에 적용한 소프트웨어 건전성의 평가를 볼 때 다음과 같은 다양성

에 대한 건전성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가) 계측제어 계통의 공통모드고장의 취약성을 적절히 보완시켰다는 것을

업증하기 위해 섬충방어와 다양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참고

자료는 NUREG-0493에 나타나 었다.

나) 안전해석보고서 (SAR)의 사고분석에서 평가되는 각 사고에 대한 예

정된 공통모드고장을 평가해야 한다. 이들 사고를 위해 다양성이 설

계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공통모드고장으로 언하여 안전기능의 작동 불가시 같은 기능을 수행

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계통

이 관련된 사고 조건하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quality를 갖추었다면 비안전 계통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디

지털 신호 방식 뿐만 아니라 운전원에게 유용하다면 비 디지털 신호

방식에 의한 수동 조작도 가능하다. 다양성에 대한 형태와 종류는 설

계에 따라 다양하며 각기 평가될 수 있다.

라) 주제어실에 설치된 표시장비와 제어기들은 안전기능을 지원하는 변수

를 감시하고 중요안전기능의 계통수준의 수동작동을 위해서 저1 공되어

야 한다. 각각의 표시장비와 제악기들은 앞의 1 ,3 항독에서 정의된 안

전관련 컴퓨터 계통과 다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특별한 표시장벼와

제어기를 선택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인간공학적 원칙과 기준이 적

용되어야 한다. 표시장비와 제어기의 설계는 인간 연결 체계가 사람

의 능률을 높여 준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채어기와 표시장비

는 디지털 안전관련 겨I측제어 계통의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의 효

과를 신속히 경감서키기 위해 주제어실 안에서 펼요하다.

다. 제어실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현재 하향식 방삭의 기능적 직무분석 및 업무할당을 위한 인허가 현안은

설계인증에서 NUREG-0933의 USI , GSI의 인간공학적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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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인간공학적 문제들은 기능적 직무분석 방법애 의한 Kα!lIS 설계와 제어실 설

계의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 동에 모아전다- 따라서 기능적 직무분석에 따른 인

간공학적 AαI1IS 설계개선 및 제어실 설계개념을 도입하여 운전원의 성능 및 역할

을 개선해야 인허가를 해결할 수 있다. NRC가 NUPLEX 80+ 18장을 검토시 중점

적으로 검토했던 사항틀은 향후 차세대 원전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를 시사해 준다. NRC의 인간공학적 주요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다;

o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management

o Operating experience review

o Functional analysis and allocation

o Task analysis

o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o Verification and valuation

따라서 규제기관의 규제방식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직무분석

에 의한 제어실 설계의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인간

공학적 확인 및 검증에 대한 NRC의 입장은 개량형 원전에서의 주제어실 설계의 검

증은 1'vIlVII 기술의 추가에 의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원전은 개량형 설계개념으로 설계되고 있으므로 주제어설 확인 및

검증은 M I\11 기술의 추가로 인한 운전원 역할의 변경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

증해야 할 것야다. 아울러 상세 설계시에는 전 규모와 확인 및 검증장치애 의해 전

체계통의 통합- 검증을 수행해야 찰-것어다.

2. 차세대 원전 셜계특성

마국 전력연구소의 사용자 요건서CEPRI URD) 제 10장 수준으로 기작성된

한국형 차세대 원전 MMIS 기본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차세대 원전 MMIS 기

본요건은 디자털 방식의 도입을 전제로 인간공학적 설계개념을 강화시킴으로써 발

전소 신뢰성 및 가용성을 증대시키고 운전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입증된 디지털 기술의 최대 적용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아날로그 기술의 적용에 비해 다양한 기능의 제공이

용이하며 신호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고 다중통신방식 등의 사용으로 경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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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아직까지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아

보수적인 원전설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요건을 채택하고 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작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o MMI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 경보표시의 최척화를 도모할 수 었다.

- Soft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표시 및 제어의 통합화를 이룰 수 았다.

- 통합된 실시간 데이타베야스 관리가 용이하다.

- 져료의 기록， 취득 및 회수가 용이하다.

o 다중성， Fail-safe 및 고장허용 개념을 구현하기 쉽다.

o 보호 및 제어 알고리즘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o 정확하고 안정된 교정이 겨능하다.

o 다중동선방식으로 케이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계통간 격리가 용이하다.

o 모률화 설계가 용이하다.

o 연속적인 자가진단가능을 가질 수 잇다

。 자동 기능시혐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장점을 갖는 디지털 기술을 차세대 원전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하여 발전소 안전성 가용성 및 운전성을 향상시키며， 디자털 시 /1팍 보수 유지 및

설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 및 기기단종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

록 하며， 설계변경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보수적인 원전 계측제어계통에 아적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 경험이 없으므로 디지털 기술 채택에 따른 인허가 기관의 확절한 규제방향

이 정립되어 었지 않은 실정이다. 디지렬 기술의 사용은 상기에서 언급한 많은 장

점들을 가질 수 있지만 공통모드고장 등 디지럴 고유의 취약성에 대한 적절한 대책

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허가 획득을 위해서는 기술이 인증된 다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증 거술” 의 정의는 미국 전력연구소의 사용자요건서 제 10장 3절의 근

거에 따르면 크게 아래와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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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미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술，

둘째， 원전의 환경과 유사한 버원자력분야의 극한 환경에서 또는 원자력 이

외의 발전소에서 3년이상 사용하였으며 그 이력이 증명되는 거술，

셋째， 상기 두 개항에 해당되져는 않으나 일정한 기칸 동안 일정한 환 경에

서 프로토타입시험을 거친 기술.

따라서 상기 유형중 첫째 향과 둘째 항에 나타난 기술의 사용을 극대화하

고 새로운 기술 적용시에는 셋째 항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일정한 인증 기술절차를

거쳐 원전에 적용해야 한다

나. 하향식 방식에 의한 설계

TMI 원전사고는 발전소의 상태에 관한 정보 부족 및 운전원의 판단오류에

의해 발생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NRC에셔는 인적오

류를 방지하고 운전원 중심의 주제어설 설계를 요구하는 NUREG-0737을 발표하였

다. 이에 따라 최근 설계되는 외국의 원전에서는 인간공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운전

원의 정보 인지형태 및 제어가능의 행위특성에 따라 MMIS를 설계하고 있다 。l 와

같이 NRC가 요구하는 운전원 위주의 절계개념은 계통별로 부분적인 개선을 추가하

는 상향식 방식으로는 충분히 만족될 수 없다. 따라서 원전의 기능을 운전원 중심

으로 할당하여 전처11 lVIMIS를 새로이 구성하는 하향식 방식의 접근아 필요하다. 미

전력연구소는 MMIS를 하향식 방식으로 설계하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웹스팅하우스

의 AP600, ABB-:"CE의 NUPLEX δU누- 낯 표캉스 EDF의 N4 등 선진외국의 개 량형

원전도 하향식 방식에 의해 계측처l어계통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차세대원전

MMIS는 하향식 방식을 도입하여 운전원 위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 인간공학적 설계개념의 체계적 적용

국내외적인 안전성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효율성과 안전성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중의 하냐는 운전원 등과 관련된 인적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인적 요인의 심각성은 이미 TMI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둥에서 실질적으

로 드러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운전원 자신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운전원이 접촉

하는 제어실 MMI 설계의 부적합으로부터 기언한 것이다. 전자공학 등 계측제어 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완전 채어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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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고도화 되어 제어실의 기능과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제어실

구성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제어실 설계의 개선을 위해

서는 그 기능의 주체가 되는 인간올 중심으로 설계의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기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러 첨단기술윷 적절하게 웅용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하게 요

구훤다.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체계분석의 대상은 단순한 하드웨어와 그 동적구조

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하는 인간-기계의 유기적인 연계구조가 되어야 환다.

1) Human factor program plan의 개발

다음과 같은 인칸공학 프로그램 항목들에 대환 시행계획， 분석 및 평가/

확인 등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가) 운전경험 검토

TMI 사고 등 원전 사고들의 교훈으로부랴 원전 MMIS의 실제적인 설

계와 설계원리에 중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의 실제 원전 적용은 1980년대 초반의 기술을 사용한

기존 제어실에 대한 부분적인 개량 중심으로 。I루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

설계의 유셔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틀을 차세대 시스템에서 재발생되는 것을

막기 워한 작업을 수행한다.

냐) 시스댐의 기능적 요건 개발

시스템은 각 기능영역에 따라 어떤 고유펴 독적을 /t시Jl 았나. 시스템

요건을 이러한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시스템의 기능적 분석이라 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기능적

분석 요건을 통해 첫째， 시스템의 목적，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성능요건， 설계상의

제약요건 등이 결정되고 둘째， 서스템의 목적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을 달성하

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능을 결정한다.

다)기능할당

기능할당은 운전원 또는 기계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하나 이들의 능력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능할당에 대한 내용은 뒤에

서 차세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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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직무분석

직무분석을 통하여 발전소 운전원이 그들에게 할당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의 행동요건을 확인하게 된다. 직무란 공통적인 목적을 갖는

일단의 활동 집합체를 말한다. 직무분석의 역할은 첫째， 설계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

초제공， 둘째， 가기 조작거술， 훈련， 시스템의 통신요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

공하고， 디스플레이， 자료처리 및 제어기 설계에 대한 상세요건의 가초로 활용된다.

작무분석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마) 연계사항 설계

발전소 요원에 의하여 운전， 보수 및 제어되는 구체적인 설버를 규명하

고 선택하며 설계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설계요건과 아울러 인간공학 원리와 기준

을 적용한다.

바) 발전소 및 비상 운전절차서 개발

발전소 운전절차서와 비상운전 절차서를 발전소 계통과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발전소와 연관된 사건과 운천원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개발한다.

사) 인간공학적 확언 빛 검증

MMIS의 최종적건 설계에 대한 인간공학의 성공적인 응용 및 수용도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은 앞절 및 뒤에서 자세히 언급

한다.

2) 기능/직무 분석 및 할당 수행

상기에서 언급한 연간공학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계획된 바에 의해

l\iIMIS와 가능 및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적절히 할당한다-

MMIS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준에 의해 분석된다;

o 시스템의 요건에 따라 기능을 결정하고，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성

능을 결정한다

o 다음과 같은 핵심기능을 결정하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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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주요 성능요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펼요한 기능

- 기능 수행야 실패하였을 경우 시스댐 및 기기의 성능야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또는 발전소 요원 및 일반 공중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안전 기능

o 안전기능을 확언하고 비안전거능과 어떠한 가능적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환다

o 가장 일반적인 가능을 정의하여야 하나， 그 기능은 시스탱 요건이 만

족확어야 할 만큼 세부적으로 정와한다. 따라서 기능을 논리적 인 연

결고리로 정렬함으로써 시스템을 운전할 때 이용되는 기능을 추적할

수 았도록 한다.

o 기능의 총채적인 설명을 담은 상위수준의 그림으로부터 주요 항 목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최소 단위 또는 한명의 운천원〉 요건이 나올

때까지 나눈다.

o 확인왼 각각의 가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 설계 자체에

대해서도 상세한 서술적연 설명을 한다.

o 기능분석은 설계개발 수영주기 전 과정을 통하여 현재성을 유지한

다

기능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준에 의해 할당된다;

o 시스템의 제 측면 및 거능정의를 운전원 엽장에서 분석한다.

O 기능할당에는 다음과 같은 사향을 반영한다;

- 민감도， 정확성， 시간 및 안전성 요건

- 시스템 수행도의 요구된 신뢰도

시스템의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운전원의 거술수준 및 수

。 기능할당의 기준， 근거， 분석 및 절차를 문서화한다.

o 기능할당의 대안을 개발할 때 적절한 운전원 수행기능 및 시스템 수

행기능의 구성을 결정하기 워하여 분석 및 Trade-off 연구를 수 행한

다.

o 분석 및 Trade-off 연구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또는 설계의 세부사 항

이 개발되어감에 따라 상호반복하는 형식으로 기능의 재할당을 이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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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능할당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3) 인간공학설계 (MMIS) 지침서 작성

차세대 원전 MMIS 설계를 위한 져침서를 작성하여 여러 분야악 전문가

가 참여하는 lαifIS 설계의 효율성 및 표준화를 달성한다. 인간공학적

설계져침서에는 아래와 같은 세부 지침서가 포함될 것이다;

o 디스플레이 설계지침서

O 제어 설계 지침서

o 경보 설계 지침서

o 통선 설계 지침서

o 인간공학(Anthropolatric) 지침서

랴. MMIS 설계팀/검토팀에 의한 MMIS Plan의 충실한 적용

차세대원전 l\ifMIS설계는 독립적인 초직의 설계팀 및 검토팀이 독립적으로

"MMIS Plan에 따라 l\ifMIS 설계를 수행한다. 이들 설계팀 및 검토팀의 역할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MMIS 설계팀

설계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모든 인간공학 활동애 대한 계획과 절차서의 개발

o 인간공학을 이용한-설계， 재발， 시험 및 평가 활동들에 대한 감시

와 검토

o 인간공학 활동의 시행시 규명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정된 경로를

통한 개시， 추천사항 및 해결의 준비

o 팀 추천사항의 시행에 대한 확인

o 모든 인간공학 활동들아 인간공학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일치하는

지 확인

o 활동틀과 이정표들의 계획

설계팀이 갖는 책임의 범위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o 제어 및 계측 기기

o 제어실 안과 밖의 연계사항과 시설들의 운전， 보수， 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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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절차서

o 훈련요건 개발

설계팀은 아래와 같은 다양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o 기술용역 관라분야

o 시스탬 공학분야

o 원자력 공학 분야

o 계측제어 공학 분야

o 건축공학 분야

o 인간공학 분야

o 발전소 운전 분야

o 전산 시스댐 공학 분야

o 발전소 절차서 개발 분야

O 직원 훈련 분야

o 시스템 안전공학 분야

o 보수/검사 공학 분야

O 신뢰도/가용성 공학 분야

2) 검토탐

MMIS의 최종적인 설계에 대한 인간공학의 성공적인 응용 및 수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토팀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o 인간공학적연 확인 및 검증에 대한 시행계획을 개발

o 계획에 따라 인간공학적인 확인 및 검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을 분석결과보고서로 문서화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은 MMIS 설계가 인간공학 지침， 표준시방서와

원직들에 따라 설계되었음을 평가하여야 하고， MMIS 요소들의 통합과 운전원들과

의 통합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지 동적인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확인하여

야 한다. 이 때 평가의 일부분으로써 프로토타입과 시율레이터들에 대해서도 평가

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적인 평가사항틀은 운전조건들의 변위와 발전소 이상상태

하얘서 수행하여야 한다. 검토팀은 설계팀에 펼적하는 자질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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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한다.

라. 첨단 제어실 설계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어실 설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기능의 주

체가 되는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의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기폰의 문제점을 해결하

고， 여러 첨단기술을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되므로 한국

운전원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간공학 원리의 적용으로 MMI를 향상시킨다.

기폰 경수로 운전지원 및 경보처리가능의 설계특정은 운전원 위주의 설계방식 보다

는 계통중섬의 설계방식으로 설계되어 운전원의 부담이 증가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TMI 사고는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

는 대표적언 예로사 운전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

여주는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원 오류는 운전원의 자질부족， 교육훈련

부족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설계채념상의 문제가 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TMI 사

고 야후 운전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거능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많은 성과

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한 예는 없다- 디지털 및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운전지원기능 및 경보처리 가능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차세대 원전 제어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상운전시 1인 운전 가능

하향식 설계기법에 따른 제어실 및 각종 계측제어기가의 최적배치로 제

어실을 단순화시키고 운전훤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부담 최적화로 정상운전사 운전

원 1명으로 발전소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VDU based control room

제어실 내의 모든 정보 표현 및 제어방법을 VDU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운전원이 발전소 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였도록 한다.

3) Soft control 채 택

기존의 수동조작 형태에서 발전소내 모든 부분의 제어를 컴퓨터 구동중

심으로 설계하여 정상운전시 1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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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보처랴의 최적화

기능적으로 유사한 경보를 그룹화 하여 이상상태 및 정상상태에서 운전

원에게 보여주는 정보를 최소화하여 운전원의 혼란과 인적오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며， 경보발생 순서가 아닌 경보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운전

원이 적철한 조치를 취할 수 었도록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경보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전원의 상황인식 및 조치에 대한 작업부하를 줄인다.

5) 대형정보 표시판 채택

운전원에게 발전소 상황 감시 제어 몇 진단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제공하며， 서스댐의 전체채관 및 운전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운전원의 발전소 상태 진단에 도움을 준다.

6) 운전지원기능 강화

운전지원기능 및 경보처려기능의 강화는 발전소 안전성 뿐만 아니라 발

전소의 거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가) 자동시험 기능

기존 경수로혜서의 문제점 중의 하냐는 연속 온라인 시험의 부재로 인

한 운전원 또는 보수원의 부담 및 혼란증대로 발전소를 비정상상태로 만드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컴퓨터 계통을 포함한 주요 계통은 딴속 온 라인 자체

시 핍능략을 갖도록 함으로써 운전원이 계통의 고장을 팍각하는데 도움슬 주고 보수

요원의 부담을 격감시킨다.

아울러 수동으로 실시되는 주기적언 시험이 인적오류를 유발함으로써

계통의 성능을 저해시킬 가능성야 많았다. 따라서 계통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운

전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개사되고 자동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인 시

험능력을 져녀야 하며 이러한 시헝은 RG 1.22. 1.118 및 IEEE Std 338에 부합되도

록 한다.

나) 운전절차서 표시기능

운전절차를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여 CRT에서의 동적표시화

면으로 제공되는 운전절차에 따라 운전원이 발전소 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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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운전원의 부담을 줄이고 상황판단셔 도움을 준다.

다)감시기능

운전원은 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운전제한조건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

으며， 또한 사고서에도 노심의 용융을 방지하고 사고를 완화하기 위해 노심의 성능

및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 받을 수 었도록 발전소 상태변수들이 운전제

한조건에 접근하거나 초과하는 것을 운전원이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

아울러 운전원이 사고시에도 노심의 용융을 방지하고 사고를 완화하기

위해 노섬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수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상상태에서 감시

되는 겨}측가기와 별도로 사고시에도 R.G. 1.97 요건에서 요구하는 필수안전변수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7) 환글화

운전원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표시의 한글화를 가능하면

이룩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표시의 한글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요연(통신계통의

과부하， 복사 및 프린트의 저속화)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8) MMI 기기형식 및 모텔 일원화

기존설계에서는 각 가능이나 계통의 특성위주로 부품 및 기기를 선정하

여 구현함으로써 관련 예비품 확보나 기능의 추가시 난점이 많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혜 인간공학 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및 부품 및 기기의 표준화

를 통해 발전소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예비부품 확보 및 설계변경시 유연성을

제공한다.

바. 계측채어계통 개선

원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대부분의 계측제어계통은 1960년대 또는 1970년

대의 기술인 아날로그 기술로 제작되어 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발전소의 불시정지，

교체부품의 확보 및 유지보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며， 또한 TMI 사고

이후 규제기관의 새로운 기능 추가 요구를 만족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아날로

그 계측제어계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점을 갖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디져털 기술을 사용한 차세대 원전 계측제어계통은 표준화된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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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그리고 표준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혜어를 사용하는 개방형 구조로 이루어져

야 한다. 차세대 완전 계측제어계통의 주요 특정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 채택

표준화된 계통설계를 이룩하고 표준화된 off-the-shelf 기기 및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여 구성함으로써 설계를 단순화시켜 노후화 및 기기단종에 적절히 대처

하고 유지보수를 손쉽게 하며 향후 설계변경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환다.

2) 모률화 설계

모률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폰 경수로에서는 보수활동사 장비의

교체시간 증가로 발전소 이용율이 저하되고 특정부품의 교체로 연한 주변기기로의

영향이 증거되는 퉁 여러 가지 난점이 많았다. 따라서 계측처l 어 각 시스댐을 표준

화된 모률로 구성함으로써 장비교체와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률단위의 고장검출 능

력을 향상시켜 보수기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향후 설계변경시 유연성을 제공한다.

3) Multi - Loop Controller

Single-Loop Controller 대산에 Multi-Loop Controller를 사용하여 제어

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이중화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한 채널

의 고장발생시 건전한 채널로의 bumpless switching을 시킴으로써 채어의 신뢰도

를 증대시키고 자동시험 기능 등 다양현 기능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 LAN 적용

통신망을 적용한 분산시스템으로구축함으로써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

고 각 기능간의 안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키며， 케이블 감소 등으로 경제성을 채고한

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한다.

5) Multiplexing기 법 적용

기존의 일대얼 자료 전송방법은 통신 캐이블 등 수많은 주변기기나 부속

품들로 인해 경제성을 제고하기 곤란하였으며， 공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유지보

수 및 시험활동에 지장이 많았다. 따라서 현장신호를 다중화함으로써 케이블 길이

를 줄여 경제성을 제고하고 광섬유 케이블 등의 사용으로 선호의 신뢰성을 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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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발전소 주 전산기의 분산구조화

한 대의 주 전산기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각 거능에 부합하는 여러

대의 주 전산기로 분산시킴으로써 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았도록 하고， 아울러

네트월을 통한 각 가능별로 정보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7) 다양한 시험 및 유지보수저원 기능

기존 경수로에서는 주로 행정절차서에 따른 주기적인 보수 및 시험이 강

조되었고， 행정절차에 따른 보수 및 시험은 안전성 측면에서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

으므로 보수요원의 업무부담이 과다하여， 이로 인한 보수 및 시험기간 동안 안적오

류에 의한 계통 고장 발생가능성이 높았었다- 특히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각 부품

의 갱년열화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기존 발전소는 60년대 기술이 주로 사용됨으로

서 교체 부품확보에 가장 큰 난점이 있었다. 따라서 차세대 완전에서는 자가진단

및 자동 시험이 가능한 디자털 설비를 채택함으로써 시험성을 제고하고， 부품의 모

률화와 표준화， 자가진단이 가능한 디저털 설비를 채택함으로써 보수행위의 부담을

격감하고， 기기 단종 문제를 설계단계시 고려함으로써 장비교체가 수월하도록 하며，

보수원 또는 운전원없이 자체 교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가) 온라인 교정기능

예정 주기점겸 기간보다 더 자주 교정을 요하는 모률에는 자체적인 온

라인 교정기능을 갖춤으로써 계기의 드리프트를 방지한다.

나) 주기 가능시험

수동으로 개시되고 자동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인 기능시험을 갖추고 컴

퓨터 계통에 주기적인 시험능력을 갖춤으로써 계통의 거능 또는 온라인 진단시험으

로 검출 할 수 없는 오류를 검출하여 계통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인적 부담을 감

소시킨다.

다) 온라인 보수 및 수리

안전 및 보호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 중에 보수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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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소 이용율을 향상시킨다.

라) 온라인 자가진단기능

컴퓨터 계통 하드왜어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속적인 온라인 자

가진단기능을 갖춤으로써 계통 가용도에 대한 연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8) 충분한 확장성 및 예비율 확보

계기판넬， 제어콘솔， 결선단자， 배선， 전원 및 공조계통에 대해 예비용량

을 확보함으로써 설계변경 및 기능확장을 위한 유연성과 노화 둥으로 언환 장버교

체능력을 제공하고 컴퓨터계통， 경보계통 및 자료통신계통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여유도 및 확장용량을 제공한다.

9) Instrumentation에 대한 신기술 적용

교정 및 유지보수의 용이를 위해 가능하면 smart sensor를 사용하고， 또

한 센서 시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샤험가기에서 직접 시험업력을 주고 그 출력

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서 교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10) I&C 기가형식 및 모델 일원화 설계

기존의 주문형 장비는 기기단종이나 노후화에 적절히 대처하거 힘들었으

므로， 다양성 요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사부품의 사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여f

l:J 1 누품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추가기능의 채택을 용。i 하게 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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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기존 원전 및 NUPLEX 80+ 대벼 개선사항

L 안허가 요건

가. 기존 호기(영광3，4호기 및 울진3，4호기)

거폰호기 계측제어계통의 설계기념은 TMI 사고 이후 보강된 NRC의 규제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TMI 요건

TMI 사고 이후 NRC의 보강된 규제요건들을 만족하고 았다. 즉 Reg.

Guide 1.97에서 요구하는 PAMS를 발전소 감시계통악 NSSS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

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NUREG-0696 및 NUREG-0737 Supplement 1 에 기술된 안

전변수지시계통의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필수안전기능감시계통/부적절노심냉각감시

계통이 설계되어 있다. 또한 주제어실외에 기술지원센터 빛 비상운영설비를 설치함

으로써 비상대응설비CERF) 요건을 만족한다.

2) 계측제어계통의 주요 인허가 요건

가)다양성，다중성

기존 호기 계측제어계통설계는각 변수마다 현장의 센서에서 신호처리

및 지시기에 이르기까지 채널간 독립성 격리성 등 관련요건에 충분히 부합되는 설

계이다. 따라서， 디지랄 기술에샤엌 주요 관심사인 공통모드고장은 아날로그 설계

특성상 고려가 되지 않았으며， 주로 단알고장 관련 요건을 고려한 설계이다. 계통의

수명은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장유형별 분석 후 운전 및 보수절차에 반영되었다. 기존의 설계는 안전등급

의 신뢰성에 주안점을 둔 반면 버안전둥급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원자로보호계통은중간빈도사건과저빈도사건시에 핵연료， 핵연료 피복

재와 원자로냉각재계통아 적절하거1 보호됨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제한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을 보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호기능와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랴

- 78 -



설계된다.

o 10CFR50, 부록A (원자력발전소의 일반설계 기준)의 적용기준에 따

라 설계.

o IEEE 279-1971 (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에 대한 기준)의 요건을 준

수하는 계측，기농 및 운전.

o IEEE 338-1977 (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의 주기정기시험에 대한 표

준기준)의 요건을 준수하는 계통시험.

o 계통설계는 Reg. Guide 1.53 11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 단일고장 기

준 적용” 및 Reg. Guide 1.22" “보호계통 작동기능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에 따라 설계

o IEEE 323-1983 및 IEEE 344-1975에 따라 모든 계통 및 부품은 환

경 및 내진검증

o IEEE 384-1981 및 Reg. Guide 1.75에 따라 전기겨l통의 독립성 요

건 만족하는 설계

다양성보호계통은 10 CFR 50.62의 AT\VS 요건을 적용한 원자로정지

빛 보조급수 작동을 사동시키기 위해 독립적이고 다양한 논리를 사용하며 가압기압

력여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할 때 원자로정지를 시동시키거나， 증기발생겨수위가

미리 설정된 수위이하로 떨어질 때 보조급수 작동을 시동서키기 위하여 2/2 논려를

사용하는 두채널로 구성된다.

딴전과 관련한 자셔 몇 표시계통은 10ιFR50..누록 A퍼 일반설계기준

과 관련된 Reg. Guide 및 IEEE Standard의 요건을 준수하여 설계되어 었다.

나) 안전계통의 소프트웨어 신뢰성 확보

기존호겨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되는 안전등급의 소프트웨어는 매우 제

한적이다. 발전소 보호계통의 노심보호계산기의 소프트웹어는 Reg.Guide 1.152 및

ANSI/IEEE ANS 7-4.3.2-1982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BOP 제

어계통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적절한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다) 공통모드고장 방호

아날로그 설계 특성상 고려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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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어실 설계의 인간공학 개념적용

기존호기의 주제어실은 계통중심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USNRC의 규제

요건을 만족한다. SRP 요건에 따라 PSAR !FSAR CH.18장에 Human Factors

Engineering을 작성하였으며， 인간공학 설계지칭을 작성하였다. 또한 주제어실 설계

사 주제어설에 대한 Mock-up을 제작하여 주제어실 직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아울

랴 주채어설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나. NUPLEX 80+

NUPLEX 80+는 기존호기에 적용된 TMI 요건을 전체적으로 반족하도록

설계되며 그 외에 단일고장 파급 대책으로써 기폰호기에서 언급된 각 계통마다 적

절환 요건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다. 기존호기에 벼교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설계

기준 및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1) EPRI URD CH.10 MMIS 요건 적용

NUPLEX 80+는 디지털 기술 및 인간공학적 설계 개념을 강화한 신형경

수로로서 EPRI URD Vol. II의 MMIS 요건을 딴족한다. 따라서 MMIS를 하향식 설

계기법에 따라 일부의 기능 및 직무분석만 수행되었다.

2) 콩통모드고장 요건 적용

NUPLEX 80+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였으므로 제어 및 보호논리가 소

프트혜어에 의해 수행되므로 공통모드고장을유발할 수 었다. 따라서 소프트워l 어의

공통모드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야에 다양화 설계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안

전 및 비안전급에 서로 다른 기종의 PLC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다

양성개념파 섬층방호개념을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안전계통 디저털 겨1통에 대

한 요건중의 하나인 ANSI/IEEE ANS 7-4.3.2 요건은 1982년 발행본으로 적용하여

설겨1하였고 ANS/IEEE P-7-4.3.2 대해서는 계획단계의 문건만 완료된 상태이다.

다. 차세대 원전 MMIS

차세대 원전 MMIS는 기폰호기에 적용된 TMI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

며 그 외에 단일고장 파급 디f 책으로써 기존호기에서 언급된 각 젝통마다 적절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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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NUPLEX 80+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1) K-URD, MMIS 기본요건서 및 EPRI URn MMIS 요건 적용

NUPLEX 80+는 EPRI URD Vol. IT의 hα.1IS 요건을 만족하도록 MMIS

를 하향식 설계기법에 따라 설계하였지만 미국의 운전원을 기준으로 인간공학요건

을 적용하여 일부의 기능 및 직무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차세대

원전 MMIS는 한국의 운전원을 기준으로 인간공학 요건을 적용하여 MMlS 전체

기능 및 직무분석을 수행， 각 기능들의 할당을 최적화 한다.

2) 공통모드고장 요건 적용

차세대 원전 MMIS도 디자털 기술을 사용하였으므로 공통모드고장에 대

한 방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2장 인허가 요건에서 언급한

공통모드고장 및 다양성 대책 그려고 안전등급 디지렬계통 요건을 만족한다.

NUPLEX 80+가 IEEE P-7-4.3.2를 근거로 계획단계의 문건만 완료한데 벼해 차세

대 원전 lVIl\tIIS는 IEEE 7-4.3.2-1993의 요건을 적용한다.

2. 절계개념

가. 제어실

1) 기존호가

기존호가의 체어실은 연간공학 개념을 적용하여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작

상하쳐i픽 얀간공학 설계지침도 작성하였다. 또한 주제녁/널- 설제시 주제약실에 대

한 l\1ock-up을 채작하여 주제어실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분석을 수행

하였으나 계통별 분류에 근거한 계통별 기능중심의 설계로 모든 정보를 계기판에

계통중심으로 배열하는 형태가 되어 제어실의 운전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었

다. 또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채택으로 정보표현 및 정보축약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힘들었다. 기폰호겨의 제어실 설계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운전완 수

재래식 계기 및 제어기가 설치된 대형 압석식 Benchboard형 주제어반

을 사용하여 정상운전시 6명의 운전원이 상주하도록 되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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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스플레이 기기

영광3，4호가는 지시가의 경우 재래식 아날로그 지시기로 야루어져 있고

기록기의 경우는 재래식 I따<: Pen형으로 되어 있다. 울진3，4호기는 Microprocessor에

내장된 LED Biograph형 지시기를 사용하고 Dot-Matrix형 디지털 기록기를 사용하

고 었다.

다) MIA Station

영광3，4호기 및 울진3，4호기 모두 LED Biograph형 MIA Station을 사

용하고 있다.

라)경보표시방식

울진3，4호기 및 영광3，4호기 모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거존 경보창으

로 대부분 되어 있고 일부 경보 CRT로 이루어져 있다.

마) 대형화면 유무

영광3，4호기 및 울찬3，4호겨 모두 대형화면은 없고 단지 제어반 표면에

설치된 ON Board Mimic을 사용한다.

바) 주 정보표시방법

영광3，4호기 맞 울진3，4호거 모두 통상적인 아날로그 기록기 및 지시기

를 사용하고 었다.

λ}) Configuration (제 어판넬 형 태 )

영광3，4호기 및 울진3.4호가 모두 기존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Push

button switch 형태로 아루어져 았다.

2) NUPLEX 80+

NUPLEX 80+의 제어실은 인간공학 개념을 적용하고 NSSS , BOP, T /G

의 설계를 일원화하여 MMI 계기의 형식 및 모텔의 일원화률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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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원 수

정상운전시 워크스테이션화된 착석식 주제어 콘솔에서 1인이 운전가능

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정상운전서 R。 한명과 발전과장 2인만 주제어실에서

상주하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3인의 보조운전요원이 1분내에 제어실에 도달할 수 있

는 거리에 대기하도록 되어 었다.

나) 디스플레이 거기

지시기는 단색 ELD 및 CRT로 이루어져 있고， 기록기는 자료처리계통

에 기능이 내장되어 단색 CRT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되어 었다.

다) MIA Station

단색 ELD로 이루어져 있다

라)경보표셔방식

디스플레어 및 조치를 위해 탄색 ELD겨 설치되어 었고， 디스플레이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CRT가 설치되어 있다.

마) 대형화면 유무

Projection Type Mural Mimic인 고정형 대형종합발전소상태표시판

(IPSO)이 1개 설치되 어 있다.

바) 주 정보표시방법

이산지시 및 경보겨i통(DIAS)으로부터 단색 ELD 및 CRT로 표시된다.

사-) Configuration (제어판넬 형 태)

안전관련 주요 제어 기기는 Miniature Push Botton Switch를 사용하

고， 일반거기는 ELD로 이루어져 있는 Hybrid 형태이다. Touch screen 및 LED를

통한 제어는 기기의 제어보다는 운전정보에 상세 접근을 위혜 주로 사용한다.

3) 차세대원전 제어실 개선사항

차세대 원전 제어실은 EPRI URD CH.1O 제어설 요건을 만족하도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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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공학 기법을 사용한 하향식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과거 운전경험에 대한 검토， 운

전원 및 계통의 기능 및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 및 직무 할당을 통해 제어실을 설계

해야 한다. 또한 제어실와 인간공학 확인 검증을 위한 Mock-up 시율레어터를 제작

설계를 검토하고 이러한 확인 및 검증결과를 설계에 반복적으로 반영하는 프로토타

입핑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NSSS, BOP, T/G 의 설계를 일원화하여 hπiiI

계기의 형식 및 모델의 일원화를 이룩한다.

가) 운전원 수

정상운전시 워크스테이션화된 착석식 주제어 콘솔에서 1인이 운전가능

하도록 설계한다.

나) 디스플레이 기기

지시기는 천연색 ELD 및 CRT로 구성하고， 기록기는 자료처리계통에

기능을 내장시켜 천연색 CRT상에 디스플레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 제공

을 가능하게 하고 운전원의 업무부하를 감소시켠다.

다) M/A Station

천연색 ELD를 사용하여 체계적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경보표시방식

기존호기의 1200 재 이상의 경보창 수를 체계적으로 구분， 종합하여 축

약함으로써 경보창 대신 CRT 상에 경보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시 운전원의 상황판단

능력을 제고한다. 디스플레이 및 조치를 위해 천연색 ELD를 설치하고， 다스플레이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색 CRT를 설치한다.

마) 대형화면 채택

모든 운전정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개팔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형화면은 고정형 1대와 가변형 2대를 설치한다.

바) 주 정보표시방법

이산지시 및 경보계통으로부터 정보를 처리하여 대형정보판에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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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천연색 ELD 및 CRT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Configuration (제어판넬 형태)

제어실 내의 모든 정보 표현 및 제어방법을 VDU를 중심으로 함으로

써 운전원이 발전소 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었도록 한다.

나. 계측제어계통

1) 기존호기

가)기술성

기존 아날로그 설계는 각 계통이나 계통의 특성을 위주로 부품 및 기

기를 선정하여 구현하였으므로 아날로그 방식 고유의 표준화 설현에 대한 부담으로

장비 및 기기의 노후화 기기단종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또한 자동시험기능 미비로 주로 행정절차서에 따른 주기적인 보수 및

시험이 강조되었고， 행정절차에 따른 보수 및 시험은 안전성 측면에서 과도하게 산

정되어 있으므로 보수요원의 업무부담이 과다하여， 이로 인한 보수 및 시험기간 동

안 인적오류에 의한 계통 고장 발생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각

부품의 갱년열화를 파악하기 힘들다.

주로 주문형 장비로 계통을 구현하므로， 설계변경어나 기능의 추가시

내환경요건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이 필히 수행되어야 함으로써， 경제성제고가 곤란

하다. 또한 요건에 부합시키기 위한 설계였기 때문에 품질보증 측면에서 많은 난점

。i 있고， 품질보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므로 계측제어 산업저i 의 발전속도를 따를 수

없다.

자료전송을 단지 감사기능에만 국한시켜 사용하였으며， 안전과 관련되

는 계통과의 접속은 광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다. 성능측면 보다는 안전성에 주안점

을 두었기 때문에 직렬 데이타 렁크를 주로 사용하므로 케이블양을 효과적으로 줄

야기 곤란하다.

영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에서의 다지털 안전관련계통안 노심보호

계산기계통은 RG 1.152 및 ANSI/IEEE-ANS-7-4.3.2 요건에 충족하는 개발절차에

따라 설계， 구현되었으며， 비안전등급인 발전소 감시계롱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확

인 및 검증절차를 따랐다. 각 단계별로 설정된 독립검토팀의 검토 및 확인절차를

거쳐 개발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최종적으로 기능통합시험을 거쳐 확인한다-

- 85 -



나) 계통 기능

(1) 계측 및 채어계통

안전 및 보호계통에는 주로 아날로그 기술인 Relay를 적용하고 있으

며 원자로보호계통내의 노성보호연산기는 디지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노섬보호

연산가 소프트웨어는 RG 1.152 및 ANSI/IEEE-ANS-7-4.3.2 요건에 충족하는 개발

절차에 따라 설계， 구현되었으며， 비안전퉁급얀 발전소 캄시계통은 일반적인 소프트

웨어 확인 몇 검증절차를 따랐다.

제어계통의 경우 0ψOff 제어에는 relay를 적용하였으며， Regulation

제어에는 마이크로프로쩌서를 기반으로 단일 Loop 제어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기술

의 초보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다지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센서로부터 신호처리에 여르기

까지 일대일 통신 방식으로 케이블량이 증가하여 경제성을 제고하기 곤란하도록 되

어 있으며， 공간의 복잡성으로 설계의 유연성이 감소되고， 시험 및 보수활동상의 난

점이 많다.

(1) 감시 및 경보계통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이상을 나타내거나 이상을 초래할 상

태를 감자하기 위해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IVMS)， 음향누설감시계통

(ALMS) , 금속파편감시계통(LPMS) 및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RCPVMS)

으로 이루어지는 핵증가공급겨1롱 건전성감시계통(NIMS)이 설치되어 있다.

경보계통은 낙후기술을 사용한 제어실 기기의 한계로 인해 경보축약

기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경보창의 수가 1200 개 이상으로 이루

어져 었다.

(3) 운전지원 기능

TMI 사고 이후 NRC의 보강된 규제요건들을 만족토록 P따lIS ， 안전

변수지시계통， 기술지원센터 및 벼상운영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비상대응설비(ERF)

요건 등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낙후가술을 사용한 제어실 기기의 한계

로 감시 및 경보계통에 대한 설계변경이 어렵고， 지시기， 기록기 등에 재래식 아날

로그 기기를 사용하였으며 제어형태는 주로 Push Button 스위치를 사용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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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UPLEX 80+

가)기술성

실증된 디지털 범용장비를 채택함으로써 싼업체에서의 사용경험을 바

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률화 및 표준화를 통해 발전소를 단순화시키고 교체

및 설계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제어기능이 한개의 CPU에 의

해 처리되므로， 단일고장 파급을 방저하기 위해 여분의 CPU로 다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드웨악 고장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기능을 채택하였

고， 계통의 기능상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인 계통기능시험을 채택하였다.

수동 채널우회가능을 갖고 았으며 EPRI URD의 요구에 맞는 모률 단

위에서의 진단기능과 주기적 시험기능을 갖고 있다- 안전계통의 경우는 수동개시

자동시험 기능 (manual initiated automatic test)을 채택하고 있다. 보수성 측면에서

는 보호계통의 경우 모율화된 계통의 설계에 의해 고장발생시 현장에서 바로 모율

의 교체가 가능하고 제어계통은 모률별 하드혜여와 소프트웨어 설계 개념사용 및

표준화 개념으로 spare part 종류를 줄여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계통내에

자동고장검출 기능을 가전 다중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고 신뢰성의 고장허용구조 및

보수성을 갖도록 하고 았다.

설계의 여유성 및 용량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함으로써 추가기능

부여시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도록 설제하J.!.. 갔나.

발전소 현장의 Multiplexor를 사용한 다중 자료전송방식을 채택함에 따

라 관련 캐이블 사용량의 감소 및 배선의 단순화로 경제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다

중화기가 환경적으로 공조구역내에 았으므로 환경악화로 인한 성능저하가 초래되지

않게 설계하였고， 채널별 독립성여 필요불가결한 곳은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였다.

통신망 기법은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안전급 계통에 서용하고 있으며， 보호

계통， 사고후 감시계통 등 안전관련 계통에 대해서는 현장선호를 직접 감사 및 제

어가능하도록 되어 았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초기에는 건전성반을 위해 point

to-point방식을 주장하였으나， 자료전송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겨위해 여타 설계개념

과 같어 통신망에 의존한 전송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통신망에 의한 자료전송은 아

직 인증되지 않은 부분으로써， 최적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검토는 개발중이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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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항목이다.

자료의 전송시 발생가능한 전송오류를 극소화하기위해 전송자료의 오

류검색기능 및 보정겨능을 확보하였으나， 신호검증 기법은 일부에 국한하여 도엽하

고 있다.

안전관련 소프트워1 어는 관련 규제요건 RGl.152 및 ANSI!IEEE 7-4.3.2

요건은 1982 발행본을 만족하게 설계하였고 1993년 발행본은 계획단계의 문건만 완

료된 상태다.

산업체표준의 범용 PLC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사용하여， 품질을 높

이고， 안전계통에 대해서는 내전설계요건을 만족하며 RFI/EMI 요건을 만족한다 그

랴냐 RFIlEMI 요건에 대해서는 검증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환경요건은 EPRI 요건

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이는 공조계통의 성능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정의된 것

이다

나) 계통 기능

(1) 계측 및 제어겨1통

계측제어계통에 대부분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

부 안전 등급신호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안전 및 보호계통의 소프트

웨어는 RG 1.152 및 ANSIlIEEE-ANS-7-4.3 2- 1982 요건에 충족하고 있으나

IEEE P-7-4.3.2 요건은 계획단계의 문건만 완료된 상태다.

제어계통의 경우 On/Off 제어 및 Regulation 제어를 통합하여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Multi-loop 제어기(PLC) 사용하고 있다.

현장신호 전송은 현장 Multiplexor를 사용하여 다중통신방식을 적용

하여 설계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시험 및 보수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호계통의 일부에는 기폰의 일대일 통신 방식을 채택하고 았다.

(2) 감시 및 경보계통

기존호기와 마찬가지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이상을 나타내

거나 이상을 초래할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원자로내부구조울 진동감시계통(IVMS) ，

음향누설감시계통(ALMS) ， 금속파편감시계통(LPI\1S) 및 원자로냉각재펌프 잔동감

시계통(RCPVMS)으로 이루어지는 핵증기공급계통 건전성감시계통(NIMS)이 설치

되어 있다.

경보계통은 경보축약기법을 사용하여 경보의 수를 효과적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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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고 경보화면은 단색 평판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었다.

(3) 운전지원 기능

TMI 사고 이후 NRC의 보강된 균제요건들을 만족토록 PAMS , 안전

변수지시계통， 기술지원센터 및 비상운영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비상대응설비 (ERF)

요건 둥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인간공학적 하향삭 설계기법에의한 제어실 구성

으로 제어설 기기를 최적배치하고 있으며， 지시기， 가록기 둥에 주로 단색 ELD 및

CRT를 사용하고 있고， M/A station 및 경보화면도 단색 ELD 또는 CRT를 사용하

고 있다. 제어형태는 Push Button 스위치 대신 일반기기에는 ELD, 주요기거에는

Miniature push botton을 사용하고 았다. 또한 운전원이 발전소 상황판단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해 IPSO 1변을 설치하고 였으며 기존 발전소의 발전소 감시계통 대신에

자료처리계통을 채택하고 있다. 기폰의 CFMS. COLSS 와에도 비상운전절차를 돕

는 SPM 기능 및 안전변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ESF status monitoring 겨능을

추가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3) 차세대 원전 MMIS 개선사항

가)기술성

실증된 디지털 범용장벼를 채택함으로써 산업체에서의 사용경험을 바

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률화 및 표준화를 통해 발전소를 단순화시키고 교체

및 설계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디지헐 계통의 설계를 위해서 계통의 정량적， 정성적

인 신뢰도 분석 및 고장유형별 영향분석을 수행하역←-난일고장으로얀한 신뢰성 저

하요소의 대응설계， 공통모드고장대책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여 신뢰성 및 가용성

을 제공한다. MMIS 기기의 고장발생평균시간을사용부품의 내용으로 볼 때 5년 이

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계통의 평균수명을 발전소 가동년수 이상으로 설정한다.

다지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제어기능이 한개의 CPU에 의

해 처리되므로， 단알고장 파급을 방지하기 위한 여분의 CPU로 다중성을 확보한다.

하드웨어 고장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기능을 채택하고，

계통의 기능상실 여부를 점검하거 위해 수동으로 개시되고 자동 수행되는 주기적인

계통기능시험을 채택한다. 또한 수동 채널우회거능을갖도록 하며， EPRI URD의 요

구에 맞는 모율 단위에서의 진단기능과 주기적 시험기능을 갖도록 한다. 보수성 측

면에서는 보호계통의 경우 모률화된 계통의 설계에 의해 고장발생시 현장에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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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소프트웨어하드돼어와모둘별제어계통은하고，가능하도록교체가모둘의

하였으유지보수를 용이하게표준화 개념으로 spare p하t 종류를 줄여및개념사용

그I고 선뢰성의기능을 가진 다중 프로세서를 사용하여며， 계통내에 자동고장검출

보수성을 갖도록 환다.장허용구조 및

부여추가기능설계하여확장성을 고려하여용량의및여유성설계와

충분한요구하는설계하고， EPRI URD에서의존하도록소프트웨어에대부분이시

성능 여유도를 갖도록 한다.

발전소 현장의 Multiplexor를 사용한 다중 자료전송방식을 채택으로 관

경제성을 제고한다. 특히， 다중화겨가련 케이블 사용량의 감소 및 배선의 단순화로

않도록초해되지인한 성능저하가환경악화로있으므로공조구역내에환경적으로

독립성이 필요불가결환 곳은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한다. NUPLEX설계하고，채널별

기법은반해， 통선망있는데。l-.，
1후J.!..사용하지다중통신방식을일부에는

-M 。

/d 끼-80+의

전체적으로 사용한다.

자료의비해，채택한텍신호검증기법을일부에
r-1 。a ,80+의NUPLEX

보정기ql
7'오류검색기능전송자료의발생가능한 전송오류를 극소화하기위해전송시

적용한다.기법을신호검증제어계통에도모든아니라안전급뿐만확보하고
'- 0
。"프

제어방식은 소프트 제어기법을 도입하도록 한다

RG1.152규제요건관련소프트돼어는안전관련
~ 。a ,NUPLEX 80+의

발행본은1993년설계하고만족하게발행본을ANSI/IEEE 7-4.3.2 요건은 1982ql
;x:

한

범용 PLC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사용하여， 품질을 높

만족하도록신규요건을상태이나， 계획단계에서부터문건만 완료된계획단계의

다.

산업체표준의

만족하도록요건을RFIlEMI만족하며내진설계요건을대해서는이고， 안전계통에

한다.

능기나)계통

제어계통(1) 계측 및

았으나모든일부에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고NUPLEX 80+의 경우

RG소프트워l 어는보호계통의01
;x:안전도입한다.기술을디지털계측제어계통에

마이통합하여

1.152 및 IEEE 7-4.3.2 -1993 요건에 충족하도록 한다.

Regulation 제어를및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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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Multi-loop 제어기(PLC) 사용하고 제어계통의 단일고장

파급 및 시험성 향상을 위해 다중화를 실현한다.

NUPLEX 80+의 경우 일부에는 일대일 전송방식을 채택하고 었으나，

모든 신호를 현장 Multiplexor를 사용한 다중통신방식을 적용하여 설계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시험 및 보수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시 및 경보계통

원자로맹각재계통 압력경계의 이상을 나타내거나 이상을 초래할 상

태를 감지하기 위한 제반 기능들을 갖춘다.

경보계통은 경보축약기법을 사용하여 경보의 수를 효과적으로 감축

시키고， 경보화면은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경보는 대형화면에 Dedicate 형태로 나타

내고 모든 경보는 CRT 상에 나타내도록 한다.

(3) 운전지원 기능

TMI 사고 이후 NRC의 보강된 규제요건틀을 만족토록 P때tIS ， 안전

변수지시계통， 기술지원센타 및 비상운영설비를 설치하여 비상대응설비(ERF) 요건

등을 만족하도록 설계환다. 인간공학적 하향식 설계가법에 의한 제어실 구성으로

제어살 기기를 최적배쳐하고， 지시거， 가록가 등에 주로 천연색 ELD 및 CRT를 사

용하따， MIA station 및 경보화면도 천연색 ELD 또는 CRT를 사용한다. 제어형태

는 NUPLEX 80+가 Push Button 스위치 대신 일반기기에는 ELD , 주요기기에는

lVlImature push botton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VDLJ based 제어가법을 사용한다.

또한 NUPLEX 80+가 운전원이 발전소 상황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IPSO 1면

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형정보표시판을 될 수 있는 한 전체상황을 개략적으로 보C댁

줄 수 있는 고정형 판넬과 필요에 따라 특정정보 상태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가변형

Big-board를 채택한다. 자료처리는 NUPLEX 80+의 자료처리계통 대신에 분산컴퓨

터계통을 도입한다. NUPLEX 80+의 CFMS , COLSS , EOP 및 ESF status

monitoring 기능 외에도 K-URD 요건을 만족하는 겨술지침서 감사기능을 가능한

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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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차세대 원전 MMIS 구성개념

1. 공통 구성깨념

가. 가용성 및 신뢰성 향상

기존 아날로그 설계의 단점인 단일고장파급으로 인한 영향을 꽤제하고， 노

후부품 교체 및 새로운 추가기능와 곤란， 드리프트로 인한 정확도 개선 난이 둥을

개선하기 위해 쳐세대 원전의 계측제어계통은 디지털 기술을 채택한다. 디지렬 계

통의 설계를 위해 계통의 정량적， 정성적인 신뢰도 분석 및 고장유형별 영향분석을

수행하여， 단얼고장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요소의 대응설계， 공통모드고장대책을 설

계단계에서 반영하여 신뢰성 및 가용성을 제고한다. 특히， 관련분석으로 도출되는

고장발생평균시간을사용부품의 내용으로 볼 때 5년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계통

의 평균수명을 발전소 가동년수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는， 분석결과에 따른 기기에

대한 교정， 보수 및 교체주기를 적절히 선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여다. 가용성제고측

면에서 모든 계통은 표준화를 원칙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공통모드고장 등의 영향

을 최소화하거 위해 다양성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그리고 얀전등급계통과 중

요한 버안전등급계통은 여중화를 시켜 신뢰도 및 이용율을 제고한다.

나. 표준화 및 다양성 조화

다양성과 표준화는 상호 상반되는 개념야므로 표준화를 극대화시켜 경제성

을 제고하변서， 최소의 다양성으로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킨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와 표준화 및 모율화는 발전소 유지보수 및 가동율 제고 측면에서 당면한 과제

이며， 다양성은 발전소의 신뢰성 측면 뿐만 아니라 설계인증 측면에서 중요한 요건

이다. 따라서 제어계통， 보호계통 및 감시계통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워l 어

를 표준화함으로써， 운전원 및 보수요원의 보수 및 훈련시간을 적캐 하며， 예비품

저장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설계 및 장비구매를 간소화

한다. 표준화는 동종의 기기를 여러 기능 및 계통에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았지만 신뢰도나 안전성측면에서 같은 종류의 고장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디지럴 계통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능적 다양

성을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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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성 및 구획성 실현

디져털 방식의 도업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통 소프트

웨어， 하드웨어 및 다중통신방식 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었도록 하였지만， 인허가 측면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

가 많다. 특히 여려 개의 기능이 한 개의 CPU에 처리되고， 다중화기에 의혜 전송방

식이 다중화되면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기폰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주안점을 둔 다중성 및 독립성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도

될 수 있는 한 기능을 세분화하여 독립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구획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디지털 방식의 장점을 크게 저해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

서 기능의 통합 및 분리 정도를 결정한다.

라. 시험성 및 보수성 향상

자가진단 및 자동 시험이 가능한 디지털 설비를 채택함으로써 시험성을 제

고한다. 부품의 모율화와 표준화 자가진단이 가능한 디지털 설비를 채택함으로써

보수행위의 부담을 격감하고 기기 단종 문제를 설계단계사 고려함으로써 장비교체

가 수월하도록 하며， 보수원 또는 운전원없이 자체 교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한다-

마. 여유성 및 확장성 확보

계측제어계통의 신기술은 타 계통의 기술에 비해 변화속도가 빠르므로 효

과석인 설계변경 및 교채를 위해서는 주요 계통 ;잊 지기의 예비용량을 확보한다.

기존 경수로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기 단종으로 인한 부품의 교체문제

는 여러한 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다. 반면에 차세대 원전

에서는 모률화 및 표준화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품 및 장비의 교체는 용이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기반인 소프트워l 어 컴퓨터 및 다중화기의

예비용량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향후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추가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차할 수 있는 여유성 및 확장성을 갖도록 한다.

바. 소프트워l 어 건전성 확보

소프트웨야 품질확보는 디지털 계통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전체계통의

성능을 보장하는 데 주된 요소이다. 디지털 계통의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대책은 크

- 93 -



게 기능적 다양성 확보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그 중

다양성 대책으로는 hardwired back-up 계통의 설치 둥이 고려될 수 있으나， 소프트

워l 어 품질확보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건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엄격한 개발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품질

을 개발 각 단계에서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므로서 보장할 수 있게 관련 개발계획

을 계획단계， 요건개발단계， 설계단채， 구현단계， 통합단계， 검증단계， 설치단계별로

문서화 및 확인검증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개발시에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CASE)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

를 극소화한다. 보호 및 제어 둥 주요기능에 사용되는 소프트워l어는 발전소 운전에

중요한 고정변수， 사고후 평가자료， 발전소 운전모드를 결정하는 자료 동은 기존 경

수로 보호계통에서와 같이 비휘발성 기억소자에서 기능이 운용되도록 한다. 어떤

모률의 단일오류가 소프트워l 어 거능이나 데이타베이스 운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독립적인 모둘화 설계기법에 따라 설계한다. 성능측면애서

시간적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기능을 최악조건에서도 수

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이는 계통의 통합확인과

정에서 시험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보안측면에서 바이러스 감염 및 치료 대책을 세

우며， 특히， 우발적이 아닌 고의로 계통의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 인

가자의 소프트웨어 접근이 불가능하게 코드의 사용 등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한다.

사. 하드웨어 건전성 확보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아날로그 방식에 비하

여 디지털 방식의 기술의 사용으로 소프트웨어 및 기능간의 연계사항이 증가됩으로

인해 하드웨어의 건전성 또는 신뢰성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

므로 문제가 되고 았는 디지럴 기기의 취약성인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하고 아울러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분리성 등의 주요 안허가 현안들을 해

결한다. 또한 하드웨어에 대한 내환경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아. 자료통신 건전성 확보

디지헐 기술의 도입으로 계측제어설계개념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소프트왜어의 광범위한 사용， 컴퓨터화된 계통 등과 더붙어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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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자료수집， 자료처리 및 자료전송에 이르는 자료통신계통이

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일대일 신호전송방식은 통신 케이블 동 수많은 주변 기기

나 부속품들로 인혜 경제성을 제고하기 곤란하였으며， 공간의 복잡성 둥으로 인해

보수 유지 및 시험활동 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는데 난점이 많았다. 차세대 원전 자

료통신 방식에는 통신망 방식 및 다중통신 방식 둥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

결한다. 또한 공통모드고장 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신호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따라서 산업체나 원자력 분야에서 충분한 사용경험을 가진

통선망 프로토콜이 선정해야 하며， 신뢰성 분석， 내전자파간섭 대책， 격리성， 다중성

둥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특히 자료전송능력 확보측면에서 최대의 전송

부하상태에서의 전송시간 지연이 없게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설계한다.

2. 계통 구성개념

인간공학적 직무 및 거능분석이 수행되기 전의 차세대 원전 MMIS의 샤l부계

통에 대환 구성개념은 개념설정 차원에서 기술하였으며， NSSS의 참조 발전소가

System 80+이므로 차세대 원전 M l\1IS 설계에 하기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

며， 이는 일반적언 제어 및 감시전략이 크게 바뀌지 않는 가정하에 본 계통개념을

기술하였다. 그렴 1은 차세대 원전 l\1MIS의 개략적인 I&C 구조를 나타낸다. Level

1은 보호 및 제어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발전소 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작

동제어계통， 출력제어계통， NSSS 공정제어계통， 그리고 보조공정 캐비넷이 위치한

다. Level 2는 발전소 감시 및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안전지시 및

경보계통 그리고 정보처리계통이 포함된다. 각각팍←서j부겨i통에 대한 설명은 다음

의 각 하부절에서 기술될 것이다.

본 계통개념은 하향식 설계기법에 따른 직무 및 기능분석의 반복에 따라 일

부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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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 및 보호계통

NSSS 계측제어계통중 Class IE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원자로정지를 수

행하는 보호계통과 공학적안전절비를 작동시키는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이다. 이틀의

설계개념은 아래와 같다.

o 관련 규채요건의 만족(10 CFR50 App. A , IEEE 603-1991 , IEEE

279-1971 둥)

o 기기의 표준화-

o 고장을 처리하거나 견디는 기능 부가(fault tolerance)

o 타산업에서 사용경험어 충분한 범용(off-the-shelf)기가들을 가능한 이용

o 자동 자가진단가능의 채택

o 자동 기능시험 (operated initiated periodic function test) 제공

o 최소한의 하드웨어변경으로 기능변경 가능

o 다중채널의 다중성

。 비 안전계통과의 다양성 확보(diversity)

o 가능한 취득되는 공정변수의 다양성 확보

o 비안전계통과의 전기적 격리

o fail-safe 개념의 적용

o single failure criterion

。 pre-trip warning 제공

O 화재 및 사보타지에 대한 대응 설계

o function segmentation

1) 발전소 보호계통(PPS)

발전소보호계통은 발전소의 변수를 계속 감시하면서 발전소의 비정상 상

태시에 완자로 정지신호 혹은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를 발생사키는 안전계측제어

켜1통의 핵심 부분이다. 이것은 또한 운전원에게 계통의 상태를 채공하고， 수동작동

신호를 전달한다. 일부 pre-trip 신호는 제어계통으로 전송확어 발전소의 상태가

원자로 정지로 접근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발전소보호계통은 자동 및

수동 test 거능으로 자체의 이상유무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보호계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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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보호계통은 분리 다중 채널로 구성된다. 각 채널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화재로부터 방호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채널은 DNBR을 계산하는 노섬보

호계산기와 발전소보호계산기부분으로 구분되고， 발전소보호계산기는 partial σlP

(bitable) processor 기능. coincidence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의 트랍설정치는 노심

보호계산기에셔 계산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partial trip processor로 계산한다. 이것

은 입력된 공정변수의 값과 설정된 trip setpoint를 비교해서 trip여부를 결정한다.

비슷한 방법으로 노심보호계산기도 DNBR trip과 LPD trip을 결정한다. Operating

bypass는 발전소의 기동과 cool down 조건에서 불필요한 trip아 일어나지 않도록

우회기능을 제공한다.

2) 노섬 보호 계산기 (CPC)

노섬보호계산기는 전기적 및 물리적으로 독립된 다중채널로 구성되어 있

다. 각 채널에는 Trip Logic Ca1culator(TLC) , Operators Module, CEA 제어봉위치

전송 Multiplexor로 구성되어 있다.

가) 각 부분의 기능

TLC는 DNBRlLPD 값을 계산하고， 보호계통의 coincidence processor

에 보호신호를 보내고， 보호계통의 연계 및 서험 프로세서를 통하여 전력제어계통

(Power Control System)에 제어신호를 (CEAC)제공한다.

CEAC는 단일 eEA 편차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CEA penalty factor을

계산한다o CEA penalty factor은 CEAC로부터 각 TLC에 값을 주고 DNBR!LPD의

TLC 수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CEAC 상태정보는 보호계통의 연계 및 시험을

통하여 정보처리계통과 제어실에 채공된다.

나)구조

노심보호계산기는 다른 계측제어 장비들과는 물리적으로 분려되어 있

고'0 운전원 Modules은 Main Control panel(MCP)에 워 치한다o Fiber Optic Data

Links를 사용함으로써 발전소 보호계통과 정보처라 및 경보계통간의 isolation을 유

져한다.

3) 공학적딴전설비작동제어계통(ESF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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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안전설버작동제어계통은 발전소 안전관련기기에 대한 정상운전시

의 제어 뿐만 아니라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작동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었다. 여기

에 속하는 기기들을 보면 bre짧er 및 relay operated 기기( pumps, fans , heaters 및

motor operated v러ves)이며， solenoid operated component( pneumatic,

electro-pneumatic 및 direct operated valves)둥이 포함된다. 정상운전시에 안전관련

설비기들야 ESFACCS에 의해 관리되고 었다가 보호계통으로부터 공학적안전설비

계통작통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공학적안전셜비작동제어계

통에는 안전주입계통， 격납용기 살수계통， 버상 급수계통 1&2 퉁이 있으며 다중화

된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고장 및 비정상에 대비한다. 또한 한 채널안에서도 기능할

당에 따라 몇 개의 독립적인 그룹으로 분려하여 어느 한 고장어 전체의 트레인 작

동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제어계통은가능한 공통모드고장을 줄이도록 제어계통과

정보처리 및 power control 계통과는 독립적이고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혜어를 사

용하여 다양성을 높이도록 하고 자동작동의 불가능시 수동작동에의한 작동을 확보

하기 위하여 주요 수동작동선호는 최대한 하부 기기 수준까지 직접전달되도록 한

다.

기기의 동착을 살펴보면 정상운전시에는 안전관련설비 및 기기 제어계통

이 공학적안전껴통의 기기룰 제어하며， 보호계통으로부타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동

작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동작한다.

각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내에 공학적안전설비 기능을 그룹화하여 하나의

그룹에서 안전기능의 고장이 다른 그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적언 분류 외에 segmentation 역시 공학적 안전계통에 적용하여 어떤

segmentation의 안전기능 고장이 다른 segmentation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비안전 제어 및 감샤계통

1) 핵증기공급계통 건전성감시계통(NIMS)

핵증거공급계통 건전성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압력경계의기능저하

상태나 그러한 상태로 진전될 수 았는 몇몇 상황틀을 감지하고， 이상의 원인을 알

아내는데 사용될 진단정보를 제공하며， 정해진 이상 판단기준을 넘어설 때 주 제어

실에 경보를 제공한다. 이 계통은 다음의 부 계통블로 구성되어 았다.

o 내부구조물 진동감사계통

- 99 -



。 음향누설감시계통

o 금속파편감시계통

o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가)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1\대tIS)

내부구조물진동감시계통의 주 기능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움직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부구조물진동감사계통의 부 기

능은 이 변화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부진동감

시는 노외중성자속감지기 채널의 합성된 선형감지신호를 이용하여 원자로 내부구조

물， 특히 연료집합체 및 노심지지통의 움직임에 의한 중성자 홉수 길이의 변동에

따른 중성자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캄지한다- 이 기기틀 움작염의 변화는 관련된

스팩트럼의 첨두치의 주파수와 친폭에 영향을 주며， 기기의 구조적 조건의 변화와

판련이 있다. 노심지지통의 체결력을 감시하기위해 노외중성지속 신호를 사용하도

록 하는ASME공동기준 OM-S/G-1990, Part 5에서는 한 핵연료주리동안 감시가 아

루어져야 하는 시기와 아러한 감시겨간중에 수접한 자료의 해석방법을 기술하여

권장하고 있다. 내부구조물진동감시계통은이 공동기준애서 권장하고있는 모든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았다.

나) 음향누설감시계통(ALMS)

음향누셜감사계통의 기능은 일차계통내의 정해진 기기나 정해잔 장소

에서의 누설을 감지하는 것이다. 음향누설감시계통은 Regulatory Guide

1.45,"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Leakage Detection Systems," (May

1973)의 지침을 부분적으로 따르도록 설계되어 었다. 음향누설감시계통은

선UREG-0718 II.b.3 항목엑 따라 가압기 안전밸브의 상태(닫힌 상태， 또는 닫허자

않은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져l 공하며， Regulatory Guide 1.97,Rev.

3,"Instrumentation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ssess Plant

and Environs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에 따라 가압기 안전

밸브의 위치를 알려 준다. 누설에 의해 발생한 급격한 압력파는 압력경계를 따라

전파되어， 누설이 감시될 기거나 기기근처에 설치된 압전형 가속도계에 의해 감지

된다. 가속도게 신호의 진폭이 현장 배경준위이상 감지될 때 누설을 감지할 수 있

다. 여기서 누설에 의환 운동에너지에 비례하는 신호진폭의 실효값은 누설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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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한다. 그러나 버례상수는 누설형태나 누설되는 위치와 가속기와의 거랴에 따라

다르다.

다) 금속파편감시계통(LPMS)

금속파편감시계통의 주 기능은 일차 압력경계내의 금속파편의 존재유

무를 감지하는 것이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의 부 기능은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a)금속

파편의 성질( 유동체인가 부동체인가)， (비금속파편의 위치; 그리고 (d금속파면의

특성( 크기，질량，속도)을 결정하는데 있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은 Regulatory Guide 1.133, Rev.1 ,"Loose Part

Dete다ion Program for the Primary System of Light-Water-Cooled Reactors"와

ASME OMA-S/G-1991,Part 12, "Loose Part Monitoring in Light Water Reactor

Power Plants"의 지침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계통 경계표면의 금속파편

충격은 경계를 따라 일련의 압력파로 전달되며， 압력경계 표면의 움직임을 유발시

킨다. 경계표변에 설처된 가속기는 이 움직임을 감지한다. 금속파편에 약해 발생되

는 불규칙한 충격파의 진폭 반복율，주파수， 그리고 감지기간 동연 산호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금속파편의 크기 질량속도 및 위치를 알 수 있다.

라) 원자로냉각재펌프진동감시계통(RCPVMS)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기능은 원자로냉각재펌프진동을 감

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

프의 거속도， 속도 및 축변위를 계산하기위해 근접거리 측정기와 가속도계， 신호처

리기 및 전산처리방법을 여용한다. 가속도계는 각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움직임의 절

대값을 3차원(x，y，z축)으로 감시하는데 사용되며， 원자로냉각재펌프 위나 해당모타

지지대에 설치된다. 감지기의 신호처리기는 격납건물 밖에 설치한다. 큰접거리 측정

기는 축에 수직한 x ,y 평면상에서 축의 변위를 감시하는데 사용한다.

2) 전력제어계통(pes)

전력제어계통은 제어봉을 조절하여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며 통합된 발전

소 전력제어룰 수행하기 위하여 터빈제어계통으로터빈부하신호를 전송한다.

이 계통은 원자로 제어，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기 출력 및 부하균형계통

(PLBS) 및 원자로 출력감발계통으로 구성된다. 각 계통별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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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원자로 제어

원자로 제어기능 (RRF)는 설정된 제한범위 이내로 터반부하 변동을

추종하도록 원자로 전력 및 원자로 냉각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원자로제어기능은 부하추종신호와 원자로 냉각수 온도를 수신하여 평균용도를 계산

한 후 TREF 산호와 TAVG 신호의 차로 오차신호를 만들어 낸다. 계산결과의 편차신

호는 제어봉집합체가 고속 혹은 저속으로 움직여악 할지를 결정하는 제어봉집합체

속도프로그램과 제어봉집합체가 안출， 삽입 혹은 정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제

어봉집합체 상태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이 프로그랭들의 계산결과는 제어봉구동장

치 제어기에서 이용된다.

나)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기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기는 원자로출력제어계통에서 제어봉집합체 자동

동작요구신호 혹은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가의 운전원 조작반에서 수동 동작요구신호

를 받아서， 01 선호들을 제어봉집합체를 작동시키도록 한다.

원자로보호계통 혹은 공정제어계통의 보호기능에 의해 개시된 원자로

정지는 트립스위치기어에 의해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기의 입력구동전완을 차단하여

모든 제어봉집합체가 중력에 의하여 낙하되게 한다. 제어봉구동장처 채어기는 안전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 출력 몇 부하 균형계통 (PLBS)

PLBS는 부하과도현상에 의하여 발전소출력이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제

한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터빈발전기 제어를 규정된 발전소변수들로 조정한다. 이

러한 감시적인 기능은 발전소 운전원이 터빈제어계통을 통해서 하거나， 부하가 원

격으로 정해질 때는 PLBS을 통하여 수동 혹은 자통으로 수행된다.

PLBS는 자동송전계통 원격제어반 또는 현장 PLBS 판넬에서 오는 출

력의 증가 혹은 감소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출력요구치는 발전소보호

계통과 자료처리계통내의 노심운전제한감셔계통알고리즘에서 얻을 수 있는 제한치

를 포함하는 여러 운전제한치와 비교된다. 만약 출력변화요구치가 발전소 운전제한

치보다 크다면， 우선수행치가 발생되어 터빈출력을 제한치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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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BS 제어기는 핵증가공급계통 트립， BOP 및 노심운전제한감시계통

제한치에 근거한 우선수행차를 계산한다. 우선수행치가 제한치에 접근할 때， 부하증

가 상한율이 발생한다. 이 최고율은 운전상태가 제한치에 접근할 때 영으로 되어，

발전소출력이 현 상황에서 발전소 제한조건에 부합하는 출력에 완만하게 이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운전제한치가 초과될 때， PLBS는 부하감소 하한율을 발생시켜

부하를 감소시킨다.

터빈제한조건들은 감시되어 터빈제어계통 운전과 일치하도록 PLBS을

작동시칸다. 이러한 초치는 PLBS 작동의 차단도 포함하여， 터반트립과 같은 주요한

사고 상황에서 급전망 주파수교란동안 터빈제어작동이 보다 빨리 급전망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원자로출력감발계통 (RPCS)

핵증기공급계통은 일반적으로 출력 및 유량의 미세한 변동과 함께 운

전된다 이려한 미세한 변동틀은 위에서 언급된 제어계통들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

다- 그러나 대형 터빈부하감발 터반정지 혹은 운전중인 두대의 주급수펌프 중 한

대의 상실사고와 같은 상당히 큰 발전소 불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핵증기공급계통을 제어대역 범위패로 유지하는 것은 제어봉집합체의 정상적인

고속삽입에 의한 핵증기공급계통 출력감소율보다 더’ 큰 비율로 핵증기공급계통 출

력을 급속히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급속한 핵증기공급계통 출력감발은

원져로정지 없이 (거짓제어봉낙하를 포함하는) 제어봉삽압방향이탈 사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열적여유도를 얻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은 원자로출력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아

떤 유형의 불균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원자로출력에 있어서 단계적 감소

는 미리 선택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조절 제어봉집합체 그룹을 노섬속으로 동시에

낙하샤킴으로써 수행된다. 제어봉집합체 그룹은 정상적인 삽입순서에 따라 낙하된

다.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은 또한 초기의 원자로출력감발후에 터빈 및 원자로출력의

균형을 맞추고 증기발생기 수워 및 압력을 정상 제어치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터빈

으로 제어 신호를 제공한다.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은 대형 부하감발， 운전중인 두대의

주급수펌프 중 한대의 상실， 혹은 (거짓제어봉낙하를 포함하는) 제어봉삽입방향이탈

사고 등을 수용할 수 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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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SSS 공정체어계통(NSSSPCS)

공정제어계통은 주제어실에서 제어되는 모든 발전소 공정거가들(펌프，밸

브，팬， 히터，회로 차단기)의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기기제어계통은 연속적인 장비

및 이산적얀 장비를 제어한다. 공정제어계통은 적절한 제아출력을 생산하는데 필요

한 모든 압력을 취한다. 공정제어계통은 또한 제어기능에는 사용되지 않으나 주제

어실의 경보 및 표시를 위해 사용될지도 모르는 관련 업력들을 취한다.

공정제어계통은 펌프， 밸브， 팬， 히터， 차단기 둥 모든 비안전 관련 발전

소 공정기기들을 제어한다. 공정 공정제어계통은 가합기 압력 및 수위제어， 급수제

어， 증기우회제어 및 붕산회석제어둥과 같은 핵증기공급계통 프로세서 제어를 담당

한다. 또한 공정 공정채어계통은 공기조화계통， 냉각수， 보조급수， 보조터변， 정화계

통 등 발전소종합설계 프로세서의 채어도 담당한다.

공정제어계통은 보호계통 대용으로 다중 원자로 정지 및 비상급수 기능

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가압기 압력 및 수위제어계통 (PLCS and PPCS)

가압기 압력제어는 가압기히터 및 살수밸브를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

계통악 압력 및 수위를 설정치 이내로 유지한다

나) 급수제어계통 (FWCS)

급수채어는 원자로출력 2-100%의 출력운전동안 증가발생기 하향유로

수위를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설계된다.

다) 증기우회제어계통 (SBCS)

터빈우회계통통은 발전소 응축거 혹은 대가로 증기를 방출하기위해 터

빈우회밸브의 위치를 제어한다. 이 계통은 터빈부하감발에 따른 핵증가공급계통의

잉여 열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혜 터빈우회용량을 최대로 이용함으로써 발전소 이용

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다.

다. 정보계통 (Infonnation System)

1) 안전지시 및 경보계통(SIAS)

본 계통은 지시계통과 경보계통으로 나누어진다. 디지털 지시기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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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값들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그래픽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체기

의 값을 직접 나타내던 재래식 지시기 및 기록거를 대체하는 정보처리 및 표시시

스탬이다. 운전에 필요한 주요 파라미터들의 값을 알기 위한 기폰의 방법은 주제어

반에 한 파라미터당 여러 개씩 설치된 아날로그 지시기들의 값을 각각 읽어서 기

록하고 그로부터 참값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야와 같은 절차나 방법은 판단하

는데 걸려는 시칸야나 양으로 볼 때 운전원에게 큰 부담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사고발생시 이러한 정보인지 및 판단과정은 운전원의 상황대처에 장애요소가 될

수 었으며 그 신뢰의 정도는 운전원의 경험적 기반에 크게 의존될 것이다. 예를 들

어 영광 3，4호기의 경우에 가압기의 압력값은 모두 127~ 의 계측거 (narrow range 4 ,

widerange 4, restricted range 4)로부터 각각의 아날로그 지시거에 표시되어 운전

원은 이 127R의 값을 모두 기록한 후 적당한 절차에 의해 최적의 값을 추정해 내

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로 지시거화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표값을 나타내고 필요시 각 채널의 값을 선

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전원은 한 파라미터 당 한

개의 표시장치를 통해 여러 채널의 신호를 볼 수 았으며 표시되는 대표값을 확실

한 파랴미터값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운전원의 수고는 크게 경감되며， 산속한 정보

인지와 운전효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설비변에서 제어반의 축소 내지

간소화， 그로 인한 운전완의 심랴적인 부담감소， 설비와 유지보수가 간편해지는 효

과 등을 가져올 것이다. 영광 3.4호기의 주제어실에 설비되는 지시기 189개와 기록

계 39개가 이와 같은 표시장치(디지털지시기)로대체된다변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

다.

디지털 지시기에 표시될 데이터는 거존제어반의 지시기 및 기록계에 표

시되어 온， 발전소운전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파라미터 및 redundancy, full

Qualification, continuous real time display, onsite power둥의 가장 엄격한 신호처

리 요건을 필요로 하는 Reg.Guide 1.97의 신호들을 대상으로 하며 발전소 컴퓨터

가 고장시에도 계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전원이 시스템상태와 수행상태를 평거하

는데 자주 사용하는 정보 및 발전소 안전상태 평가에 필요한 정보 등을 디져털 지

샤기에 표시하도록 한다.

가)SIAS 설계특징

SIAS의 목적은 크게 다음의 두가저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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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안전 및 운전애 중요한 경보 및 지샤를 통하여 발전소 운전

성 향상

o 타 정보계통(IPS) 실패시 일정시간 동안 지속적인 발전소 운전지원

SIAS의 설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o 검증된 센서의 업력 표시로 신호 신뢰도 향상

o 각 주제어반과 원격 정지 판넬의 경보 및 지시기로 중요 변수의 연

속적인 표시 제공

。 분산 중복 및 현장 검증된 off-the-shelf 프로세서 사용

O 동적 경보에 대한 우선순위화， 모드종속 경보논리 및 설정치 채택

。 신호검증， 표시구간의 자동변경， 변수들의 상관판계를 통하여 지시

기의 수 감소 및 제어반의 크기 축소

。 불필요한 경보의 감소로 비상시 운전원의 혼란 방지

o 내진검증.

나)SlAS 구성

SIAS는 발전소 안전 및 운전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운전

원이 자주 사용하는 변수들을 처리하는 SIAS-N 채널과， 사고후 지속적으로 Reg.

Guide 1.97 Category I의 정보를 표시하는 SIAS-P 채널로 이루어진다. SIAS-N

채널은 Level 2의 제어 및 보호계통으로 부터의 신호를 종합정보 통신망을 경유하

여 받아들여 각각와 segment processor에서 신호검증을 포함하는 압력신호처리

및 경보처리를 수행한 후 제어실에 배치된 각각의 디스플레이 프로세서에 보내 운

전원에게 각 변수에 대한 정보 및 경보를 제공한다. 반면에 SIAS-P 채널은

SIAS-N 채널의 정보 흐름과는 무관하게， Safety network으로 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들인다.

다)SIAS의 주요 기능

SIAS의 대표적 기능으로는 새로운 신호 검증기법을 포함하는 신호처

리기능， 이를 바탕으로 한 첨단 청보처리기능과 주요변수에 대한 지서기능이 었다.

SIAS에서 처리하는 입력신호는 다음과 같다.

。 Priority 1 및 2 경보에 관련된 발전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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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g. Guide 1.97 Category 1, 2 및 3 변수

。 안전상태감시를 위한 변수

다중채널센서로 부터 유입되는 다중신호는 적절한 선호검증기법을 통

해 대표값이 산출되고 이 대표값은 디지털 지시가로 운전원에게 대표값의 유효성

과 추여 둥과 더불어 제공된다.

경보처리는 기존의 하드와이어드 경보계통파는 다른 첨단 기법을 사용

한다. 불필요한 경보의 수를 감축하기 위해 운전모드에 따른 경보감축， 기기상태에

따른 경보감축， 다중경보감축， 시간지연기법 퉁이 사용된다. 또한 운전원에게 보다

중요한 경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가 위해 경보 우선순위화 거법을 사용하며， 기존

의 경보창 대신 공간적으로 Dedicated된 FPD에 경보를 나타낸다.

2) 대형정보표시판

발전소의 운전정보는 비정상상태의 징후패턴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고，

이 비정상상태의 정후패턴은 각 계통의 종합적인 상태에 의해 표현된다. 계통의 종

합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통의 운전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대

형정보화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버상운전모드를 포함한 천 운전모드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언 운전상태를 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통의 운전상태， 중요

변수값， 주요 경보 및 필수안전기능(Critical Safety Function)등을 종합적으로 표시

하는 대형정보표시반아 요구된다.

대형정보표시반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센서， 경보 및 상태정

보를 계통적으로 종합하여 표시해 쉽게 발전소의 전반적인 운전상태를 파악하여

운전원 정보분석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형정보표시반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설계거준을 만족한다.

o 전반적인 운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통과 기가의 운전상태를 표시

해야 한다

O 비정상상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주요변수의 변화추이를 표 시해야 한

다.

o 다른 감시기능화면과 개념적으로 일치되게 표사하여야 한다

。 주요변수 경보반을 표시하여 경보 감시부담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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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정보표시반의 정보구성은 Reg. Guide 1.97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

는 신호변수를 기본으로 정상운전과 비정상운전중 필수적으로 감시되어야 하는 계

통파 변수를 종합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Reg. Guide 1.97에 의한 사고시 감시변수

를 보면， Type A , B , C , D , E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감시하고 었다.

Type A의 변수는 발전소 설계특성에 따른 특정정보로 설계기준사고시

자동제어되지 않고 주제어실의 운전원이 규정된 제어조치를 수동으로 취할 수 있

도록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수들이다.

Type B의 변수는 발전소의 안전기능이 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제공되는 변수들로 안전기능은 반응도 제어(Reactivity ControD , 노섬냉

각(Core Cooling) ,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건전성 (RCS integrity) , 격납용기 건전성

(Containment integrity) , 방사능 유출 제어 (Radioactive effluent controD둥으로 정

의된다.

Type C의 변수는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에 대한 장벽의 파괴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변수로 핵분열생성물의 보호장벽은 핵연료 피복재의

melting , 1차계통의 냉각재압력 경계의 유지 및 격납용기 건전성의 확언이다.

Type D의 변수는 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각 안전계통과 기타 안전과

관련된 계통의 운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 운전원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안

전에 중요한 계통의 사고 진행을 완화서키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Type E의 변수는

방사능 물질의 누출정도를 판단 평가하여 일반 공공의 보호를 위해 감시하는 변수

들이다.

채택된 대형정보표시계통의 계통운전상태 표시정보는 Reg.Guide 1.97의

Type D의 변수를 기본으로 정상운전중 각 계통의 운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계통을 묘사하고 있다.

oRCS: Reactor coolant system

o RxP: Nuclear instrument system

o SD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o CS : Containment spray system

o CI Containment isolation system

o MFW: Main feedwater system

o CD Condensate system

o TB Turbine bypa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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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FW: AuxIliary feedwater system

o CW Circulating water system

o ELEC : Electrical supply system

o DG Diesel generator system

o CVCS :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o RHR :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o SDC : Shutdown cooling system

o SI : Safety injection system

o CCW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o SW Service water supply system

o IA : Instrument air supply system.

중요변수의 경보표시는 Reg.Guide 1.97의 Type B를 기본으로 비정상상

태의 최상위의 우선순위경보를표시한다.

。 Containment pressure high alarm

o Containment temperature high alarm

o Pressurizer pressure high alarm

。 Pressurizer pressure low alarm

。 Pressurizer level low alarm

。 Pressurizer level high alarm

o Steam generator level low alarm

oRCS Temperature average high alarm

o Subcooled margin low alarm

o Core exit temperature high alarm

o Reactor water level low alarm.

또한 안전기능과 관련된 Reg.Guide 1.97의 Type B의 변수는 다읍과 같

은 필수안전기능(Critical safety function monitoring)의 감시를 수행한다.

a RC : Reactivity control

。 PI Primary inventory

o HR Core heat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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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I : Containment integrity

o PC : RCS pressure control

o HS : Heat sink, RCS heat removal

o RR : Radioactivity release

o ES : Electrical supply, vital auxiliaries

o EG : Elecσical generation.

이 펼수안전기능중 RC，PI，HR，PC와 HS는 핵연료의 용융을 방지하기 위

한 기능이며 ES와 EG는 필수안전기능 유지에 필요한 계통의 운전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다.

대형정보표시반의 표시화면은 정보계층구조의 정점에 위치하여 발전소

의 전반적인 운전상돼를 파악하여 발전소의 운전상태를 예측하여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지침으로 사용된다. 대형정보표시반은주요 열전달 계통을 중심으

로 주요계통 운전상태와 주요기기의 운전상태를 도식화하여 표시함으로써 비상운

전을 포함한 모든 운전모드에서 발전소의 운전진행상태를 예측하게 하여， 정보표시

계통구조의 하위계통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지칩으로 사용된다-

대형정보표시판은 될 수 있는 한 전체상황을 개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

는 고정형 판텔과 필요에 따라 특정정보 상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변형

big-board를 채 택한다.

3) 정보처리계통(IPS)

정보처리계통은 발전소의 정상 상태 및 발전소를 정지 상태로 유도될 수

있는 이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잘 조직되고 통합될 촉수인식 (touch senstive) CRT

를 통해 운전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서 운전원으로 하여금 정상 상태시 발전소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상 상태시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운전 지원 계통중 하나이다. 정보처리계통의 기능 및 운전원에

지원될 화변에 대한 최적의 배치는 제어실에 대한 기능적 직무 분석의 결파를 토대

로 이루어진다. 정보처리계통이 지원하는 기능은 다양하고 방대하다. 예룰들면， 운

전원이 발전소를 기술사양 제한쳐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전소 정보를 분석하는

각종 NSSS 응용 프로그램， 이차계통의 성능을 평하는 BOP 응용 프로그램， 사고

후 분석 프로그램， 주요안전표시 프로그램， 비상운전절차서를 반영한 각 기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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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로표시 프로그램， 그라고 각종 운전져원기능을 제공한다-

정보처리계통은 EPRI URD Vol. 2 Ch. 10과 Supplement 1 to

NUREG-0737을 바탕으로 계통설계요건이 설정되며 F‘rnREG-0696을 계통기능기준

으로 삼는다.

정보처리계통은 제어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감시기능만 제공함으로써

Non-Nuclear Safery 게통이며 지진 발생시 계통의 동작을 요구하지 않지만 제어실

에 설치되는 기기들은 제위치 어탈(missile) 현상을 일으켜선 안된다. 또한 정보처리

계통은 안전계통과 연계가 이루어질 때 전가적으로 격리되어야 환다.

차세대원전의 정보처리계통은 네트워 방식을 통한 분산처리 서스템으로

구성되며 하드웨어에 의폰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이용 개발함으로써 개방형 구조

를 택하여 기기단종 문제를 혜결한다.

소프트웨어는 구조적 모률화 방식으로 채발되어 유지보수， 확장성 및 융

통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계통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단일 기기 고장시 이를 인

접 기기 또는 예비 기가에 의한 보충(backup)지원으로 극복하여 기능 상실을 최대

한 억제한다.

정보처리계통의 인간/기계 연계와 관련된 화면 구성， 운전원 압력 처리

및 오류 메시지 출력등은 인간공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된다.

정보처리계통은 발전소보호계통， 기기제어계통， 전력제어계통등으로부터

입력신호를 최소한 2초간격으로 받아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되어 촉수인식 CRT

및 프린터로 출력된다. 정보처리계통은 사고순서기록기(Sequence-fo-Event

recorder)로 부터 1 millisecond 해상도를 지닌 사고순서기록을 받아 출력한다.

가) 정보처리계통의 구성

정보처리계통의 하드웨어 구성은 이중 네트웰 위에 원크스테이션이 분

산 배치된 형태를 갖는다. 워크스테이션은 그 역할에 따라 업력신호를 받는 부분

(primary와 hot standbY로 구성됨 ), 데 이터 베 이스 처 리 부분(prim따y와 hot standby

로 구성됨)， 응응프로그램 처리 부분(3대의 on-line과 1대의 off-line 보충 원크스테

이션으로 구성됨) 그리고 화면처리 부분으로 나뒤어전다. 하나의 화면처리 펙크스

테이션에는 4대의 CRT가 결합되며 화면처리 워크스테이첼에대한보충 원크스테이

션은 없지만 하나의 CRT가 그 기능을 상설하였을 경우 인접 CRT에서 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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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화면처리 원크스태이션은 주 제어실을 비롯해 지술지원실，

비상대응조치실 그리고 비상대책위완회 둥에 설치된다.

정보처리계통의 소프트웨어는 UNIX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C와

FORTRAN언어를 이용 모률화 설계를 하며 X Window상에서 화면 설계가 이루어

진다. 데이터베이스는 계층척아며 관져형구조를 갖는다. 신뢰가 요구되는 하드 디스

크인 경우 이중(mirror)형태를 가지며 고 속의 레이져 프련터와 고 밀도의 테엎 드

라버가 장착된다.

냐) 정보처리계통의 주요 기능

정보처리계통은 Levell의 보호 및 채어계통으로 부터 업력신호를 받

아들이고， Level 2의 SIAS와 입출력 선호를 교환하며 제어실 내의 종합공정상태표

시판에 입력산호를 준다.

정보처리계통은다음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o Core Operation Limit SupervisIOn Programs

o Control Element Assembly Monitoring Programs

o Cntical Function Monitoring Programs

o Safety Function Status Check Programs

o Success Path Monitoring Programs

。 Xenon Reactivity Balance and Prediction Programs

o Deviation and Setpoint Monitoring Programs

。 Update Time Dependent Variable Processing Programs

。 Balance of Plant Performance Monitoring Programs

다음과 같은 보다 개선되고 지능형의 경보처려 기능을 제공한다:

。 Variable Alarm Setpoint

o Alarm Time Delay

o Alarm Cut-out

o Out-of-Alarm Check

o Alarm Deadband

o Alarm Prioritization (Priority 1, 2, 3)

。 Equipment Status Dependecy

112-



한다:

다음과 같은 계충적 화면 구조와 메뉴 구동식 화면을 운전원에게 제공

o Level 0 : 단일 화면으로써 IPSO화면을 의미한다.

o Levell: 주요 계통 및 기기의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o Level 2 : 프로세스들의 제어상황 및 계통 기능어l 대한 정보 제공

。Level 3 : 기기의 상세 정보 및 진단 정보 제공

그 밖의 운전 지원 역할을 하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o HDSR(Historical Dta Storage and Ret디ev려)은 과거의 정보를 저

장하여 나중에 발전소와 상태를 분석이 펼요한 경우 과거 데이터의

상태를 보고서 또는 추이 형태로 제공한다.

o 나무 막대 그래프나 X-y 형태의 그래프 기능을 제공한다.

O 단일 데이터 또는 그룹 데이터들을 선택적으로 감시하고 보고서 형

태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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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적용될 MMIS는 기존 원전의 운전 및 개발 경험으로부터

안정성， 경제성어 향상되고 운전의 용이성이 추구되는 운전원 중심의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설계되어야 하며， 디지털기기 및 소프트웨어기술 발전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며， 도한 이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요건을 만족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TMI 사고이후 요구되는 언감공학의 원전설계반영에 관한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MMIS는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원전의 1αt1IS 개발을 위하여 개념설계 단계로 수행된 본 연구애서

는 개발된 MMIS 개념설계가 상기의 요건들을 반영하고 선진 MMIS기술을 반영하

여 1350 MWe 급의 가압경수형 차세대 원전 뿐만 아나라 이용자 요구에 의한 원자

로 형에 크게 의존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개념 MMIS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을 확대 사용하여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기 노후화에 적극 대처하므로써 운영

및 보수 측면에서 용이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MMIS의 설계전략 및 기본 설계요건과 국내 운전경험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의 MMIS흘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차세대 MMIS의 설계기준들은 차세대

MMIS 설계를 위한 상세설계지침서나인허가요건 검토보고서의 설계입력으로 제공

되며， 주제어실 설계를 위환 MMIS 및 I&C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시 설계입력으

로 제공될 것이다

본 개념설계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특허사용권에 관한 문제，

기반 및 요소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추진 및 전략수립 등 중장기

적인 연구과제가 무수히 산재해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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