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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일체형원자로 MMIS설계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일체형원자로의 인간기계연계체계(MMIS)는 운전원과 연계관계를 갖는 제

어실과 플랜트의 전반적인 운전과 관계되는 보호, 제어 및 감시기능을 수행

하는 계측제어계통으로 구성된다. 인간기계연계체계의 개발은 현재까지 플

랜트 운전경험에서 밝혀진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를 감소시키고 계측제어기

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과 디지털기술을 적용하

여 개발해야 하고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개념과 설계요건 정립

을 통한 기본설계 완성과 관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과제의 목적은 1단계에서 개발된 인간기계연계체계의 구조와 설계개념

을 기반으로 설계요건 및 연계요건의 정립을 통한 개념설계의 타당성 확보

와 기본설계 완성으로 인간기계연계체계의 설계기술을 확립하고 추후 상세

설계에 대한 관련기술 축적으로 국내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

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체계 설계의 기본설계에 대한 연구

로 본 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체형원자로 계측제어계통 기본설계 개발

•정보처리계통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경보 및 지시계통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보호계통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제어계통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계측계통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특정감시계통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통신망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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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석 입력자료 생산

2.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 기본설계 개발

•제어실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정보표시계통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소프트제어기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대형표시화면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 개발

3. 일체형원자로 MMIS 설계평가 및 분석기술

•계측제어계통 설계평가 및 분석

•인간기계연계 설계평가 및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1. 계측제어계통 기본설계 개발

일체형 원자로의 계측제어계통 개발은 개념정립, 설계, 구현 및 검증, 운

전등의 4단계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정보처리계통, 경보 및 

지시계통, 보호계통, 제어계통, 계측계통과 통신망의 계통요건은 개념설계

와 결과를 기초로 하여 SMART MMIS 첫 번째 개발단계에서 개발되었다. 이러

한 계통들에 대한 연계요건은 계통간 연계, 계통 내부연계 및 기계적 요건

을 포함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계통의 기술서는 타 설계그룹과 구조설계에 

필요한 이해를 위해서 개발되었다. 

정보처리계통은 안전 변수표시, NSSS 감시, BOP 감시, 운전원지원등의 기

능을 다루며, 이중화 컴퓨터 구조로 구성된다. 경보 및 지시계통은 경보계

통과 지시계통으로 구분된다. 경보계통은 SMART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운전원에 의해 이용된 상위레벨 정보의 첫 번째 출처를 제공한다. 지시계통

은 사고후 감시 변수들의 연속적인 표시를 제공한다. 보호계통은 플랜트 보

호계통, 노심보호연산계통,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으로 구성되며, 현재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한다. 제어계통은 일차 제어계통, 이차 제어계통과 공정

제어계통으로 구성된다. 일차 제어계통은 노심 출력과 제어봉 구동장치를 

제어한다. 이차 제어계통은 주증기압력과 급수유량, 터빈발전기셑을 제어하

며, 공정제어계통은 SMART의 정상상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펌프와 밸브를 제어한다. 계측계통은 안전 관련 계측과 비안전 관련 계측으

로 구분되며, 사고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안전계통 자료통신망은 광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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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과 같은 진보된 기술로 개발되며 디지털기술의 원자력 적용을 위한 중요

한 방안이다.

2. 인간기계연계 기본설계 개발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 개발은 NUREG-0711의 열가지 요소로 묘사된 인

간요소 프로그램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탈착식 주제어 패널, 

대형화면, 안전정지패널, 감독자 콘솔, 보조패널과 소프트제어기를 포함한

다. 주제어실의 계통요건은 첫 번째 개발단계에서의 개념설계와 결과에 근

거하여 개발되었다. 이 계통들의 연계요건은 계통간 연계, 계통내부연계와 

기계적요건을 포함하여 개발되었다. 이 계통들의 기술서는 타 설계그룹과 

구조설계자의 이해를 위하여 제공되었다.

SMART 제어실은 정상상태에서 한 명의 운전원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하

다. 주제어패널, CRT로 구성된 탈착식 워크스테이션, FPD, 키보드와 지시기

는 원자로/터빈 운전원에게 플랜트 감시와 제어의 수단을 제공한다. 대형화

면은 제어실에서 개괄화면과 미믹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제어/감시행위

로의 접근을 지원한다. 안전 정지패널은 주제어패널의 고장사고시 운전원에

게 안전정지능력을 제공한다. 또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과 원자로 정지

의 수동작동을 위한 하드와이어 스위치를 포함한다. 소프트제어기는 상용 

플랜트의 제어패널에서의 다양한 물리적 스위치와 아나로그 제어소자를 모

방하여 표시한다. SMART에서는 소프트제어기가 안전 등급뿐만 아니라 비안

전등급의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

3. 일체형원자로 MMIS 설계평가 및 분석기술

MMIS 구조평가와 분석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과 인간요소문제와 같은 인

허가 요건에 충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MMI설계를 위한 지

침들은 다음과 같이 개발되었다. 제한된 화면크기 문제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전체정보의 관계보존과 같은 VDU의 잠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하여, 새로운 정보 네비게이션 전략이 개발되었다. 자료통신망의 구조가 정

의되었고 채널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석되었다. 계측 디지털화에 대한 타당

성을 분석으로 확인하 고 하드웨어 버스와 디지털 프로세서 타입을 선정과 

설계요건에 충족함을 확인하 다. 또한 일반소자와 안전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이 분석되었다. 안전관련 소프트웨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와 시험지침의 개발공정은 안전성과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되

었다. 디지털 하드웨어와 신뢰도 분석방법론에 대한 입증 지침요건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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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MMIS의 기본설계 개발의 결과들인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들은 인

간기계연계체계의 상세설계를 위한 기능, 구조, 설계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

계기준으로 적용되고 검증과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검증시험설비의 사양개발

과 시험요건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인간공학 분석을 통한 새로운 인

간기계연계체계 모델의 설계개발에 대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제어반 모형

제작과 검증시험이 수행되면 일체형원자로의 신뢰성, 안전성 및 가용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향후 해수담수화 플랜트개발과 해외수출의 경우에도 MMIS 

설계에 대한 기반기술 확보와 기술축적으로 설계기술의 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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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MMIS Design Technology for Integral Reactor

II. Objectives and Needs

Man-Machine Interface Systems (MMIS) are composed of the control 

room related to plant operations and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C) including functions such as plant protections, plant controls 

and monitoring. The applications of the advanced concepts and the 

digital technologies are required to reduce events due to human fails 

clarified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and enhance reliability and 

safety of the I&C equipment. The development of MMIS technolo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MIS basic design package are required to 

enhance the completeness of the MMIS design.

The purpose of the MMIS development is to provide the assurance of 

the conceptual design based on the architecture and the concepts of 

MMIS during the first development stage, to establish the design 

technology of MMIS and to provide the design process for the detailed 

design.

III. Scope and Contents

The development scope of design technologies of MMIS is follows;

1. Development of the basic design package of I&C for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

- Development of system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and system descriptions of alarm and indication systems.

- Development of system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and system descriptions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Development of system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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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ystem descriptions of plant protection system

- Development of system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and system descriptions of control system

- Development of system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and system descriptions of instrumentation system

- Development of system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and system descriptions of post-accident and integrity monitoring 

system

- Development of system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and system descriptions of data communication

- Preparation of input data for safety analysis

2. Development of the basic design package of Man-Machine Interfaces 

(MMI) for SMART

- Development of system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and system descriptions of control room

- Development of system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and system descriptions of soft controller

- Development of system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and system descriptions of large display

3. Evaluation and analysis technology for SMART MMIS design

- Evaluation and analysis of I&C design

- Evaluation and analysis of MMI design

IV. Results

1. Development of basic design of I&C

The development of SMART I&C has systematically been performed per 

the four stage development process which is composed of refining 

concepts, designing systems, implementing and verifying functions, and 

operating systems.

System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larms and 

indications system, protection systems, contro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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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ation systems and data communication network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conceptual design and results during the first 

development stage of SMART MMIS.

Interface requirements for those systems have been developed, which 

are contained inter-system interfaces, intra-system interfaces, 

mechanical requirements, etc.

System descriptions for those systems have been provided for the 

understandings of the other group and architecture engineering peopl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s composed of functions such as safety 

parameter display, NSSS monitoring, BOP monitoring, operators aids, 

etc. with dual computer architecture.

Alarms and indications systems are composed of alarm system and 

indication system. Alarm system is to provide the first source of 

top-level information used by the operator to determine the state of 

SMART. Indication system provides continuous, dedicated display of 

Post Accident Monitoring Variables. 

Protection system is combined with plant protection system, scop, 

and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control system. This system 

is met with the current licensing requirements.

Control systems are composed of primary control system, secondary 

control system and process control system. The primary control system 

is to perform reactor regulating and control drive mechanism control. 

The secondary control system is to control main steam pressure,  feed 

water, and turbine/generator set. The process control system is to 

manage various pumps and valves that are needed to maintain the normal 

operating condition of SMART. 

Instrumentation system is divided into safety related 

instrumentation and non-safety instrumentation. This system is 

contained the post accident monitoring functions.

Data communication networks for safety systems are developed with 

advanced technology such optical based switching. This is the key 

methodology in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to nuclea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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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ment of basic design of MMI

The development of SMART MMI has systematically been performed per 

the human factors program plan which is described with ten elements 

such as NUREG-0711. 

System requirements for main control room including seated-type main 

control panel, large display, safety shutdown panel, supervisor 

console, auxiliary panel, and soft controller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conceptual design and results during the first 

development stage of SMART MMIS.

Interface requirements for those systems have been developed, which 

are contained inter-system interfaces, intra-system interfaces, 

mechanical requirements, etc.

System descriptions for those systems have been provided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group and the architectural engineering 

people.

SMART control room is designed for one man operation under normal 

conditions of the plant. Main control panel, a seated-type compact 

workstation consisting of CRTs, FPDs, keyboards, and pointing devices, 

provides reactor/turbine operators with means of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plant processes.

Large display is to support team approach to control/monitoring 

activities by providing an integrating overview display and mimic in 

the control room.

Safety console provides the operator with safe shutdown capabilities 

in the event of failures of main control panel. It also contains a set 

of hardwired switches for the manual actuation of ESF equipment and 

reactor trip.

Soft controllers emulate the various physical switches and analog 

control devices with populate conventional plant control panels. In 

SMART, soft controllers are used for control safety components as well 

as non-safety components.

3. Evaluation and analysis technology for SMART MMIS

Evaluations and analyses of MMIS architecture have been perform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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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e meeting with the licensing requirements such as digital I&C 

issues and human factors issues.

The guidelines for the MMI design have been developed. 

To overcome potential problems of VDUs such as limited screen size 

and relationship preservation of all information about the user's 

required subject, an new information navigation strategy based on 

hyperbola geometry techniques has been developed. 

The architecture of data communication networks have been defined.

The uncertainties on instrument channels have been analysed.

Digitalizing instrumentation has been confirmed with appropriate 

analysis.

Types of hardware bus and the digital processors have been selected 

and confirmed to meet with system requirements.

Also, the common mode failure has been analysed on the common devices 

and safety related softwa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oftware and the test guidelines for 

safety related software have been developed for assuring safety and 

high reliability.

The verification guideline requirements on digital hardware, and the 

analysis methodology of the reliability have been developed.

V. Proposals for Applications

The products of SMART MMIS development such as the system design 

requirements, the interface requirements and system descriptions will 

be used to the detail design of the SMART MMIS.

Those area will be the implementation of the I&C systems such as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larms and indications systems, 

protection systems, control systems and data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MMI facilities such as main control room, a remote shutdown 

panel and emergency operation facilities.

When the prototype testing of I&C systems and the mock-up experiment 

of MMI facilities are performed, the whole MMIS package will be 

installed in the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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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요

일체형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는 일체형원

자로 형태로 정상출력 운전에서 330MWt의 출력을 가지며 기존의 분리형 원

자로와는 달리 주요 일차기기들이 하나의 압력용기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

이다. 일체형원자로는 안전성, 신뢰성 및 운전성의 증대를 위해 피동안전개

념과 신기술을 적용하여 인위적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사고에 대처토록 개발

한다. 또한 일체형원자로에 적용하는 기술과 설계특성은 기존 상용 원자력

플랜트의 운전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것을 사용하며 추가되는 새로운 특징

들은 상세한 설계개발과 다양한 시험을 거쳐 검증된다.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체계(MMIS-Man Machine Interface Systems)의 

개발은 일체형원자로의 주요특성과 개념을 반 하고 디지털기술 적용과 인

간공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운전원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운전지원기능 및 자동화 기능 강화

로 운전 및 보수의 용이성을 추구함으로써 플랜트 전체의 안전성과 신뢰성

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한다.일체형원자로의 인간기

계연계체계는 원자로 및 열수력계통에 의한 출력생산의 전반적인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간의 연계관계가 성립되는 부분으로 크게 

인간기계연계와 계측제어계통으로 분류한다. 인간기계연계는 주제어실과 원

격제어반 등 인간과 기계의 연계가 발생하는 역의 계통이며 계측제어계통

은 경보표시계통, 정보처리계통, 제어계통, 보호계통, 계측계통, 특정감시

계통, 자료통신망 등을 포함한다.  

제 2 절 개발목표 및 수행범위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체계 개발목표는 일체형 원자로의 안전성 및 

이용성을 제고한 인간기계연계 및 계측제어계통을 개발하는 것으로 1단계에

서 개발된 설계개념을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하여 인간기계연계체계의 

설계요건과 연계요건의 구체화와 분석을 통한 적용 기능 및 구조에 대한 타

당성을 확인한다. 이번 단계의 세부 개발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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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요건 개발

각 계통의 설계요건은 적용 규제요건과 기준에 따른 적용요건을 선정하

고 평가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각 계통의 고유한 기능, 성능, 

시험, 운전, 검증요건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확립하여 계통설계요건을 개발

한다.  설계요건 설정에 고려해야 할 항목들은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신뢰

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및 검증 시험계획 개발, 구현기기에 대한 기기검

증 요건 및 기기선정 기준 설정, 계통 구조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위한 방

법론 정립과 신뢰도 목표치 설정, 단일고장 향분석과 디지털기술로 구현

된 계통의 공통모드고장 발생 가능성 평가와 대책 등이다. 

2. 연계요건 개발

각 계통의 연계요건은 플랜트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관된 관련 신

호처리 및 작동계통들과, 운전원이 플랜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한 정보와 경보를 제공하는 요건을 확립해야 한다. 개발항목으로는 관련 규

제요건을 만족하는 신호 연계요건, 물리적 연계요건, 전기적 연계요건들이

며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통신연계요건을 개발한다.

3. 기술서 개발

각 계통의 기술서는 수행기능, 연계사항, 기능수행에 필요한 주요기기, 

동작논리 및 운전에 대한 내용과 구조를 포함한 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발하여 계통설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

이 있다. 계통의 기능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 기기들의 

기능에 대한 연계사항을 개발하고 계통의 운전과 시험에 관한 사항을 개발

한다. 

4. 설계평가 및 분석기술

일체형원자로의 설계요건과 인허가기준에 적합하고 운전경험과 인간공학

요소를 반 한 인간기계연계체계의 설계를 위해 적용한 기술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 다. 인간공학연계 설계에 적용할 설계지침과 

정보의 시각화기법을 개발하 고 계통분석과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MMIS구조

에 적합한 자료통신망 구조를 설정하 고 계측기의 불확실도와 계측신호의 

디지털화에 대한 타당성분석, 보호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른 프로세서와 버스

선정을 통해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공유기기나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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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에 의한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다. 하드웨어의 검증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와 

안전소프트웨어의 시험지침서를 개발하 으며 디지털시스템의 건전성을 확

인하기 위한 기기검증절차와 신뢰도 분석방법을 개발하 다. 

5. 안전해석입력 생산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한 보호계통의 설계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신

호의 정확도, 드리프트, 신뢰성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디

지털신호 고유의 신호처리 특성과 주변환경조건에 대한 민감성 등으로 인해 

보호계통 전체에 대한 측정오차 계산과 새로운 보호신호의 설정치 결정이 

요구된다. 이런 디지털 신호에 대한 특성파악과 디지털신호 오차 계산방법 

개발을 통한 결과를 안전해석의 입력으로 제공하여 플랜트 전체의 안전해석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인간기계연계체계 개발의 수행범위는 원자로 제어 및 보호를 위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뿐만 아니라, 운전원이 원자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전하

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과 연계되는 인간기계연계설비의 개발을 모두 포함

한다. 인간기계연계체계의 범위는 인간기계연계부분의 제어실, 기술지원센

터, 원격제어반과, 계측제어부분의 현장신호를 처리하는 계측 및 자료수집

기능, 원자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보호계통, 노심 및 계통을 제어하는 제

어계통, 계통간 신호, 자료 및 정보를 송‧수신하는 자료통신망, 각종 자료

에서 운전원에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고 표시하는 정보처리계통 및 경보‧지

시계통을 포함한다. 인간기계연계체계 개발은 일체형원자로의 주요특성과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제어 및 감시전략을 수립하고 인간공학적 분석과 운전

원 연계사항 개선을 포함하는 설계요건, 연계요건 및 기술서의 개발로 인간

기계연계체계의 기본설계를 완성하고 관련 분석업무와 부분적인 기능시험을 

통해 개발된 요건을 확인한다. 

본 보고서에는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체계 설계기술 개발의 2단계에

서 수행한 기본설계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크게 인간기계연계 기술개발과 

계측제어계통 기술개발 그리고 부분기능시험 내용으로 구성된다. 본 보고서

의 2장은 인간기계연계체계의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을 기술하 고 3장은 연

구개발수행 내용과 결과로 3장 1절은 계측제어계통의 기본설계 개발을 3장 

2절은 인간기계연계의 기본설계 개발을 3장 3절은 부분기능시험에 대해 수

행한 업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 다. 4장은 수행된 연구개발 업무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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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달성도와 대외기여도를 기술하고 5장에서는 연구개발결과의 추후 

활용계획과 적용에 관해 기술하 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 연구개발에 활용

하거나 참고한 참고문헌을 열거하 다. 첨부한 약어는 본 보고서에 기술된 

개발내용에 사용된 기기, 계통 및 구조설명에 사용된 약어를 정리하여 필요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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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을 이용한 계측제어계통은 기기 및 부품의 노후화로 

성능과 신뢰성의 저하, 불시정지 발생빈도 증가, 이용률제고를 위한 신기술 

적용곤란, 기기 단종문제 등으로 운전 및 보수유지 측면의 경제적부담이 가

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첨단 디지털기술의 도

입과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적용한 기능추가를 통하여 계측제어계통의 성능

향상과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와 함께 자료통신망을 통해 인간기계연계설비

에 정확하고 통합된 적절한 발전소 상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성능을 높이

도록 지원하고 디지털기술 접목에 따른 여러 인허가 현안과 요건을 만족하

도록 하므로써 계통설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미국 WH-CENP의 Nuplex 80+

Nuplex 80+는 기존의 계통설계에서 입증된 설계의 기능을 기본으로 신기

술을 접목시키는 것으로 분산시스템 구조, 상용화된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PLC) 사용, 광케이블 통신, 신호검증기법, 플라즈마 표시기 등

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 계측제어계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보호계통

Off-the-shelf 기기인 PLC를 사용하며 모든기능은 디지털프로세서로 

처리한다. 자동실시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험이 가능하도록하고 원자

로정지 기능과 공학적안전설비 수행기능을 통합하며 원격 입력다중화 기기

와 데이터 링크를 채택한다. 구성은 바이스테이블 트립 프로세서, 동시발생 

프로세서, 시험 및 연계 프로세서, 운전원 모듈,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계통으로 이루어진다.

나. 디지털 기기 제어계통

기기제어계통은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과 공정 제어계통으로 구분되

고 안전등급 기기제어를 위한 4채널과 비안전급 기기제어를 위한 2채널로 

구성되며 각 채널은 입출력 모듈과 통신망간의 다중 프로세서쌍, 전원 등으

로 이루어진다. 기기제어계통의 설계특징은 실시간 응답특성을 위한 다중 

병렬 프로세서, 고속 데이터통신, 자가진단 기능의 채택과 신호격리가 필요

한 곳에 광통신이용, 표준화 및 검증된 off-the-shelf기기 사용 등이 있다.

다. 이산지시 및 경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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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지시 및 경보계통은 이산지시기와 경보계통으로 구분된다. 이산지

시기는 5개의 비안전등급계통과 RG 1.97 Category I의 정보를 표시하는 1개

의 안전등급감시계통로 이루어지며 안전등급감시계통은 사고후 감시계통으

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비안전등급계통은 기기제어계통의 원격 멀티플렉스로

부터 센서데이타를 받아들이며 동시에 신호건전성을 위해 사고후 감시계통

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각 하부계통은 2개의 시스템 프로세서로 구성되

어 정상동작시는 1차 시스템 프로세서가 온라인으로 동작하고 2차 프로세서

는 대기상태로 유지한다. 2개의 시스템 프로세서는 기능적으로 동일하며 주

기적으로 1차에서 2차로 상태정보를 전송하여 고장시 바로 2차에서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경보계통은 계통별, 기능별, 우선순위별로 배치된 경보타일

에 표시되고 운전원의 엑세스에 따라 상세경보가 다른 화면에 표시된다. 기

존의 전체 경보가 제공되는 것과 달리 운전원의 접근에의해 필요한 경보를 

하나씩 제공하며 경보수를 최소화하기위해 신호검증기법과 모드 종속논리 

및 설정치를 채택하 다.

라. 자료처리계통

발전소 상태의 감시, 제어, 진단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어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터치스크린을 이용하 다. 자료처리

계통의 기능은 크게 응용프로그램처리, 인간과 기계 연계처리, 정보표시기

능등으로 세가지이며 앞의 두기능은 호스트 프로세서에서 처리되고 뒤의 기

능은 지능형 정보표시 프로세서에서 수행된다. 자료처리계통의 특징은 터치

입력의 메뉴선택방식에 의한 계층적 그래픽 표시, 필수기능 감시와 성공경

로 감시, 화면표시에 의한 운전절차 지원, 광디스크의 자료저장, 분산화된 

지능적인 프로세서를 가진 수퍼 미니 컴퓨터 사용 등이다.

마. 전력제어계통

원자로 출력제어와 발전소 제어를 포함하는 계통으로 원자로심의 제어

봉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원자로제어계통, 발전소 부

하감발과 주급수 펌프 정지에의한 증기발생량과 출력제어 요구에 따라 원자

로 출력을 급격히 감소하는 원자로출력감발 기능, NSSS의 운전제한치에 따

른 발전소 부하변화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요구값을 제한하는 Megawatt 

Demand Setter, 원자로 제어와 노심출력분포에 향을 미치는 제어봉집합체

의 개별 또는 그룹별 제어 논리와 순서를 제공하는 원자로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을 포함한다. 

미국은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TMI 발전소의 인간공학적 평가, 주제어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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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인간공학 적용에 관한 지침, 주제어실 설계 평가방법, 인간의 오류평

가 등 많은 인간공학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인간공학 기술수준도 완

숙되어 있다. 그러나 원전의 신규발주가 미비한 관계로 인간공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실제로 실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Nuplex 80+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인허가기관의 설계인증을 받은 바 있다.

Nuplex 80+의 주제어실은 기존 발전소의 제어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 최신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신형제어실로써, 주제어반에는 고온기동/정

지 및 정상운전에 필요한 제어기와 정보제공 지시계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CRT가 고장난다하여도 발전소를 정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

가 설치되어 있다. 주 제어반은 정상운전시에는 1인이, 비상시에는 2인이 

착석 또는 입석하여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발전소의 모든 운전정

보는 주 제어반상의 CRT로 주로 제공하며 운전원의 정보인식도를 높이기 위

하여 대형정보표시화면이 주제어반 뒤의 정면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 제

어반, 대형정보표시화면 등 모든 제어반과 제어조작 기기들도 인간공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설계되고 있다. 운전원이 인식하기 좋은 그래픽기호, 숫

자 및 문자, 운전원의 오조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기들의 표시에 천연색 

및 shape coding 전략 등이 적용된다. 또한 CRT 상의 정보에 운전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RT운전정보는 계층적 구조로 구축하고 있

다. 각각의 제어반들 역시 미국인의 표준체위를 반 한 인체공학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2. 일본

기존의 아날로그 기기 및 릴레이 로직으로 구성된 계측제어계통을 원전

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하추종과 같은 제어성능의 향상, 자동운전

능력 향상, 추후 기능확장을 위한 유연성확보 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

용하여 개발하 다. 안전관련계통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Ohi-3,4호기는 계측제어계통을 station level, unit level, system 

level 및 local level 등의 4개 레벨로 구성하며 각 레벨은 station bus, 

unit bus, 2개의 intermediate bus 그리고 group bus로 연결된다. station 

bus와 group bus는 광케이블을 사용하고 나머지 두 bus는 동축케이블을 사

용한다. Ohi-3,4의 모든 제어계통은 이중화되어 주기기의 단일고장이 발생

하면 자가진단을 통해 보조기기로 자동전환 되고 이중화된 기기에 동시고장

이 발생하면 이전 운전상태를 유지하며 수동운전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여러개의 제어루프를 처리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고장 향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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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통을 8개의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기능적 다양성을 갖도록 하 다. 자

가진단 기능은 answer-back 검사, read-back 검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고

장모드의 내용은 플라즈마 표시기에 나타난다. 제어계통에 적용된 소프트웨

어는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구조적이고 모듈러 형태를 갖도록 설계

하며 인터럽트와 다중 태스크의 사용을 최소화하 다. Ohi-3,4호기 이후 일

본의 APWR에 적용하기 위한 디지털 보호계통, 강화된 운전지원 및 정보처리 

기능을 가진 계측제어계통을 개발하 다. 이 APWR의 계측제어계통은 원자로

제어 및 보호계통에 최신의 컴퓨터 및 디지털 신호처리기술을 사용한 분산

제어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며 통합보호캐비넷(IPC),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캐

비넷(ESFAC), 보호논리캐비넷(PLC), 주제어실 멀티플렉스 등의 기기들로 구

성된다. 이중 PLC는 ESFAC와 주제어실 멀티플렉스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아 

구동기를 작동시키고 주제어실 멀티플렉스는 기기레벨의 작동신호를 광전송 

링크를 통해 PLC로 전달한다.

일본은 원전을 도입한 초창기부터 일본인의 습성에 적합한 주제어실을 개

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왔고 TMI 사고의 원인규명에 따라 축적된 기술의 

실제적용을 본격화하 다. 특히 1987년 인간의 행동분석과 신뢰성 평가 등

의 인간공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간공학의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공학센터를 원자력공학시험센터에, 인간공학의 실용화 추진을 위

하여 전력중앙연구소에 인간공학연구센터를 각각 설치하 다. 일본은 두 조

직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하여 인간기계연계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

고 원전의 안전성과 인간신뢰성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원전의 차세대 인간기계연계 개발계획에 따라 주제어실 설계개

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가. 가압경수로형 신형제어실

가압경수로형 신형제어실 설계개념은 1970년대 중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TMI-2 사고후 1980년에 연구개발이 가속화 되었으며 1984년에 완

전한 제어실개념이 확립되었다. 가압경수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 제어

반의 조작성과 감시성의 향상, 운전원의 부하경감, 인간기계연계강화 등의 

설계개념을 토대로한 제어실 설계를 위해 일본은 다음의 설계방침을 설정하

다.

o 중앙제어반의 패널배열은 운전상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정상운전을 중심

으로하여 주제어반과 보조제어반으로 분리하며 제어반에 설치되는  스위치

와 계기들은 운전의 형태와 조작감시성의 중요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배

치한다.  주제어반의 정보표시는 CRT를 위주로 하며 조작과 감시면적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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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하여 통상운전을 1인이 할 수 있도록 한다.

o CRT에 표시되는 정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정보들로 그룹화하

여 3개의 계층으로 분류함으로써 이상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

한 CRT화면은 한 번의 조작으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

상황에 따라 우선도가 높은 정보는 자동적으로 CRT에 표시되게 한다.

o 제어반의 형상과 크기, 제어반 상의 배열, CRT화면 설계 등에 인간공학

적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일본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함으로써 조작성과 감시

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주제어반은 앉은 자세로 1인이 조작 가능하도

록 일본인의 신체특성을 반 한다.

o 조작형태, Lamp, 기록계 등의 형상, 제어반 비치 등은 운전원의 오류를 

적게하기 위해 식상, 조작방법, 배치, 크기, 명판 등에 인간공학적 요소를 

반 한다.

o 제어실 운전원이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CRT위치의 적정화, 정보인식도의 

향상, 이동거리 최소화, 제어반의 기타 환경 등을 고려한다. 

이상의 설계개념을 반 한 제어실이 1987년에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일본 

가압경수로형 제어실의 CRT표시정보는 상호연관되는 정보를 그룹화하여 발

전소 종합감시용, 계통 종합감시용, 주기기 상태감시용의  3단계로 계층화

를 시도함으로써 발전소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고장의 조기발견 및 비정

상 상태의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 다.

나. 비등경수로형 제어실 

비등경수로형 제어실 개선에 대한 연구는 원전 도입 초기에는 제어

실 패널설계 개선 위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원전 용량 증가에 따라 도시바가 

CRT 디스플레이를 주로 채용하는 PODIA (Plant Operation by Displayed 

Information and Automation) 설계개념을 창출하고 프로토타입의 PODIA를 

1975년 개발하여 유용함을 입증하 다. 1980-1984년 사이에 PODIA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1985년에 이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제어실이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 제어실의 설계목표는 원전 제어의 감시 및 운전능력 향상, 신뢰성 향상, 

원전 운 의 최적화, 자동화에 의한 운전원 부하의 감소에 있다. 이 목표달

성을 위하여 제어반 운전원의 작업분석과 운전 및 감시에 따른 조작빈도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상감시와 운전을 위한 주제어반과 

원자로냉각계통 및 터빈-발전기 운전을 위한 두 개의 부제어반으로 구성하

다. 원전의 상태감시 정보는 주로 CRT상에 나타나며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을 사용하여 통합적 계층화를 실현시켰다. 스위치는 기능과 중요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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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형상과 천연색코드를 확립하고 경보의 중요도와 절충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주제어반은 정상운전, 부하운전 및 감시, 비상상황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기존제어실과의 혼합을 꾀하 고 길이는 10m로 기존제어반의 1/2에 불과

하다. 스위치의 형태는 장비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달리하 고 안전에 중요한 

스위치는  식별하기 쉽게 붉은 색으로 설계하 다. 또한 운전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계통의 공정흐름과 일치하도록 패널의 스위치와 계기들을 배

치하 으며 경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최상위에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 상황

의 인지가 쉽도록 4색상을 사용하 다. 운전과 감시에 대한 정보제공을 담

당하는 CRT는 주제어반에 7개, 비상순환냉각계통 보조반에 2개, 운전원 제

어반에 2개로 총 11개가 사용되었다. CRT상에는 발전소의 전반적 상태, 주

요변수 추이, 안전계통의 주요경보와 운전상태를 표시할 수 있게 하 다. 

최근 도시바는 정부의 후원아래 이 개념보다 광범위한 기능을 구비한 운전

원 지원 시스템인 개량 PODIA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PODIA를 더욱 개선

한 시스템으로서 인간에게 보다 친숙하고 지능을 구비한 Intelligent PODIA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3. 프랑스의 N4

프랑스는 1970년대에 900MWe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개발을 시작으로 고

유의 표준원전개발을 시작하 으며 표준화사업을 통한 기술자립과 900, 

1300 MWe시리즈의 상업운전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보된 디지털기

술을 적용한 1500MWe급 N4 시리즈의 고유한 계측제어계통을 개발하 다. 

1981년부터 연구되어 1995년에 Chooz B발전소에서 상업운전이 시작된 

1500MWe급 N4는 앞서의 시리즈 개발과 운전경험의 축적으로 다음의 설계개

념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o 장비들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

기수준에 대해서도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표준화한다.

o 인간기계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규모의 컴퓨터화된 제어실을 설계

함으로서 신뢰성있는 정보를 만들어 정보량을 줄이고 이해와 접근이 쉬운 

표시기능의 향상과 인간과 기계간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o 앞의 시리즈에서 얻은 운전경험을 최대로 반 하여 계통의 성능을 향상

시킨다.

위의 설계개념에 따라 설계된 N4의 계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o 제어실은 대화식 제어와 데이터 처리를 제공하는 주컴퓨터(KIC)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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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되는 화면기반의 작업공간으로 구성

o 모든 시스템에 대해 중복성 유지

o 제어실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백업으로 자동제어시스템 하단레벨과 하드

와이어로 직접 연결된 대형정보화면과 종래의 제어반인 보조제어반을 설치

하여 제어실의 컴퓨터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전소를 안전정지로 유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와 정보제공

o 기존 디지털 보호계통에 대한 성능향상

o 고속의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여 제어실과 제어계통간의 통신성능 향상

o 로직제어 및 폐루프 제어계통을 그룹핑하여 하나의 제어기로 구성하고 

제어실에서 명령을 받도록 설계

N4이전 시리즈에서의 안전기기에 대한 분류방법은 단지 자동화된 단기 보

호기능과 백업과 같이 안전에 관련된 기기(Class 1E)와 비안전급 기기(Non 

Classified)로만 분류하 으나 N4에서는 이들 외에도 사고조건에 대해 중장

기 기간에 필요한 기기와 계통(Class 2E)을 추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기적

으로 사고후 운전에 필요한 기기와 안전에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기와 계통(Important for Safety/Non Classified)으로 구

분한다. 분류중 Class 2E의 계통이나 기기는 Class 1E로 분류된 계통과 기

기 및 소프트웨어의 요건은 동일하지만 구조와 주기시험 범위 등이 Class 

1E보다 완화되어 있다.

N4의 계측제어계통 구조는 크게 3개의 레벨로 구성되며 레벨 0은 센서와 

구동기와 직접 연결되고 레벨 1은 NSSS의 제어 및 보호계통 기능과 터빈제

어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레벨 2는 LAN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기능과 제어실

과 관련된 인간기계연계 정보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레벨 1에서는 모든 제

어행위가 수행되고 제어실에서의 수동신호를 받는다. 이 레벨은 두 개의 부

레벨 1.1.과.12로 구성되며 부레벨 1.1은 제어행위에 대한 우선권을 확정하

고 개별 구동기제어를 수행하는 기능과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기능을 가지고 

있어 필요한 신호의 격리와 필터링기능을 수행한다. 부레벨 1.2는 제어를 

수행하는 레벨로 프로세서 신호에 대한 로직처리를 행한후 개별 또는 그룹

구동기에 개/폐 명령을 주거나 유체에 대한 개/폐루프제어를 수행하는 기능

을 가진다.

레벨 1.2에 속하는 계통들은 크게 CO3, CS3, SCAT, GCT 등으로 구성된다. 

CO3는 디지털보호계통(DIPS), 핵계측계통(NIS), 제어봉제어계통(RPIS & 

RCS)과 노심제어계통으로 이루어지며  각 계통간 또는 다른 레벨의 계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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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정보교환은 protection LAN과 interunit LAN을 통해 이루어지고 입력

계통으로부터 4채널의 입력신호를 받아 비상정지와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동작과 같은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안전급에 관련된 제어기능은 CS3시스템

을 사용하여 제어를 수행하며 CS3는 CO3가 적절히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해주는 계통으로 3개의 데이터 취득 및 처리단과 4개의 voting단, 

다른 제어기기와 연계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단, 그리고 고장진단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보수 및 검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lass 

1E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한다. SCAT는 비안전등급에 대한 로직제어 및 폐

루프제어와 Class 2E로 분류된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제어계통으로 이 제어

계통은 초기에 P20 Controbloc을 사용하 으나 여러 문제점으로 Contronic 

E로 변경되었다. GCT는 터빈우회 제어계통으로 증기유량을 응축기로 우회시

키는 GCTC계통과 응축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특별한 경우 대기로 증기를 방

출하는 GCTA계통으로 구성되며 GCTA는 안전관련 계통으로 분류한다.

EdF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N4 발전소 제어계통의 혁신적인 설계에 따라 제

어실도 완전히 컴퓨터화된 운전원VDU Workstation을 채용하여 TMI 교훈중의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인 인간기계연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하 다.  

1981년부터 시작된 이 개발계획은 제어실 설계라는 행동을 통하여 운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인적오류를 감소시킨다는 EdF의 원전 운전의 기본취지

를 반 한 것이다. 동일한 S3C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인간기계연계를 검증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EdF가 운전에 돌입한 N4 제어실은 원전의 모든 운전상황아래서 컴퓨터화

된 설비들로 운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될 것이

다.

o 운전원은 고도의 정보처리 기능의 도움을 받아 사고시에도 평상시와 유

사한 방법으로 원전을 운전한다.

o 제어실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능력과 시각적 디스플레이 정보처리 능력으

로 기존의 제어실보다  운전상태 정보나 제어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o 인간기계연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발생가능한 모든 원전의 운전

환경아래서 적절한 원전의 명확한 제어를 보장한다.

이러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N4 제어실의 구성은 발전소의 운

전정보를 개괄적으로 제공하는 대형정보표시화면, 원전의 감시와 제어를 수

행하는 VDU Workstation 3개, 보조판넬, 보조장비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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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정보표시 화면으로써 운전 상태정보의 개관을 운전원에게 제공하며 운

전원이 자신의 Workstation에서 이 정보들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화면에는 약 400개 이상의 논리상태, 30개 이상의 아날로그 수치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운전정보는 운전원 Workstation을 운

하는 컴퓨터계통과 독립적이다. 3개의 운전원 Workstation은 모두가 동일

한 것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2개는 원전 운전 및 감시에, 1개는 운전감독

자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의하여 감시용으로 사용된다.  이 Workstation은 

운전원, 컴퓨터 기술자, 인간공학자들의 합동팀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며 사

고시에도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 가능하도록 원전 정보의 계층적 처

리, 시각적 정보표시능력, 정보의 이해도 증진을 실현시키고 있다.

보조제어반은 대형정보표시화면의 직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원 

Workstation을 운 하는 컴퓨터계통이 사용 불가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

록 배려하 다. 정상운전시 이 제어반의 제어, 보호, 경보 및 감시신호들은 

Workstation을 운 하는 컴퓨터계통과 완전히 독립적이다. 보조제어반은 화

재방호, 발전소 접근감시 및 비디오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장비를 그룹화한 

제어반이다.  S3C라는 시뮬레이터를 통한 제어실의 완전한 검증이라는 EdF

의 행동절차도 매우 특이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제어실에 1300MWe 제어실과 

같은 기존의 제어반 설비들도 같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  

4. 웨스팅하우스의 AP600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한 AP600의 주요 설계목표는 안전성의 증대, 작업

자의 피폭 감소, 가동율 향상, 건설공기 단축, 유지보수 및 검사가 용이하

도록 하기위해 반응도제어에 붕산수를 사용하지 않고 가압기의 용량확대와 

피동잔열제거 및 피동 비상노심 안전주입계통 등과 같은 설계특성을 갖도록 

하 다. 이런 AP600의 설계특성에 부합하기 위한 계측제어계통의 개발은 

1980년대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적용과 분산 데이터 처리 및 제어계통

(WDPF)의 개발, 디지털 보호계통 및 제어계통(EAGLE 계열)의 개발과 첨단 

정보처리계통(ANSI) 등이 개발되어 왔으며 1990년대는 EPRI의 ALWR 설계요

건에 따른 계통개발을 위해 통신망과 워크스테이션을 적용하고 인간공학적 

요소를 반 한 운전지원계통들을 개발해 왔다.

AP600 계측제어계통의 개발목표는 안전등급 기기에 대한 엄격한 안전요건 

만족, 신호다중화기술 적용, 중복성과 고장허용기법 적용, 고장진단기술 적

용, 모듈화 설계, 통합기능시험 만족 설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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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어, 보호,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제어계통들의 주요 설계특성은 디

지털 기술을 사용한 모듈화 설계, 분산처리, 자료통신망 사용, 계층구조, 

광케이블 사용, 고장허용 설계, 개선된 보호 및 제어 알고리즘, 운전지원기

능, 정보처리 및 표시등을 들 수 읶고 전체적인 구조는 기능분할에 의한 분

산 디지털구조로 전체룰 3개의 계층으로 나누며 1계층은 계측부분, 2계층은 

제어부분, 3계층은 인간기계연계부분으로 구성된다.

AP600의 주요 계측제어계통은 다음과 같다.

가. Integrated Protection System(IPS)

(1) 보호계통

IPS는 원자력발전소 안전기능의 필수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설계

된 계통으로 자동 원자로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을 수행하며 수동으로

도 운전가능하다. IPS의 범위는 핵계측,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 공학적안

전설비 작동을 위한 interposing logic, 제어실과 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 

IPS는 분리된 분산처리 보호계통들로 구성되어 신뢰도와 가용도요건을 만족

하며 분산처리 방식으로 기능의 분리와 중복성을 만족시키고 2/4 로직으로 

보호계통 동작을 수행한다.

보호계통은 4개의 채널로 구성되고 각 채널은 동일한 사고상황에 대한 독

립된 기능 분리요건을 만족하므로 보호기능의 다양성과 다중방호를 충족시

킨다. 각 채널은 optical data link로 연결되어 전기적으로 분리되고 채널

내에 자동시험시스템이 장치되어 있어 수동으로 작동하면 자동으로 기능시

험을 수행한다.

(2)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캐비넷

IPS의 한부분으로 중복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되고 통합보호

캐비넷에서 받은 4채널 신호를 이용하여 시스템레벨 로직신호 만들고 공학

적안전설비의 작동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로직신호는 two-way통신이 가능한 

중복된 optical data highway를 통해 동작명령이 로직캐비넷으로 전송되고 

기기상태 정보는 반대방향으로 전달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캐비넷은 자

동시험시스템이 있어 수동작동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나. Plant Control System

(1) Integrated Control System(ICS)

ICS는 비안전 제어기능을 수행하기위한 분산제어시스템으로 ICS의 

모듈별 제어기능은 통합제어캐비넷에서 수행하고 이 캐비넷은 data highway

로 연결된다. 제어계통에서 필요한 보호신호는 optical data link를 통해 

전송되고 신호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보호와 제어사이의 기능적,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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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리를 제공한다. 필수제어기인 경우는 중복구성으로 하나는 active 

standby상태로 두어 고장이 나면 절환되게하여 단일고장에 의한 기능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 다.

(2) Integrated Logic System(ILS)

ILS는 비안전계통 로직캐비넷과 안전계통 로직캐비넷, 그리고 감

시를 위한 멀티플렉스로 구성된다. ILS는 고장허용을 위한 중복구조와 자가

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용률을 증가시키며 주기적인 펄스시험에의해 출

력회로의 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다. ILS는 모듈러 접근방식에 근거한 

logical III로 프로그램되었다.

다. 경보계통

기존 경보계통의 문제와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공학 및 심리학

적 요소를 기본으로 하향식 설계방식을 적용하고 상태정보의 분리, 메시지

의 기능적 그룹화, 지식베이스, 동적 우선순위 경보구조, spatial 

dedication 등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보계통은 overview message display, CRT 표시기, 

emergency safeguard system 상태표시기, 운전스텝용 경보표시기 등으로 구

성된다.

5. 독일 Siemens/KWU

독일의 Siemens/KWU은 독자적인 계통구조를 가진 독특한 계측제어계통을 

개발해 왔으며 기존의 아날로그 기기로 개발된 비안전급의 운전계통인 

ISKAMATIC, TELEPERM C과 공정정보계통인 MADAM S, TELEPERM ME들은 디지털 

기술의 TELEPERM XP로 개발되었고 안전계통으로 개발된 EDM, TELEPERM C는 

TELEPERM XS로 새로이 개발되었다.  

TELEPERM XP는 자동화시스템, 공정제어 및 관리시스템, 진단시스템, 엔지

니어링 시스템, commissioning tool, SIMATIC NET bus로 구성된다. 자동화

시스템은 제어레벨의 개별 및 그룹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기기로부터 측정값

과 상태를 획득하고 개 또는 페루프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결과를 공정기기

로 전송한다. 이 시스템은 공정제어 및 관리시스템으로부터의 명령을 공정

기기로 전달하고 공정제어 및 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공정기기의 정보를 

운전 및 감시레벨로 전달한다. 공정제어 및 관리시스템은 발전소의 크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인간공학적 인간/기계연계를 제공한다. 진단시스템은 

고장난 부품을 포함한 모든 계측제어계통의 고장경보가 가능하게하고 상세

한 계통 상태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재빨리 고장과 관련된 부품에 대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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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모든 하부계통의 구성을 위

한 통합계통이다. 이 계통은 발전소 특정의 자동화, 공정제어 및 공정정보 

소프트웨어기능과 전체 제어계통의 하드웨어 기능간의 구성을 위해 사용된

다. commissioning tool은 발전소 버스 또는 자동화시스템과 연계관계를 가

지며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전과 분석기능을 제공한다. 

SIMATIC NET bus는 위의 여러 시스템간에 통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속의 

산업용 이더넷을 채택하 다. 

TELEPERM XS는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서비스 

기기로 구성되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요건을 만족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고장허용, 강인성, 품질보증 등의 특정한 요건을 만족과 함께 자기감시 및 

고장경보, 고장안전 특성, 결정론적 특성, 짧은 응답시간 등의 특성을 갖는

다. TELEPERM XS의 하드웨어는 acquisition unit, processing unit, voting 

& actuation unit과 monitoring and service interface unit으로 이루어진

다. 새로 개발된 Siemens 계측제어계통의 특징은 UNIX, WINDOWS, database

와 같은 데이터 처리 기준 적용, ISO/OSI 모델에 기반을 둔 통신, 상용기기

의 적용, 변경가능한 구조, 업무수행에 적합한 통합된 엔지니어링 도구 사

용 등이다. 이 시스템은 Off-the-Shelf Chip을 사용함으로서 경제적인 효과

와 함께 비안전계통과의 link를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보호 Logic은 2 

out-of 4 logic을 사용하며, 채널간의 통신은 Ethernet 방식의 표준 프로토

콜을 사용하고 있다.

KWU는 원전의 정상운전과 사고 및 고장상태에 대한 운전상태정보를 그래

픽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원이 사건위주 및 현상위주의 운 을 할 수 있도

록 Siemens와 합작으로 PRINS(Process Information System)를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인간공학적 문자와 그래픽을 고품질의 CRT 상으로 운

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운전을 편리하게 하는데 있다. PRINS의 대부분의 운

전정보는 30여개의 천연색VDU를 통하여 제공된다. 이중에서 8개의 VDU세트

는 현재의 운전 개관정보를 제시하며, 주제어 역에 위치한 2*3 배열의 

VDU세트는 두명의 운전원이 운전의 제어와 감시 전용으로 사용한다.  PRINS

는 신호, 컴퓨터 처리결과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원전 처리정보를 지식기반

으로 통합하여 이 지식을 이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전문가계통이라 부르기도 하며 그래픽 정보처리에 최대의 인간공학적 노력

을 집중하 다. PRINS는 안전변수표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원자로정지와 비

상노심냉각 등의 모든 원자로 운전에 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며 기상

정보 및 방사능 측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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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에 제시되는 그림들은 고도의 축약준위로 구축하 으며 특정 형식을 직

접 호출하여 단일 그림에 접근하거나 그룹으로 그림을 선택하여 정보를 볼 

수 있다.

Brokdorf 원전 최초로 적용된 PRINS는 약 100개의 원전 정보를 정의하

고, 약 85개의 복잡한 Diagram을 포함하 으며, 약200개의 추이곡선, 막대

그래프, 경보 집합을 운전원에게는 단지 20개로만 제시되도록 가공처리하

다.  또한 원전 운전의 모든 환경아래서 기록 및 제시되어져야 하는 정보를 

15도 이내의 운전원 시각 내에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하 으며, CRT에 

표시되는 그림정보는 운전원이 발전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형상과 일치

하도록 인간공학요소를 반 하여 운전원이 형상위주로 안전 운전을 성취할 

수 있게 하 다.

현재 KWU는 이상의 조기감지, 사고후 분석, 운전 매뉴얼의 완전 컴퓨터

화, 경보감축 등의 운전원 지원시스템을 PRINS에 통합함으로써 고도화된 시

스템을 구축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차세대원자로개발

G7진입전략과제인 차세대원자로개발은 2010년 국내주력 노형으로 건설, 

운 될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주도로 전력기술연구원, 한국

전력기술주식회사, 신형로센터, 원자력연구소 등 산‧학‧연 협동체계를 구성

하여 제 1 단계에서는 차세대원전의 노형설정과 상위요건 및 설계개념을 정

립하 고 제 2 단계는 차세대원전 기본설계와 기초기반 연구개발 업무를 

1999년 2월까지 4년간 수행하 다. 차세대 계측제어설계의 설계는 개념설계 

수준인 Nuplex 80+를 한국의 규제요건 및 새로운 규제요건에 맞게 각종 규

제관련 절차개발, 운전지원기능의 강화, 통신망채택, 정보계통개발 등 기본

설계로 구체화시키는 개발업무 수행 및 운전절차서 전산화, 제어실의 간략

화 등 연구를 통한 차세대원자로개발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설계최적화를 

완성하는 것으로 한국고유의 발전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표준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많은 수의 인허가 현안이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 종결되고 설계인증

이 발급될 예정이다. 계측제어설계 뿐만 아니라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대한 

표준인허가 심사 질의의 답변자료 작성 등에 미국 WH-CENP사가 상당부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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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으며 표준인허가 획득 후에도 설계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전체 

인간기계연계체계의 설계범위에 대해 수행될 예정이다. 차세대원자로 개발

이 착수되면서 국내에서도 원전 설계에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 및 신형 인간

기계연계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행하여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도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요건을 개발하 다. 

2. 계측제어계통의 개량화 

1991년 이후부터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고리 1,2호기에서의 집중적인 

계측제어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보수유지에 심각한 문

제가 제기되었다. 보수유지측면에서 계측제어기기의 장기적인 안정공급 미

비와 기기 노후화 등 숱한 난제가 도출된 상태에서,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

소의 계측제어기기의 개량화없이 발전소의 효율성, 가동율 및 안전성의 증

대와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력기술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으로 과제수행을 위

한 제안을 하 으나, 주변상황 때문에 전력기술연구원 독자로 1단계인 타당

성조사를 마친 후 현재 고리 2호기에 대해 미국 EPRI와 공동연구로 계측제

어계통의 개량화 과제가 수행중에 있다. 이 과제는 무엇보다도 기기의 장기

적인 공급대책을 확보함으로서 기기단종에 대처할 수 있는 생산업체 능력의 

제고와 인간기계연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별도로 한국전력기술(주)

에서는 고리1호기에 설치되어 운 중인 계측제어설비중 공정제어 및 공정보

호설비, 제어반 지시계 및 신호전송기, 그리고 소내감시설비 등의 개량화 

작업을 1997년부터 수행하 고 개선내용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

으며 1998년 말 개선사항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득하 다.개선내

용은 공정제어 및 공정보호 설비를 기존의 아나로그 모듈에서 아나로그/디

지털 모듈로 교체하고 제어반 지시계와 현장계측기기를 새로운 제어모듈과 

신호체계에 맞도록 교체하 다. 또한 기존의 전산설비를 새로운 운전지원 

응용프로그램이 추가된 국내업체의 신규설비로 교체하 다.

3. 첨단계측제어연구

원자력연구소 계측제어연구팀을 중심으로 대형정보표시판 등 과거 연구

과제를 통해 일부 부분별로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중장기과제인 첨단계측

제어연구를 통해 경보기술 개발, 자동기동기술 개발, 계측제어 시험검증기

술 개발, 디지털신호처리기술 개발 및 고압구조물 건전성 진단기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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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기술개발을 통하여 운전원의 운전경험과 경보에 대한 지식을 반 하

여 경보를 처리 및 표시하는 통합 경보 및 진단계통(ADIOS)을 개발하 다. 

비정상 및 사고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보정보를 운전상태에 따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동적으로 표시하는 다이나믹 경보처리 기술을 적용하 고 발생

경보에 대한 운전원의 상황대처능력의 향상을 위해 고장진단기능을 경보처

리 기능에 통합하여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자동기동기술 개발을 통

해 운전원의 과다한 업무가 요구되는 저온정지에서 5% 출력까지의 수동운전

을 자동화시켜 운전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플랜트의 신뢰도와 가동율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3년간 수행하 다. 디지털신호처리 개발을 통해 디

지털공정계측계통과 실시간 처리 신호검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구현하 으

며 실시간 소프트웨어 모델링 방법론을 개발하 다. 또한, 원자로용기 내의 

주요 고압구조물들의 건전성을 최근 개발된 신호처리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여 진단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진단기법을 검증 및 평가하

므로써 건전성감시 기능의 개선과 향후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종합 이상상태 

감시 및 진단계통 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하 다. 뿐만 아니라 계측제

어 시험검증기술 개발결과 디지털기술 적용에 따라 수반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시험 및 검증방법론을 확립하 다. 

4. 인간공학연구

1988년이후 원자력연구소 인간공학실을 중심으로 인간공학적 설계기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를 차세대의 인간공학적 프로그램계획의 

작성에 반 한 바 있으나, 본 설계기법의 주안점인 인간의 행위의 대한 분

석결과에 따른 인간기계연계체계의 구조개발이 미진한 상태이었다. 

그러나 1997년에 종료된 중장기연구인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개발과 인

적행위 분석기법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인간공학적 현안인 정보순항평가, 운

전원 특성의 반  및 수행도 평가와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

전소 운전원과 인간기계연계의 상호작용이 빈번한 제어실 설계에 대한 인간

공학적인 실험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간공학 실험환경인 인간공학 

통합실험설비(ITF)를 구축하 으며 인간공학적 실험평가 및 분석기술을 확

립하 다. 또한 제어실에서 이루어지는 운전작업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

레이션하여 작업수행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운전작업 시뮬레이션 분석기를 개

발하고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응용하는 인적오류 분석 및 응용기술을 개발하 다. 그 결과는 

플랜트의 각종 인적오류 요인을 분석하고, 개발될 시스템의 인적 향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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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도록 인적 향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들을 시험할 수 있

는 각종 시험시설을 개발 확보하 다.

이후 개발된 원자력연구소의 인간공학 종합실험환경을 이용하여 VDU 기기 

및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첨단제어반의 개발을 위해 첨단제어반과 관련된 현

안을 조사 분석하고 운전실험시나리오를 사용한 운전행태를 조사하므로써 

적절한 VDU의 개수, 활용방법, 선호하는 정보순항 방법, 인터페이스 사용 

등에 대한 운전원 행태를 분석하여 향후 첨단제어실 설계시 인간공학 관점

에서 고려되어야 설계입력자료를 생성하 다.

5. 원전계측제어 시스템 개발사업

산학연 공동으로 원전 계측제어계통 제어기기의 생산주체가 될 국내 제

어기기 제작 산업체의 부족한 기술수준을 보완하여 제어기기의 국산화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부터 원전계측제어 시스템 개발사업

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원전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인허가 

및 요소기술 개발, 계통설계를 담당한 기관들이 제어기기 개발의 초기단계

부터 제작완료 후 시험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산업체의 부족한 기술을 지

원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체는 원전 관련기관의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산

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제어기기들의 성능을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등급으

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안전 및 비안전등급 제어기기의 개발, 

그리고 운전지원기술과 같은 선도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한국형 계측제어계

통의 표준 패키지를 완성하도록 하며 개발된 표준패키지를 이용하여 나머지 

계측제어계통의 개발 및 워크스테이션 기반 주제어실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

해 완성된 국산화된 계측제어계통 표준 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원전 계측제어계통에 적용할 디지털 제어기기를 

국산화하므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국내의 신규 원전이나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노후설비 교체를 국내기술진에 의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인 이익과 함께 외국의 가동원전 시장이나 신규원전 건설시장에 기술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

발될 비안전등급 제어기기에는 비안전 관련 기기제어 및 제어봉구동장치 제

어계통 등이 있다. 안전등급 제어기기 개발에는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

전설비 작동계통 및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이 포함하며 아울러 안전등급 제어

기기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지원기술, 그리고 개량형 주제어반 구현의 요소

기술로서 감시/진단기술 및 감독자 제어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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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과 결과

제 1 절 일체형원자로 계측제어계통 기본설계

1. 개요

본 절은 보호계통, 제어계통, 계측계통, 특정감시계통 및 자료통신계통 

등 일체형원자로 계측제어계통의 개념설계에서 설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규

제요건과 일체형원자로의 설계기준 및 특성을 반 하여 보다 상세한 기본설

계 내용과 제반 설계요건들을 기술한다. 기 발간된 각 계통별 개념설계를 

근거로 일체형원자로 계측제어계통의 기본설계를 수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계통의 설계요건, 연계요건과 기능 및 구조 등을 기술한다. 상세한 내용

과 미 확정된 설계내용은 추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반 하며, 기본설계의 결

과와 적용기술에 대한 타당성과 일체형원자로 고유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시험을 수행하고 설계내용을 보완 결정한다.

2. 정보처리계통

가. 정보처리계통 개요

정보처리계통(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IPS)은 운전원이 일

체형원자로의 정상 및 비정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운전정보를 VDU(Visual Display Unit) 화면을 통해 운전원에게 그래픽 형태

로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주제어실 내에서 운전원은 감시정보와 경

보를 정보처리계통 외에도 대형화면 또는 경보 및 표시계통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정보처리계통은 대형화면 또는 경보 및 표시계통에서 제공하는 정

보를 포함하며 그 외에도 운전원이 대형화면 또는 경보 및 표시계통에서 획

득할 수 없는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보처리계통은 대용량의 정

보를 계산 및 처리한다. 정보처리계통은 감시 및 경보에 대한 정보를 주제

어실의 운전원에게 주로 제공하며 기술지원실, 운전지원실, 소외비상대응설

비 등과 같은 운전지원과 관련된 설비에도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처리계통

의 컴퓨터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가용도 향상을 위해 이중(dual)구조로 구

성된다. 정상 동작중인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온대기(hot-standby) 상태인 

다른 컴퓨터가 특별한 초기 기동절차 없이 즉시 정보처리기능을 계속 수행

하게 된다. 정보처리계통은 이중 통신망을 통해 타 계통과 데이터를 송수신

하며 키보드 및 트랙볼(track-ball) 또는 마우스(mouse) 타입의 기기를 통

해 운전원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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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체형원자로 정보처리계통의 구조도

I I

안전계측제어계통 비안전계측제어계통

그래픽처리 컴퓨터
(4대)

디스크 어레이

데이터처리 컴퓨터
(Primary)

데이터처리 컴퓨터
(Secondary)

하트비트링크

20" CRT

경보 및 표시계통대형화면표시기

프린터

이중 통신망

Bridge

시스템 콘솔

주제어실의 주제어반

그래픽처리 컴퓨터
(2대)

20" CRT

주제어실의 감독자제어반

그래픽처리 컴퓨터
(1대)

20" CRT

운전지원기술실 

그래픽처리 컴퓨터
(1대)

20" CRT

운전지원실 

그래픽처리 컴퓨터
(1대)

20" CRT

시스템 콘솔

소외비상대응설비

정보처리계통의 컴퓨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자체 개발 시 많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는 분야에 적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기본 커널(kernel)을 구

성하는 운 체제와, 컴파일러, 링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래픽화면설계 

지원도구, 소프트웨어설계 지원도구와 같은 지원 소프트웨어로서 개발환경

을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는 정보처리계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수행기능을 갖는 모듈

(module)단위로 구성된다. 자체 개발된 각각의 모듈은 스케쥴러(scheduler)

에 의해 실행순서가 관리된다. 따라서 정보처리계통은 1초의 처리주기를 갖

는 실시간 동작이 가능하다. 

정보처리계통이 내부적으로 처리된 결과를 운전원에게 보여주는 형태는 

VDU 상의 그래픽 화면형태이다. 그래픽 화면설계는 운전원 중심의 인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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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반 한 제어실 정보표시기 설계지침을 준수한다.  

나. 기능요건

(1) 정보의 구분

정보처리계통이 제공하는 정보는 상위수준의 정보로부터 최하위의 

진단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를 제한된 수의 VDU 표시기에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정보수준에 따라 계층화된 구조를 갖는다. 정보의 계층화 

구조는 상위수준에서 기능중심의 원자로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하며 하위수준으로 갈수록 상태 또는 기기의 진단을 위한 상세한 정보

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정보가 VDU 표시기 상에서 운전원이 

신속하고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정보처리계

통이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필수운전정보, 보조운전정보, 운전지원정

보로 구분된다.

(가) 필수운전정보

필수운전정보는 운전절차 및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에 의거 정보처리계통이 표시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정

보를 의미한다. 필수운전정보에는 SPDS(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SCOMS(일체형원자로 Core Monitoring System), CEAMS(CEA Monitoring 

System), BOPPMS(BOP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SOE(Sequence of 

Events)과 같은 분류된 정보가 포함된다.

o SPDS : SPDS는 NUREG-0737 Supp. 1[11] 및 과학기술부 고시[19]에서 요

구하는 안전변수를 감시하기 위한 정보이다. 정보처리계통은 반응도제어

(reactivity control), 노심냉각(reactor core cooling), 일차측 열제거

(heat removal from the primary system), 냉각재계통 건전성(reactor 

coolant system integrity), 방사능제어(radioactivity control), 격납용기 

상태(containment conditions)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o SCOMS : SCOMS는 원자로 운전제한치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원자로 운전

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DNBR(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LHR(Linear Heat Rate), AO(Axial Offset) 및 Azimuthal Tilt 등을 계산하

여 제한치를 초과하면 관련 경보를 음향과 시각적인 그래픽 형태로 운전원

에게 제공한다.

o CEAMS : CEAMS는 CEA(Control Element Assembly)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개별 CEA 위치 및 그룹별 CEA 위치, CEA 위치 편차, CEA 이동거리 및 낙하

회수 누적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다. CEA 위치 편차가 이상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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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를 발생한다. 또한 CEA 낙하시간에 대한 정보와 운전원의 요청에 의하

여 관련 정보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o BOPPMS : BOPPMS는 BOP(Balance of Plant)를 구성하는 터빈계통, 복수

계통, 급수계통의 상태와 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이다. 

o SOE : 정보처리계통은 통신망을 통해 SOE 데이터를 수신하여 SOE 발생

순서에 따라 보고서 형태로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나) 보조운전정보

  보조운전정보는 운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제공되는 정보를 의

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추이곡선 설정, 그룹별 감시변수 설정, 경보리스트 

등을 포함한다.

o 추이곡선 설정 : 추이곡선 설정기능은 운전원이 관심 있는 변수를 설정

하면 해당 변수의 변동 값을 시간에 따른 추이곡선의 형태로 제공한다.

o 그룹별 감시변수 설정 : 그룹별 감시변수 설정기능은 운전원이 관심 있

는 변수들을 임의의 그룹으로 설정하면 해당 그룹으로 설정된 변수들의 값

이 동일 VDU 화면상에 나타나며 프린터로도 출력이 가능하다.

o 경보리스트 : 경보리스트 화면은 경보가 발생된 시간, 경보의 내용, 경

보 변수에 대한 내용 등을 리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다) 운전지원정보

  운전지원정보는 전산화된 운전절차, 진단체계, 이력데이터 저장 

및 검색, 로그 및 검토업무 지원과 같은 운전의 효율을 증대할 목적으로 정

의된 정보를 의미한다. 

o 전산화된 운전절차 : 운전원이 일체형원자로 운전 시에 필요로 하는 여

러 종류의 운전절차서(예, 비상운전절차서)를 컴퓨터 상에 구현하여 VDU 화

면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온라인(on-line) 및 실시간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o 진단체계 : 정보처리계통의 정상작동에 대한 건전성을 진단하고 건전성

에 이상이 발생하면 경보를 발생시킨다. 

o 이력데이터 저장 및 재생 : 통신망을 통해 수집된 운전변수들을 1초 주

기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운전원이 필요시 저장된 특정 변수의 과거이력

을 추이곡선 또는 프린터로 재생하도록 지원한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이

력데이터는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운전원에 의하여 구 기억장치 등에 옮

겨 저장된다.

(2) 경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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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계통은 일체형원자로에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경보로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정보처리계통이 제공하는 모든 경보는 다음의 

우선순위로 구분된다. 

o 우선순위 1 : 즉각적인 조치(immediate action)가 요구되는 경보

o 우선순위 2 : 신속한 조치(prompt action)가 요구되는 경보

o 우선순위 3 : 주의(cautionary) 및 운전원 보조 (operator aid)가 요구

되는 경보

정보처리계통은 경보를 발생하기 전에 경보감축기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경보(nuisance alarm)를 제거한다. 또한 정보처리계통은 경보를 발생할 때 

경보 및 표시계통과의 경보조건을 상호비교(cross-check)한 후 경보를 발생

시킴으로써 경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경보 및 표시계통에서 처리되어 

표시되는 경보는 정보처리계통에서도 표시된다. 

(3) 인간기계연계기능

정보처리계통에서 내부적으로 처리된 결과는 VDU 상의 그래픽 표

시, 음향장치를 통한 가청음, 프린터를 사용한 인쇄물 출력 형태로 운전원

에게 제공된다. 이를 위하여 정보처리계통은 다음과 같은 인간기계연계 기

능을 제공한다.

o 새로운 그래픽 화면으로 전환기능

o 운전보조정보 제공기능(예. 추이곡선, 설정치, 변수의 속성에 관련된 

사항 등)

o 계통에서 제공되는 각종 보고기록에 대한 조회기능

o 이력 데이터 기록 및 재생기능

o 경보 제한치 등과 같은 특정데이터의 수정기능

o 사용권한에 따른 계통수행 기능에 차별을 둔 보안기능 

VDU는 인간기계연계기능의 출력 수단이며 키보드, 마우스 또는 트랙볼은 

입력 수단이다. 정보처리계통은 매 1초마다 주기적으로 처리결과를 VDU로 

출력한다. 운전원으로부터의 입력은 운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비 주기

적으로 수행된다. 

(4) 데이터 취득기능

정보처리계통은 모든 디지털 입력신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상태

를 점검하며 경보 및 표시계통, 보호계통, 제어계통, 계측계통, 특정감시계

통을 포함하는 모든 계측제어계통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매 1초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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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한다. 수신되는 데이터는 공학적 단위(engineering 

units) 또는 감지기 계수치(raw sensor counts) 형태의 값을 가지며 정보처

리계통은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5) 데이터 출력기능

정보처리계통은 내부적으로 처리한 데이터를 외부적으로 두 가

지 형태로 출력한다. 첫 번째 출력형태는 VDU 화면상에 그래픽 화면으로 정

보를 나타내는 것과 대형화면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출력형

태는 프린터를 통해 데이터 처리 결과를 전산 출력용지에 출력하는 것이다. 

다. 계통설계요건

(1) 성능요건

정보처리계통은 직접적으로 일체형원자로의 안전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비안전등급 계통이다. 따라서 정보처리계통은 안전에 관련된 

기기나 계통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져서는 안되며 적절한 전기적, 물리적 격

리가 이루어져야한다. 정보처리계통은 지진사고 시 기능수행은 요구되지 않

으나 물리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여 물리적 이탈에 의한 비산물사고

(missile hazards)를 방지하여야 한다[3,4]. 정보처리계통은 일체형원자로

의 모든 운전조건에서 플랜트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처리계통의 정보는 신뢰되지 않는다.

(2) 중복성요건

정보처리계통의 컴퓨터 구조는 주(primary) 컴퓨터와 대기

(secondary) 컴퓨터로 구성된 이중(dual) 컴퓨터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컴

퓨터는 이중 중앙처리장치를 갖는다. 각각의 컴퓨터는 전기적, 물리적으로 

분리되며 각각 분리된 전원이 공급된다. 이중 컴퓨터 구조는 고온대기(hot 

-standby) 개념에 따라 주 컴퓨터와 대기 컴퓨터는 동시에 입력을 받아 데

이터 처리를 수행하지만 한 순간에 하나의 컴퓨터에서만 출력이 발생된다. 

두 컴퓨터는 상호간의 동작상태를 확인하는 하트비트(heartbeat) 정보를 주

기적으로 주고받는다. 통신망은 이중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통신망에는 컴

퓨터 구조, 하드디스크, 프린터 등이 연결되며 하나의 통신망에 고장이 발

생하여도 계통 전체의 성능에는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이중 

컴퓨터 구조에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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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다른 컴퓨터가 하트비트 링크를 통해 이를 감지하여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기능전이(failover)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수

동적으로도 가능하여야 한다.

(3) 다양성요건

정보처리계통의 다양성 요건으로써 경보 및 표시계통에서의 경보

처리 및 표시결과를 정보처리계통과 상호비교(cross-check)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4) 가동율요건

정보처리계통은 일체형원자로의 가동율 요건을 위배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NUREG-0696[9]에서 요구하는 SPDS의 가용성 요건인 

99%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5) 표준화요건

정보처리계통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신뢰성이 인

정된 상용 표준제품을 사용하여 설계되며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며 각각의 

모듈은 표준화된 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유지보수 시 모듈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컴퓨터 장비는 랙(rack) 구조의 19" 산업용 표준 캐비넷

(cabinet)에 장착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장치와의 인터페이스는 산업체 표

준을 따라야 한다. 운 체제는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구조

를 만족하여야 한다. 프로그래밍언어는 국제표준을 준용한 고급언어를 사용

한다. 데이터베이스 및 그래픽도구는 특정 운 체제에 의존되지 않아야 하

며 고급프로그래밍언어를 지원하는 범용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6) 기기고장요건

정보처리계통을 구성하는 기기 가운데 단일의 주프로세서, 단일의 

화면처리 프로세서, 단일의 VDU, 단일의 하드디스크 저장장치,  단일의 통

신망, 단일의 프린터, 단일의 데이터 구저장장치, 단일의 키보드, 트랙볼 

또는 마우스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정보처리계통의 가동율이 저해받지 

않고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처리계통의 소프트웨어 기능

상실도 기기고장에 포함된다. 정보처리계통은 간단한 모듈교체 개념으로 설

계되어야 하며 기기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난 기기의 종류 및 고장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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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정보처리계통 전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경보 및 표시계통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우선순위 1의 경보를 주제어실에 발생시킨다.

(7) 격리(isolation)요건

정보처리계통의 전기적인 고장이 안전관련 기기로 전파되지 않도

록 정보처리계통은 안전관련 기기와 전기적으로 격리한다. 또한 안전관련 

계통과의 데이터 통신 시 통신 프로토콜을 제외한 데이터가 정보처리계통으

로부터 안전관련 계통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격리한다. 안전관련 기기와 격

리를 위한 격리장치는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8) 응답 및 지연시간요건

정보처리계통은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내부적으로 처

리한 후 출력장치로 출력을 완료하는데 까지 1초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조

건은 정보처리계통이 기동되어 정지되는 시간까지 매1초 처리주기가 적용된

다. 메모리의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야 하는 경우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주 컴퓨터와 대기 컴퓨터간의 기능이전은 운전에 

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료한다. 운전원이 화면상의 메뉴를 선택하거

나 키보드, 마우스 또는 트랙볼 등으로 입력행위를 수행할 때 운전원은 입

력 후 0.25초 이내에 VDU 화면을 통해 자신의 입력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화면 변경 또는 그래프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운전원의 요구사항은 

VDU 화면상에 1초 이내에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10].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각각의 응용프로그램 요건에서 요구하는 주기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소외

에 설치되는 정보처리계통과의 통신요건은 통신망 설계요건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9) 계량법(metrication)요건

정보처리계통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계량법은 일체형원자로 인간기

계연계체계에서 요구하는 SI(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단위를 사용

한다.

(10) 정확도요건

  정보처리계통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전체 정확도는 소프트

웨어 요구명세서에서 요구하는 값과 소프트웨어서 계산된 결과의 오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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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라. 하드웨어 설계요건

정보처리계통의 컴퓨터 하드웨어는 중앙처리장치, 실수연산기, 주기

억장치, 하드디스크, 프린터, 통신카드, 배터리, 음성출력장치, 백업데이터 

저장장치, 그래픽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상용 제품을 사

용하되 원자력 환경에 적용된 경험이 있거나 유사 환경에서 5년 이상의 운

전경험이 있는 하드웨어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상용 하드웨어 선정 시 

계통에 적합한 선정기준을 작성하여 기준을 만족하는 하드웨어를 선정해야 

한다. 하드웨어 구성품은 교체 모듈단위까지 자체진단이 가능하여 모듈단위

에 고장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전원상실 후 전원 

재공급 시 운전원 개입 없이도 하드웨어가 자동적으로 기동되어 시스템이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 주기억장치는 정보처리계통 실행프로그램이 상주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하드디스크는 정보처리계통 응용프로그램과 이력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통신카드는 실시간성을 갖는 특

성의 카드를 선정하여야 한다. 배터리는 전원 상실시 컴퓨터를 안전하게 정

지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음성출력장치의 볼륨을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백업데이터 저장장치는 광(fiber) 저장방식이어야 한다. 그래픽카드는 

이중버퍼를 사용하여야 하며 1280x1024 이상의 천연색 해상도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소프트웨어 설계요건

정보처리계통의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자체 개발 소프트

웨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원자력 환경에 적용된 

경험이 있거나 유사 환경에서 5년 이상의 운전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보처리계통의 컴퓨터에 사용될 운 체제, 컴파일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래픽설계 지원도구, 소프트웨어설계 지원도구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 시 계통에 적합한 선정

기준을 작성하여 기준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선정한다. 운 체제는 실시

간 스케쥴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는 설계 시 적용될 

품질보증절차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건전성

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소프트웨어 설계지원 도구 및 소프트웨어 시험 도구

를 사용한다. 소프트웨어는 단위시험, 기능시험, 계통시험, 종합시험을 통

해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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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작성된 개발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는 계통의 

요건이 정확히 구현되었는지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반 해야 한다. 소프

트웨어 건전성은 소프트웨어 시험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1) 운 체제 (Operating system)

운 체제는 원자력 환경에 적용되었거나 유사한 산업 환경에서 널

리 사용되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기

본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o 적어도 255개의 태스크(task)를 지원하는 다중처리(multi-processing 

or multi-task)가 가능하여야 한다.

o 우선순위 처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o 백그라운드 처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o 태스크간의 내부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o 실시간 스케쥴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o 통신 관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o 디바이스 관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개발지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어셈블러(assembler), 링커(linker)/로

더(loader), 고급언어 컴파일러(high level language compiler), 편집기

(editor), 디버거(debugger) 및 다양한 개발지원 도구(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 CASE)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설계지원도구는 다

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다.

o 계통의 기능을 모델링(modelling)할 수 있어야 한다. 

o 요구분석 결과물을 문서형태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o 소프트웨어 설계과정에서 생성되어야 할 단위기능 사양서, 정형화된 알

고리즘(formalized algorithm) 기술, 단위 소프트웨어 사양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o 소프트웨어 설계지원도구를 통해 실시간 확인 및 오류검사가 가능하여

야 한다.

(3) 소프트웨어 구조 및 언어

소프트웨어 설계는 주로 구조적 기법을 사용하여 설계되나 객체지

향개념이 적합한 부분에는 객체지향기법을 사용한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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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듈단위로 설계되어 모듈단위의 관리와 수정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언

어는 고급언어를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셈블리언어와 같은 저급언어

를 사용할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맞춰 작성

된 개발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계통의 요건이 

정확히 구현되었는지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반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시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건전성을 증명한다. 

바. 인간기계연계 설계요건

정보처리계통의 인간기계연계 설계는 NUREG-0700[10]과 제어실 설계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기계연계 기기 요건, 그래픽도구 요건, 

그래픽화면설계 요건으로 구분된다.

(1) 인간기계연계 기기 요건

인간기계연계 기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산업용 표준 기기

를 선정한다.

o VDU는 20" 크기의 CRT(Cathode Ray Tube) 방식이다. VDU의 밝기 및 해

상도는 일체형원자로 주제어실 환경에서 VDU에 표시된 정보를 운전원이 충

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o 키보드는 QWERTY 형의 키보드에 한 입력이 가능하며 기능키 편집이 가

능하여야 한다.

o 마우스 또는 트랙볼은 화면의 커서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

며 하나 또는 두 개의 버튼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래픽도구 요건

화면설계는 상용 그래픽 도구를 이용하며 그래픽 도구는 화면 설

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 그래픽 도구는 정적 화면뿐만 아니라 동적 화면 설계도 가능해야 한다.

o 화면 설계는 그래픽 형태를 보면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동적 화면을 구동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경우, 국제 표준의 고급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o 그래픽 도구는 특정 운 체제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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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래픽 도구는 화면의 동적 정보를 매 1초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할 능력

이 있어야 한다.

o 그래픽 도구는 자주 사용되거나 특수한 형태의 그래픽 객체인 미믹

(mimic), 그래프(graph), 플로트(plot), 바챠트(bar-chart), 리스트(list) 

등을 내장하고 있어서 화면 설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o 그래픽 도구는 윈도우 화면 기법 구현이 가능해야 한다. 윈도우 화면 

기법은 하나의 화면을 윈도우 형식으로 분할하며 현재의 윈도우 화면에 새

로운 윈도우 화면을 팝업(Pop-up)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o 경보신호 등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4개 이상의 점

멸율(blinking rate), 역상기능(reverse video)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그래픽 화면설계

그래픽 화면설계는 NUREG-0700과 운전원 중심의 인간공학요소를 

반 한 제어실 정보표시기 설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VDU에 나타날 그래

픽화면에 대한 설계는 운전원에게 친숙한 형태의 설계로 이루어지며 제어실

의 다른 VDU의 화면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하나의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는 

기능적 또는 계통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화면에 모든 정보를 

나타낼 수 없을 경우 여러 화면을 사용한다. 

사. 통신요건

정보처리계통은 외부 장치와 직렬 및 병렬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더넷 및 FDDI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안전계통과 통신연계가 필요할 경

우, 전기적 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적 격리는 데이터 격리를 포함한

다. 통신망은 외부 또는 비 인가된 접근으로부터 정보처리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벽이 설치된다. 정보처리계통은 타 계통과 데이터 송수신을 할 때 

데이터 송수신 확인 및 검증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정보처리계통은 외부 계

통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선로에 이상이 발생하 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운전원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운전요건

(1) 전원

정보처리계통에 제공되는 교류전원은 두 개의 독립된 필수전원공

급계통으로부터 공급된다. 입력 교류전원 상실은 주제어실에서 경보로 운전

원에게 알려져야 한다. 정보처리계통은 자체적으로 배터리 백업장치가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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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일정시간동안 전원공급없이도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배터리로 동작

되는 일정시간은 다음 시간을 포함한다.

o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시간

o 운전원이 비상조치를 취하는 동안 정보처리계통으로부터 취득해야할 감

시정보를 제공해야할 최소한의 시간

(2) 내환경

정보처리계통의 하드웨어 장비는 제어실 및 컴퓨터 장비가 설치되

는 기기실의 내환경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전기적 서지(Electrical 

Surges), 전자파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정전기 방전

(Electrostatic Discharge, ESD) 및 공중파간섭(Radio Frequency 

Interference, RFI)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보수성 및 시험성

정보처리계통의 운전 중 또는 정지 중에 수행될 보수 및 시험은 

적절한 절차가 기술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설계는 현장에서 보수 및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계통에 대한 

온라인 시험이 주기적으로 수행되어 이상상태를 운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운전원의 요구에 의해 특별한 하드웨어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 모듈의 동작 

상태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부품시험은 교체가 가능한 

단위부품까지 수행하여 고장여부를 표시한다. 소프트웨어는 모듈 수정이 용

이하도록 설계되어 현장에서 모듈 시험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하드웨

어 예비부품을 현장에 마련함으로써 보수는 부품에 따라 1시간 내, 4시간 

내, 24시간, 48시간 내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소프트

웨어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보수계획도 마련한다.

자. 검증 및 확인요건

정보처리계통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성 및 이들을 통합한 계통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험계획, 절차 및 지침서를 포함하는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이 사전에 작성되어 그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1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시험을 통해 제작 오류를 최소화한다. 시험의 종

류는 최소한 설계확인 시험 (Design Verification Testing), 제작 중 시험 

(Testing During Fabrication), 통합 시험(Integration Testing), 설치 및 

운전 중 시험 (Installation and Operation Test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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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험은 승인된 시험계획서, 절차서 및 확인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

다. 설계확인 시험을 통해 정보처리계통을 구성하는 각 기기 들이 기능, 내

환경 및 내진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며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

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제작 중 시험은 하드웨어 기기 및 소프트웨어 모

듈설계가 계통사양에 따라 이루어 졌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기별로 인

수시험(acceptance testing)을 수행한다. 이 시험에는 기기공급자가 공급한

(custom made) 모든 전자기기의 초기고장(infant mortality)으로 인한 시스

템의 제작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운전을 포함한다. 통전(burn-in) 후 

모듈시험에서 고장난 기기들은 교체하여 다시 통전시킨다. 소프트웨어 모듈

단위의 시험과 단위기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정보처리계통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단위 시험을 거친 후 모든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여 설계요건

에 만족하는 기능 및 성능을 수행하는지를 시험한다. 각 기기들의 통합기능 

확인을 위한 사항들이 반 된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정

보처리계통은 설치후 각 기기들의 통합기능 및 성능이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들이 반 된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수행되고 있는 시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정

보처리계통의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NUREG 0737 Supp. 1[11]의 

SPDS 확인 및 검증 요건과 NSAC-39[12]를 준용한다. 

차. 취급요건

정보처리계통은 현장수준의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

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세서로의 접근을 위해서는 시건장치를 사용하여 비 

인가된 접근을 방지한다. 정보처리계통은 교육받은 기술자에 의해 최종 설

치장소인 현장에서 운  가능해야 한다. 정보처리계통은 일체형원자로 인간

기계연계계통 기기의 보관 및 취급요건을 따른다[15].

카. 연계요건

(1) 메시지 구조

정보처리계통과 통신하는 외부 다른 계통(대형화면, 경보 및 표시

계통 등)간의 메시지 교환을 위한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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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시지 구조

Data #1  Data #2

node id 

(4 byte)

number of 

data

(4 byte)

time

(4 byte)

value

(4 byte)

bitmap

(2 byte)

time

(4 byte)

value

(4 byte)
.....

Header Data

o node id: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모든 계측제어계통의 구성품은 고유

의 node 번호를 가지며, integer로 표시된다.

o number of data: 데이터 역에 포함되는 data의 개수를 나타내며 

integer로 표시된다.

o time: 데이터가 수집된 시간을 표시하며 epoch time으로 표시된다.

o value: 데이터의 값을 나타내며, float 혹은 integer로 표시된다. 

- bitmap의 첫 번째 bit(bit 0)가 0인 경우 bit 1의 값이 0이면 integer

가 되며 bit 1의 값이 1이면 float가 된다. 

- bitmap의 첫 번째 bit(bit 0)가 1인 경우 디지털 값을 표시하며 디지

털 값의 건전성은 bit 2-3의 Data Quality에 의해 표시된다.

o bitmap: value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bit 0: Value Type (0: analog, 1: digital)

- bit 1: 공학단위변환 (0: Raw Value

   1: Engineering Unit Conversion Value)

- bit 2-3: Data Quality   (00: Good            01: Sensor Bad, 

10: Lo out of Range 11: Hi Out of Range)

- bit 4-7: Alarm Quality (0000: Normal 1000: Lo-Lo 0100: Lo 

     0001: Hi-Hi 0010: Hi)

- bit 8-15: OP Code (계통간 혹은 계통내부에서 Message를 전송하는 경

우 Value를 이용하는 특별한 Operation이 요구될 때 이용한다. 단순 데이터

의 전송일 경우 OP Code는 0000 0000으로 설정된다. 나머지는 각 계통간 혹

은 계통내부에서 특정한 OP Code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2) 기계적 요건

정보처리계통을 구성하는 장비는 표 1과 같다. 각각의 기기에 대

한 크기, 무게, 전력소비 등은 상세설계 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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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보처리계통의 장비 리스트

기 기 위 치 수 량(대) 비 고

컴퓨터시스템 전산실 2 정보처리계통 주/대기 컴퓨터

디스플레이 

시스템

주제어실 6
4대: 주제어반

2대: 감독자 제어반

전산실 2

기술지원실 1

비상운 설비 1

비상대책센터 1

프린터

주제어실 2 두 대의 텍스트 출력용 프린터

전산실 2
한 대의 텍스트 출력용 프린터

한 대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

기술지원실 1 한 대의 텍스트 출력용 프린터

비상운 설비 1 한 대의 텍스트 출력용 프린터

비상대책센터 1 한 대의 텍스트 출력용 프린터

스위칭 허브 전산실 1  

프로그래머 

콘솔
전산실 1

네트워크 

브릿지
전산실 1

보수 및 저장 역은 각종 도구와 문서의 보관과 정비 작업을 위하여 적

절한 선반과 작업대, 서랍, 전원, 접지버스, 별도의 부품 보관소, 미디어 

및 프린터 용지 보관소 등이 제공되는 것이 권장된다. CRT가 제공되는 주제

어실, 기술지원실, 비상운 설비, 비상대책센터 등에서는 천장의 조명이 인

간공학적 지침서에 따라 신중하게 배치되어 CRT 화면에서 빛이 반사되거나 

눈부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든 조명은 전기적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정

보처리계통과는 분리된 전원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산장비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변경,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므로 전산실

은 기기의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문과 현관, 복도는 장비

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전산실은 주제어실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주제어실 요원들이 전산장비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산실은 열쇠잠금장치 혹은 카드 키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접

근이 제한되어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해 주제어실, 기술지원실, 비상운 설

비, 비상대책센터에 있는 정보처리계통의 모든 장비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

다. 

기술지원실, 비상운 설비, 비상대책센터에 설치되는 정보처리계통 기기

들은 특별한 설치요건 없이 free standing 된다. 전산실, 기술지원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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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설비, 비상대책센터의 CRT들은 표준 데스크톱 모델로서 특별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전기적 요건

정보처리계통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은 전압 120 VAC ± 10%, 주파

수 60 Hz ± 5% 범위이어야 한다. 장비의 배선은 바닥으로부터 인입되어 결

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보처리계통 기기는 전원선을 통하여 접

지 되어야 한다. 장비로 인입되는 전원선은 전자파 간섭에 차폐 효과가 있

는 금속 도관(metallic conduit)을 통하여 차폐 및 보호되어야 한다.

(4) 환경 요건

정보처리계통은 청정환경에서 운 되어야 한다. 정보처리계통의 

운 을 위한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는 반드

시 정화되어야 한다. 만일 정보처리계통 기기들이 설치된 방이 부식성 가

스, 염분성 공기 혹은 먼지가 많은 곳에 위치한다면 특별한 공기정화 장치

가 설치되어야 한다.

(5) 계통 연계요건

정보처리계통은 계측계통, 제어계통, 보호계통, 특정감시계통, 경

보 및 표시계통으로부터 정보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매 1초 주기로 받는

다. 또한 정보처리계통은 경보 및 표시계통, 대형화면으로 데이터 처리결과

를  매 1초 주기로 출력한다. 

타. 디스플레이 계층구조

정보처리계통의 디스플레이 기능은 주제어실, 기술지원실, 운전지원

실, 소외비상대응설비 등에 있는 운전원에게 일체형원자로 운전 정보를 VDU 

화면상에 그래픽으로 제공한다. 정보처리계통이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정보

는 필수운전정보, 운전보조정보, 운전지원정보의 3 가지 정보그룹으로 구분

됨에 따라 디스플레이 계층을 그림 3과 같이 3 가지 계층으로 구성하 다. 

필수운전정보 디스플레이는 일체형원자로의 공정변수들로부터 일체형원자로

의 안전상태나 운전상태를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합성된 변수로 나

타내는 정보그룹으로서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SPDS), 일체형원

자로 Core Monitoring System(SCOMS), CEA Monitoring System(CEAMS), BOP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BOPPMS), Sequence of Event(SOE) 등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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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해당한다.

Security

Log-on Display

SPDS SCOMS CEAMS BOPPMS SOE

필수운전정보

System 

Overview

Display

Trend/

 Bar-Chart

Group

Display

보조운전정보

필수운전정보

진단체계 HDSR
전산화된 

운전절차

Alarm 

List

Review

Report
Log

Point 

Detail

- CAL

- BDL

- ORL

- Computer

  Status

- Network

  Status

- LPMS

- IVMS

- ALMS

- VMS

- 기기 진단

 -PostTrip

Review

 -Summary

Report

- 월별

- 주별

- 일별

- 조별

-시간별

-Demand

운전지원정보

그림  3  정보처리계통 디스플레이 계층 구조도

 보조운전정보 디스플레이는 일체형원자로의 공정변수들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하여 일체형원자로의 운전상태를 알려 주는 정보그룹으로서 계통 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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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imic), 추이(trend)/바챠트(bar-chart), 그룹(group), 개별변수

(point details), 경보리스트(alarm list) 디스플레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 운전지원정보 디스플레이는 운전원의 직무를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원의 운전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

여 제공되는 정보그룹으로서 전산화된 운전절차, 진단기능, 이력데이타 저

장 및 재생기능, 검토보고서(review report), 로그(log) 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 디스플레이 계층구조에서 운전원이 일체형원자로의 계통에 대한 운전 

및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계통 미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계통 미믹 디

스플레이 구조가 그림 4와 같이 제공된다.

그림  4  정보처리계통 미믹 디스플레이 계층 구조

  정보처리계통을 통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의 양은 상당히 많은 양이므

로 운전원이 원하는 화면으로 쉽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화면이 구성되어야 

한다. 화면을 설계할 때 먼저 화면의 윤곽과 화면의 분할에 대해 정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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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계통

잔열제거

계통

기기냉각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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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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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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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제거

계통#4

비상노심

냉각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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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NMT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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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화면의 윤곽과 분할된 역의 정보성격은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림 5 

및 그림 6은 정보처리계통 디스플레이의 표준 레이아웃에 대한 일례이다. 

하나의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는 기능적 또는 계통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며, 

하나의 화면에 모든 정보를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여러 화면이 사용된다. 정

보처리계통의 VDU 화면에는 운전원이 표시되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

록 안내정보, 상태정보, 경보정보, 보조정보가 구분되어 표시된다. 

(1) 안내정보 표시

안내정보 표시는 운전원이 원하는 특정정보가 표시된 화면을 용이

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를 표시한다. 안내정보를 나타내는 그

래픽객체는 화면의 다른 정보와 구별된 형태를 갖는 메뉴형태로 표시하며 

메뉴 안에 안내에 관한 내용을 문자로 표시한다. 운전원이 메뉴를 선택하면 

그 객체의 그래픽모양 또는 색깔의 변형으로 메뉴가 선택되었음을 표시한

다. 

(2) 상태정보 표시

상태정보는 운전원이 상시 감시해야 할 일체형원자로 운전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상태정보는 미믹 또는 텍스트 형태로 표시한다. 미믹형

태는 기기의 외형적 형태를 모사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텍스트 형태는 일체

형원자로 현장에서 측정된 아날로그 값을 문자 형태로 화면에 표시한다. 일

체형원자로 운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나타낼 수 없으므로 

여러 화면을 이용하여 정보를 분산 배치한다. 하나의 화면을 분할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 각각의 분할된 역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 모든 화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화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3) 경보정보 표시

경보정보는 경보가 발생될 때에만 표시되는 정보이다. 경보정보는 

미믹 형태와 텍스트 형태의 그래픽 객체로 표시하며 또한 리스트 형태로 표

시한다. 미믹 형태와 텍스트 형태의 그래픽 객체에 나타나는 경보정보는 그

래픽 객체의 외형 형태 변화 또는 색깔의 변화 및 색깔의 점멸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리스트형태의 경보정보는 경보가 발생한 시간, 경보내용, 경보원

인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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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스플레이 표준 레이아웃(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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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층별 화면 구성(typical)



- 42 -

(4) 보조정보 표시

보조정보는 운전에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

한다. 보조정보로서 그래프, 트랜드, 바챠트와 같은 그래프적인 표시와, 그

룹별 조합된 정보의 집합, 메시지 정보, 운전원 입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표

시 등이 포함된다. 보조정보 표시는 그래프, 트랜드, 바챠트에 표시될 변수

를 설정하는 화면 등을 포함한다. 또한 운전원이 특정 변수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상태정보를 감시하고자 하거나 그룹별로 설정하여 상태정보를 감

시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설정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은 보조정보 표시에 

포함된다.

2. 경보 및 표시계통

가. 경보 및 표시계통 개요

경보 및 표시계통은 정보처리계통, 대형화면과 더불어 일체형원자로에

서 발생하는 이상상태를 감시하고, 운전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은 플랜트 전체 운전정보를 감시하는 정보처리계통의 고장 

시에도 플랜트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보처리계통과는 독립성과 

다양성을 갖는다. 경보 및 표시계통은 정보처리계통과 같이 우선순위 1, 2, 

3 경보를 처리하여 표시하며, 사고후 감시를 위하여 R.G 1.97[1]에서 규정

한 범주 1 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은 그림 7과 같이 신호처리 프로세서, 표시기 구동 프로

세서, 표시기로 구성된다. 경보 및 표시계통은 자료통신망을 경유하여 제어

계통, 보호계통, 계측계통, 특정감시계통, 정보처리계통으로부터 입력신호

를 획득한다. 또한 경보 및 표시계통은 처리한 결과를 정보처리계통과 대형

화면에 제공한다.  

나. 기능

(1) 사고후 감시 채널의 기능

(가) 계산 기능

 사고후 감시채널들은 사고후의 변수들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R.G 1.97에 정의된 범주 1 변수들을 처리한다.

(나) 표시 기능

  사고후 감시채널 표시기들은 일체형원자로 제어실의 안전정지

제어반에 위치하며 규제지침 1.97 범주 1 변수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내기 위

해 고정된 형태의 표시기에 표시된다. 이들 변수들은 안전채널 통신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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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격리된 형태로 받아서 처리한 후 사고후 감시용 평판표시기에 직접 표

시한다.

그림 7  일체형원자로 경보 및 표시계통 구조도

경보 및 지시채널
프로세서

I I I III

경보표시
프로세서 및 표시기

내부통신망

사고 후 감시 채널 표시
프로세서 및 표시기

특정 안전 및 주요변수
표시 프로세서 및 표시기

상세 안전 및 주요변수
표시프로세서 및 표시기

안전등급 자료통신망

비안전등급 자료통신망

원격정지제어반
표시프로세서 및

표시기기

A B
사고 후 감시
채널 프로세서

(다) 경보 기능

 사고후 감시채널들은 경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는 사고후 감시 채널들의 소프트웨어를 가능한 간단히 하여 계통의 신뢰

도를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부적절노심냉각 변수들을 포함하여 규제지침 

1.97 변수들과 관련이 있는 경보들은 경보 및 표시계통과 정보처리계통에서 

처리한다.

(라) 지시 기능

 두 개의 채널로 설계되는 사고후 감시채널들은 채널별로 한 개

의 평판표시기를 가지며 이들 표시기들은 고정된 형태로 사고후 감시용 범

주 1 변수들을 연속적으로 지시해 준다. 이들 변수들은 안전채널 자료통신

망으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으며, 신호 처리된 결과는 사고후 감시용 평판표

시기에 직접 표시된다. 사고후 감시용 평판표시기는 운전원과의 연계를 위

해 터치스크린을 갖는다.   

(2) 경보 및 지시 채널

(가) 계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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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및 표시계통 채널은 정보 표시 및 경보 발생을 위해 여러 

채널에서의 센서입력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건전한 신호들을 기준으로 대표 

값을 계산하는 신호검증 기능을 수행한다.  

(나) 경보 기능

    경보 및 표시계통은 경보표시기를 구동하고 경보음을 발생시

켜 운전원에게 경보의 발생을 알린다. 플랜트에서 경보상태가 발생하면 경

보 및 표시계통은 불필요한 경보(nuisance alarms)를 제거하고 또한 중요도

가 낮은 경보의 발생을 억제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은 정보처리계통과 같이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보를 처리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의 경보처리 

결과와 정보처리계통의 경보처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정보처리계

통에서 경보처리 결과의 불일치를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다) 표시 기능

    경보 및 표시계통 주프로세서는 자료 통신망을 통해 평판 표시

기에 경보창(alarm tile) 화면형태와 목록형(list) 화면형태로 경보의 처리

결과를 표시한다. 

(라) 조작 기능

            경보 및 표시계통에서의 모든 경보 조작은 터치방식의 기능을 

갖는 경보표시기 상에서 이루어진다. 경보표시기에서 운전원이 발생 경보를 

터치 조작하면 발생된 경보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마) 출력 기능

경보 및 표시계통은 경보표시기를 통해 경보를 표시하며, 안전 

및 중요변수 표시기, 사고후 감시채널 표시기에 관련 정보를 표시한다. 또

한 경보 및 표시계통은 정보처리계통과 대형화면으로 경보처리의 결과를 전

송한다. 

다. 설계요건

(1) 성능요건 

(가) 등급분류

  경보 및 표시계통은 직접적인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안전

관련 감시 기능들을 가지므로 비 안전등급(Nuclear Non-Safety)으로 분류된

다[6]. 그러나 표시되는 정보가 일체형원자로 안전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

여 사용되는 기기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품질보증 계획에 따라 설계해야 한

다. 경보 및 표시계통의 모든 기기 및 장비들은 지진사고 동안 또는 후에도 

동작되도록  내진등급 I로 설계되고 검증되어야 한다[2,3]. 경보 및 표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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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모든 플랜트 출력상황, 과도상태 및 원자로정지 상황에서도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다중성

  경보 및 표시계통은 어느 한 프로세서 및 자료 통신망이 고장

인 경우에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프로세서 및 

자료 통신망을 이중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 독립성

  하나의 단일 계통의 고장이 사고후 감시채널, 경보 및 표시계

통, 정보처리계통 중에서 한 계통 이상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격리되어야 할 계통 및 기기

는 다음과 같다.

o 경보 및 표시계통의 이중으로 설계된 주프로세서

o 경보 및 표시계통과 계측계통

o 경보 및 표시계통과 정보처리계통

o 경보 및 표시계통과 보호계통 및 제어계통

(라) 다양성

  다양성은 정보체계에서 한 요소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제어실에서 경보 및 표시계통과 정보

처리계통은 동일한 공정변수 및 경보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이들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설계하여 다

양성을 만족해야 한다.

(마) 가동률

 경보 및 표시계통의 가동률은 모든 운전조건에서 99% 이상이어

야 한다. 

(바) 연속 및 요구운전

    정상운전 중에는 주프로세서와 보조프로세서가 동시에 동작하며  

시스템의 고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 상태정보를 검사하기 위

하여 일정한 주기로 주프로세서와 보조프로세서는 서로 신호를 교환한다. 

만일 주프로세서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조프로세서가 경보 및 표시처리기능

을 계속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계통 응답시간

경보 및 표시계통은 계통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응답 및 지연시

간을 포함하여 계통 전체의 응답시간이 1초 이내여야 한다. 

(아) 전자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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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및 표시계통은 전자파간섭(EMI),전자기적합성(EMC), 전자

기방전(ESD) 및 공중파간섭(RFI)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인간기계연계

 경보 및 표시계통의 인간기계연계는 제어실 내의 다른 정보표

시기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차) 확장성

경보 및 표시계통은 플랜트 수명기간 중 사용자의 변경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융통성(flexibility)과 확장성(expandability)을 갖도록 설계

해야 한다. 계통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듈화 개념으로 설계하여 광

범위한 재 설계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 

(카) 하드웨어 성능

            경보 및 표시계통의 주프로세서 및 표시기 프로세서는 예상되

는 최대부하 조건에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충분한 성능여유를 가지도록 설계

해야 한다. 주프로세서 및 표시기 프로세서에는 교류전원 상실에서도 경보 

및 표시계통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 배터리를 설치한다. 주프로세

서 및 표시기 프로세서는 경보 및 표시계통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도록 충 분

한 메모리를 가져야 하며,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각 프로세서의 처리량은 

예상되는 최대부하에서도 경보 및 표시계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

분해야 한다.

(타) 소프트웨어 설계

경보 및 표시계통의 소프트웨어 설계는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

연계체계 소프트웨어 설계지침에 따른다. 소프트웨어는 구조화 기법을 이용

하여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설계에 방어적 기법을 적용하며, 모듈화 설계원

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파) 통신요건

경보 및 표시계통은 요구된 계통 정보를 송, 수신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신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오류검사(error checking)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전송 정보의 건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각종 계측제어계통으

로부터의 센서입력은 통신망을 경유하여 경보 및 표시계통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의 출력은 통신망을 경유하여 경보표시기, 상세 안

전 및 주요변수 표시기, 특정 안전 및 주요변수 표시기, 정보처리계통, 대

형화면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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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요건

(가) 전원

경보 및 표시계통은 배터리 백업 필수전원 모선(Battery-backup 

Vital Bus)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공급전원은 전압 120 VAC ±

10 %, 주파수 60 Hz ±5 % 범위이어야 한다. 장비의 배선은 바닥 또는 천장

으로부터 인입 결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기외함 및 계측기의 

접지는 전기적으로 격리가 되어야 하며, 접지모선을 경보 및 표시계통 장비

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장비로 인입되는 전원선은 전자파 간섭에 차폐 효과

가 있는 금속 도관(metallic conduit)을 통하여 차폐 및 보호 되어야 한다.

(나) 환경

주제어실에 위치하는 경보 및 표시계통 기기는 지진설계기준 사

고동안 물리적 건전성 및 기능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험 또는 분

석되어야 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 장비에 대한 환경요건 수준은 정보처리계

통의 경우와 동등하다. 

(다) 운전

            경보 및 표시계통은 운전원이 플랜트의 정상 운전에 사용되는 

검증된 운전변수와 경보자료를 대형화면으로 전송한다. 정보처리계통의 고

장이나 정보처리계통의 VDU의 고장 시에는 경보 및 표시계통의 평판표시기

나 대형화면에 표시되는 정보가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용된

다. 정보처리계통의 프로세서가 고장나더라도 경보 및 표시계통의 평판표시

기에 제한된 플랜트 정보가 제공된다.

(라) 유지보수

 경보 및 표시계통은 현장에 설치되면 훈련받은 계측제어기술자

에 의해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3) 시험요건

경보 및 표시계통은 하드웨어의 건전성 시험을 위한 가동중 연속

적인 자가시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가동중 자가시험

은 시스템의 고장을 조기에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주

기시험은 수동으로 개시되지만, 일단 개시되면 자동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모든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은 제작공장 뿐만 아니라 현

장에서도 시험 가능해야 한다. 

(4) 연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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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호계통과의 연계요건

 경보 및 표시계통은 보호계통으로부터 안전관련 자료통신망을 

경유하여 통해 네 개의 다중 채널에 대한 바이스테이블 프리트립과 트립의 

상태 및 설정치, 트립채널 우회, 운전중 우회 등의 정보를 받으며, 또한 원

자로정지 차단기에 대한 상태 정보도 받는다. 

(나) 계측계통과의 연계요건

 경보 및 표시계통은 일차계통, 이차계통, 기기냉각계통, 피동

잔열계통, 충수계통, 정화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등으로 구성된 공정계측

에 대한 공정변수와 노내/노외 핵계측으로 구성되는 핵계측으로부터 원자로

의 열출력에 대한 공정변수를 자료통신망을 경유하여 광케이블을 통하여 받

는다. 

(다) 제어계통과의 연계요건

 경보 및 표시계통은 원자로출력을 제어하는 원자로출력제어계

통, BOP의 급속한 부하 감발이나 급수유량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로출력감발계통 및 제어봉이 원하는 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의 신호를 받는다.

(라) 정보처리계통과의 연계요건

 경보 및 표시계통과 정보처리계통은 공통되는 지시정보와 운전 

상태를 상호 전송하여 각 계통에서 처리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각 계통의 

고장진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은 자료통신망을 경유

하여 정보처리계통과 정보를 교환한다.  

(마) 대형화면과의 연계요건

 경보 및 표시계통은 대형화면에서 요구되는 플랜트 공정변수, 

펌프 및 밸브의 동작상태, 필수기능 경보 등의 신호를 자료통신망을 통하여 

대형화면에 전송해야 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은 필요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매 1초마다 자료통신망을 통하여 대형화면에 전송한다. 

(바) 경보 및 표시계통 내부 프로세서간 연계요건

 정상운전 중에는 주프로세서와 보조프로세서가 동시에 동작하

며, 일정한 주기로 주프로세서와 보조프로세서는 서로 Heartbeat 신호를 교

환한다. 이는 프로세서의 고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프로세서의 상태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서 고장이 검출되면 주프로세서와 보조 프로세서간에는 자

료 및 상태의 손실 없이 기능이 전환된다.

(사) 공통 메시지 구조

 대형화면, 정보처리계통, 보호계통, 제어계통, 계측계통,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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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계통과의 메시지 교환을 위한 공통 메시지 구조(Common Message 

Structure)는 정보처리계통에서 사용하는 구조와 같다. 

(아) 통신요건

 경보 및 표시계통에 입력신호를 제공하는 통신망을 경보 및 표

시계통 입력망으로 정의한다. 안전계통과의 격리는 안전계통에서 제공하는 

격리장치와 광 통신망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 입력망의 

구조는 단일부품의 고장 시에도 경보 및 표시계통의 기능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경보 및 표시계통 입력망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

록 설계되어야 하고 유지보수 시에도 경보 및 표시계통의 기능에 향을 미

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각 링크와 노드 부분에 대한 데이터 전송율

은 분석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들 부분이 과부하 

(Overload)되지 않아야 한다.  데이터 전송율, 메시지 믹스 및 이론적 분

석, 시뮬레이션, 시험 등의 조합으로 각 노드 사이의 평균 메시지 지연 및 

지연에 대한 확률분포를 산정 평가하여야 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으로 전송

되는 입력신호 메시지는 제한시간 이내에 전송되어야 한다. 경보 및 표시계

통 입력망은 메시지 최대길이, 반복주기 및 통신 대역폭과 응답시간에 연관

된 전송계통 능력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예상 가능한 

에러의 종류 및 이로 인한 계통 안전, 신뢰성, 성능의 향이 미리 결정되

어야 하며, 회복불능의 에러에 의한 고장시 이에 대한 처리 절차가 미리 정

의되어야 한다. 경보 및 표시계통은 안전계통으로부터 수신만 하는 단방향 

통신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경보 및 표시계통의 표시화면 계층구조

그림 8은 경보 및 표시계통의 처리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화면 

계층구조이다. Main 화면은 경보 및 표시계통이 작동하게 되면 맨 처음에 

표시되는 화면으로 하위계층인 Parameter와 Alarm List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한다. Parameter 화면은 운전원이 특정 계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Main 화면에서 RCS를 선택하면 RCS와 관련된 메뉴들 

즉, 가압기 압력, 가압기 수위, RCS 유량 등이 화면에 나타난다. 운전원은 

메뉴를 눌러서 2개의 변수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평판표시기가 

trend나 각각의 감지기 정보를 포함하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화면표시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Trend 화면은 특정 변수의 값에 대한 추이(trend)를 표시한다. Trend 화

면에는 지난 30분간의 변수 자료, 변수의 현재 값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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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으로 표시되는 상한치 및 하한치가 표시된다. 

  Sensor 화면은 운전원이 선택한 운전 변수의 검증된 값을 표시한다. MPD 

화면은 운전원이 선택한 여러 개의 변수들을 하나의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형식(multiple parameter display Format)을 갖는다. Alarm 화면은 발생된 

경보를 목록(List) 형태로 표시한다. 그림 9는 목록형태의 경보 표시화면의 

일례이다. 

그림 9  경보의 목록형 화면표시 일례

그림 8  경보 및 표시계통의 표시화면 계층 구조

Main Alarm List

Parameter MPD

  

  

Sensor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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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호계통

가. 보호계통 설계 요건

보호계통의 설계에 관련된 요건 및 기준은 크게 인허가 기준을 만족

하면서 주어진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계통의 자체적인 설계 요

건과 보호기능 수행과 관련되는 관련 계통과의 연계요건으로 크게 나누어진

다. 원자로 보호계통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 요건들은 안전계통의 인허가와 

계통 설계에 관련된 일반요건, 보호계통의 기능에 관련된 기능요건, 필요한 

기능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성능요건, 보호계통의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운

전요건, 성능과 기능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 및 보수 요건 그

리고 기존의 아날로그 계통과는 달리 디지털 계통을 위해 새로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요건과 디지털 하드웨어 요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요건

보호계통은 일체형원자로의 관련 인허가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

고 안전관련 요건들과 일치되게 타계통과 함께 예상운전사고 발생시 연료, 

연료피복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적절히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사고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설비계통의 동작을 지원해야 한다

[19,20,21,22]. 그리고 설계 목표로써 디지털 보호계통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동스위치와 같은 특수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아날

로그 기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최대한의 정도로 디지털 기술

을 적용해야 한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계통의 확률론적 신뢰도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분석내용은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계통의 

체계적인 분석은 단일고장기준을 위배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 출력과 자료통신은 최대한 가능한 정도

까지 다중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가 계통

의 신뢰도의 일부로써 고려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분석, 운전이력, 시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오류 

기록과 추이들은 분석, 운전이력, 시험 등과 연결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하

드웨어 요건들 속에 정의된 계통의 성능특성을 분석하고 설계의 일부로서 

확인되어야 한다. 성능 특성은 정확도, 응답시간, 실행주기, 환경조건, 전

원공급, 운전시험, 교정, 수리 및 교체주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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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요건

보호계통은 운전원의 조치 없이 적절한 보호 또는 안전 기능을 자

동으로 개시하여야 하고 보호동작은 채널 수준까지 지시되고 확인되어야 하

며 보호 동작이 한번 개시되면 그 동작은 무조건 완료되어야 한다. 보호계

통 기기의 고장에 대비하여 보호 기능의 수동개시 능력은 주제어실의 스위

치를 통해 계통 수준으로 제공되고 수동개시와 자동개시에 공통되는 기기의 

수는 최소로 유지되어야 한다[30]. 

플랜트의 순차적인 기동과 정지와 같은 일체형원자로의 정상 운전을 위해 

보호기능의 운전우회 기능을 제공하고 운전우회 허용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마다 운전 우회가 자동으로 제거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전원 모듈과 

유지보수패널로부터의 운전 또는 보수우회에 대한 수동요구를 허용하는 능

력을 제공해야 한다. 각 운전우회를 위한 독립된 제어가 제공되어야 하며 

계통수준의 우회나 보호계통을 불능으로 만들거나 효과적으로 우회하는 보

조 또는 지원계통의 의도적으로 야기되는 동작불능의 작동 상태 지시를 지

원해야 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우회와 수

동 개시를 포함하여 안전설비 작동기능은 다중의 안전설비 트레인으로 가는 

격리된 개시 출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순차적인 플랜트의 기동과 정지를 위하여 선정된 트립 변수의 바이스테이

블 기능에 가변설정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가변설정치는 수동리셋 설정

치와 변화율 제한 설정치로 나누어진다. 보호계통의 변수 설정치 및 상태는 

보호계통 자체뿐만 아니라 정보처리계통에서 모두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처리계통과의 통신은 격리성을 가져야 한다. 

보호계통의 기능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널우회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

고 채널우회는 정상적인 보호기능의 동작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시에 네 채

널 중 한 채널만이 우회되도록 연동되어야 한다[24]. 

모든 보호계통의 기기는 검증된 안전등급 기기로 구성하여야 하고 원자로 

안전과 이용률에 향을 주는 모든 기능에 대해 고장허용이 제공되어야 한

다. 보호계통은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살려 운전원과 연계는 인간공학적 기

준과 특징을 근거로 설계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로 구성되는 다중 보호계

통의 채널 프로세서간이나 안전과 비안전계통사이의 자료통신은 보호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분리요건에 따라 격리되어야 한다

[23,28].

(3) 성능요건



- 53 -

보호계통은 예상운전사고 발생시 냉각재 압력경계와 연료설계제한

치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트립변수에 의한 트립신호를 발생시킨다. 단일고

장요건과 다중성요건을 위해 보호계통은 네 채널로 구성하고 각 채널간에는 

적절한 물리적, 전기적 격리성을 갖도록 한다. 하나의 채널 내에서 주요 보

호기능을 격리된 세그먼트로 구성하여 고장 기능의 전파에 따른 주요기능들

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각 세그먼트는 가능한 서로 다른 

안전 변수, 센서, 트랜스미터, 신호경로, 프로세서, 전원 등에 의해 독립적

으로 기능이 수행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에 반하여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공통모드고장에 취약하므

로 이로 인한 보호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

한 다양성과 검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25]. 공통모드고장뿐

만 아니라 계통의 기기나 설비고장에 대해 고장-안전(fail-safe) 개념으로 

설계하여야 하므로 전원고장이나 디지털 시스템의 메모리가 비정상상태일 

때 채널 또는 계통은 트립상태가 된다. 이러한 요건들은 고장수목분석과 

FMEA 등을 통하여 플랜트 전체 입장에 정의된 충분한 수준의 신뢰도를 만족

함을 보여야 한다. 

디지털 보호계통의 신뢰성 향상과 운전 및 보수 효율성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최대한 반 해야 하고, 상용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 인허가요건에 명시된 상용등급기기 선정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 표준화 요건과 다중 방호를 위한 다양성 요건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여 

계통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안전성, 가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표

준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어진 기능과 성능을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계통

에의 접근과 설정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은 인가된 사람에 한해 인가된 행정 

절차를 통해서만 접근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상주하여 전원 상실 후 

재기동 시에도 설정된 주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보안 및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상

되는 최대 부하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메모리와 프로세서 용량을 갖추도록 

하고, 추후 설계 변경시에 계통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수용가능한 정도의 

확장성과 여유성을 가지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실행은 기기나 설비의 기능 

수행과 독립적으로 연속적이고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보호기능의 동작은 일체형원자로의 과도 상태 시에 정해진 안전제한치를 

넘지 않기 위해 센서의 트랜스미터 후단부터 최종 구동 신호 생산까지의 응

답시간은 모두 합쳐 300 msec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이 때 내부적인 외



- 54 -

란이나 전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연 시간은 최대 100msec까지 추가될 

수 있다. 그리고 보호계통의 상태와 변수의 트립에 대한 경보와 지시가 제

어실과 운전원 모듈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운전요건

전원 모듈은 채널 당 독립된 필수전원으로 Class 1E, 단상, 비접

지, 무정전 전원이 요구된다. 보호계통의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기실의 

환경요건에 정의된 온도, 습도, 압력, 방사능 등의 환경에서 장기간 운전시 

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고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정상적인 보호 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따른 EMI/RFI 요건을 만족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듈화 설계에 의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주기적인 교체가 요구되는 부품은 목표한 가용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 부품을 가져야 한다. 

(5) 시험 및 보수요건

보호계통은 일체형원자로가 운전중이거나 정지동안에도 감시되고, 

시험되며 교정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연속 온라인 자가진단 시험, 수동개

시 자동시험, 수동시험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동으로 시험되지 않는 기능

에 대한 내장된 수동시험 특성이 제공되어야 한다[29]. 자가진단의 결과를 

표시하고 자동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유지보수패널을 장착하여 감시되는 트

립 변수 및 트립 상태, 시험 결과, 설정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

한치를 초과하는 상태를 모사하는 수동개시 기능 시험을 가져야 하고 보호

계통의 논리들이 바이스테이블 모듈을 통해 안전동작상태를 전파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은 각 모듈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주기적인 

시험을 통해 공정 변수 측정 단계부터 최종 구동단까지의 전체 기능이 시험

될 수 있어야 한다. 유지보수패널에서 시험이 개시되고 시험의 결과는 유지

보수패널과 운전원 모듈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소프트웨어 요건

보호계통의 소프트웨어는 안전등급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에 따라 

설계, 시험,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작성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개발, 

시험,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모듈단위로 쓰여져야 하고 최종 소프트웨어 

코드는 비휘발성메모리에 상주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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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의 소프트웨어는 결정론적이어야 하고 인가된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7) 하드웨어 요건

보호계통은 전기기기실에 네 개의 구획된 캐비넷으로 구성되며 보

호계통의 모든 기기는 내진등급 1의 안전 등급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보호계통은 안전등급 계통으로 최악의 환경 및 충격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검증되며, 이 조건동안 뿐만 아니라 기설정된 사고 후 기간동안에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된다. 이러한 비정상조건동안에는 보호계

통의 정확도와 성능은 감소될 수 있다[27]. 

보호계통의 캐비넷과 내부 부품에 대한 충분한 접근이 운전, 보수, 수리 

및 시험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보호계통은 확인 가능하지만 검출되지 않

는 모든 고장과 동시에 발생하는 안전계통내의 검출가능 단일고장과 안전기

능이 요구되는 설계기준사고를 일으키거나 설계기준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고장과 계통의 거짓 작동 등의 경우에도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모든 요

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해야 한다[31,33].

나. 연계요건

보호계통의 연계요건은 인간기계연계체계 내의 타계통과 신호 연계 

요건과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계적, 전기적, 환경 요건 등이 있으며 신호연

계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설계요건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타 계통과

의 신호 연계는 다음과 같다. 보호계통은 계측계통, 제어계통, 정보처리계

통, 경보 및 지시계통, 제어실과 원격제어반의 운전원 모듈과 안전등급 소

프트제어기와 신호 연계를 가지며 신호 전송과 수신은 기본적으로 안전통신

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비안전계통과의 통신은 단 방향 통신만이 허용

되며 비안전계통으로부터 보호계통으로의 향이 없도록 한다. 

보호계통과 다른 계통이 통신하여야 하는 주요 연계내용으로는 계측 계통

으로부터의 디지털 입력 신호를 취득하고, 보호계통 내부 각 모듈의 각 안

전변수에 대한 설정치, 트립상태, 측정값 등을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

시계통으로 전송하고 제어실의 운전원 모듈과 원격정지제어반으로도 전송한

다. 운전원 모듈에서 운전우회와 채널우회와 같은 우회 입력과 설정치 수동

리셋 요구를 전송하고 수동 원자로 정지 신호도 보호계통으로 입력된다.

다. 보호계통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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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계통은 일체형원자로 이상 상태 시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

키는 기능을 제공해야하므로 선택된 일체형원자로 안전 관련 변수들의 상태

를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만약 감시 상태가 안전 설정치를 초과하면 자동적

으로 원자로 정지신호를 생성하여 원자로정지차단기를 개방한다. 원자로정

지차단기를 개방하면 제어봉 제어전력이 차단됨으로써 제어봉이 중력에 의

해 원자로로 낙하되어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잔열제거계통을 개시하여 잔열

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은 A, B, C, D 네 채널로 분리된 캐비넷으로 구성

된다. 각 캐비넷은 바이스테이블 모듈, 동시논리 모듈, 원자로정지개시 모

듈,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모듈,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패널과 운전원 모

듈로 구성되며 최종 출력 처리를 위한 원자로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 아날

로그 회로들이 장착되어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0에 보호 기능 흐름

이 나타나 있으며 보호기능은 네 채널이 모두 동일하므로 대표적인 A, B 채

널만을 표시하 다. 각 채널은 계측 계통에서 안전 관련 물리적 변수 데이

터들을 취득한다. 각 채널별로 원자로 정지를 위한 예비트립/트립 신호를 

생산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관련 공학적안전설비를 구동시킨다. 최종 

출력 상태는 경보 및 표시 계통에도 입력되며 보호계통에서 생산된 출력신

호와 운전원 모듈에서 입력되는 수동 개시 신호와 “OR”되어 최종적인 출력

신호를 생산한다.

각 보호계통 채널의 바이스테이블 모듈은 공정 감시를 요하는 안전 관련 

공정 측정값을 계측계통으로부터 입력받아 바이스테이블 기능을 수행한다. 

각 안전 변수마다 각각 바이스테이블 기능이 있으며 바이스테이블 기능은 

측정된 안전 변수와 미리 설정된 설정치를 비교하여 트립과 예비트립 상태

를 결정한다. 트립과 관련된 안전 변수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설정치에 관

련된 바이스테이블 기능에는 원자로 상태에 따라 설정치를 변경하는 설정치 

알고리듬이 내장되어 있으며 설정치 종류는 고정형과 가변형이 있다. 예비

트립에 대한 설정치도 트립의 경우와 동일한 설정치 유형을 갖는다. 

고정 설정값을 가지는 고정형 설정치는 보호계통 운전 기간동안에 설정값

이 바뀌지 않는 설정치를 의미한다. 실제로 센서의 변화나 원자로의 특성 

변화에 따라 값을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정된 값을 유지하며, 

설정치의 변화가 요구될 시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의도되지 않은 

설정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설정치의 변경은 유지보수 패널에

서 가능하며 변화된 값은 유지보수 패널 및 운전원 모듈에 표시가 가능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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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설정치는 변화율 제한 설정치와 수동리셋 설정치로 나누어진다. 

수동리셋 설정치는 적절한 운전조건에 따라 수동으로 설정치를 변화시키는 

그림 10  보호 기능 흐름도 (A, B 채널)

Coincidence A-1

Bistable A-1

계측계통 A-1

계측계통 A-2

Reactor
 trip

initiation
 A-1

ESF
initiation

 A-1

Reactor trip
 initiation circuit A

Coincidence A-2

Bistable A-2

Reactor
 trip

initiation
 A-2

ESF
initiation

 A-2

Engineered safety feature
initiation circuit A

Reactor trip switchgear A Engineered safety features A

Coincidence B-1

Bistable B-1

계측계통 B-1

계측계통 B-2

Reactor
 trip

initiation
 B-1

ESF
initiation

B-1

Coincidence B-2

Bistable B-2

Reactor
 trip

initiation
 B-2

ESF
initiation

 B-2

Reactor trip switchgear B Engineered safety features B

Reactor trip
 initiation circuit B

Engineered safety feature
initiation circuit B

Manual
 switch

Manual
 switch

Manual
 switch

Manual
 switch

A채널 B채널

설정치이다. 정해진 운전 조건하에서 운전원 모듈이나 유지보수 패널에서 

수동리셋이 입력되면 해당 설정치는 정해진 값만큼 설정치를 감소시킨다. 

또한 시간 제약을 가지고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번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동리셋 된 후에는 다시 리셋 신호가 입력되기 전

까지 설정치를 고정시킨다. 그리고 관련 안전 변수값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

에는 자동적으로 증가 분을 추종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변화율제한 

설정치는 안전 변수의 증가 분이 일정 값 이하인 경우에 그 값을 추종하여 

값이 증가하지만 일정 값을 넘어서는 경우에 정해진 변화율만큼만 설정치가 

변화하여 원자로의 상태에 규정되지 않은 변화를 감지하여 이상 상태 시에 

트립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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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 변수의 특성에 따라 원자로 기동과 정지시 불필요한 트립을 일

으킬 수 있는 안전 변수에 대한 바이스테이블 기능은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

를 막기 위한 운전 우회 기능이 제공된다. 운전우회는 안전 변수값이 설정

된 범위 내에 있을 때 각 채널마다 운전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입력되며 설

정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제거된다. 예비트립 신호와 트립신호 모두 운

전우회에 의해 향을 받는다. 운전 우회 기능은 기동운전 시에 요구되는 

원자로 출력 40% 이상의 설정치와 출력 배가 시간 15초 이내의 설정치가 기

동 운전이 종료된 후에 우회되는 기능이 있으며 가압기 저압력 설정치는 일

정 압력이하에서 운전원 입력을 받아 운전우회된다. 실제 운전우회 기능은 

바이스테이블 출력부에서 출력을 우회시킨다. 운전우회를 위한 입력은 운전

원 모듈과 유지보수 패널에서 가능하며 운전우회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이스테이블 모듈 이전에 노심보호연산계통(SCOPS)의 프로세서 

모듈을 두어 예상 운전과도 시에 허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

록 DNBR, LPD를 계산하여 설계 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자로 정지 신호

를 바이스테이블 모듈로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한다. 바이스테이블 모듈은 노

심보호연산 모듈의 출력을 그대로 받아들여 DNBR, LPD에 관련된 운전우회와 

같은 바이스테이블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논리모듈로 각 채널의 DNBR, LPD 

트립 상태를 전송한다. 노심보호연산계통의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한

다.

각 채널 바이스테이블 모듈에서 판단한 각 변수별 트립 출력은 다른 채널

의 출력과 함께 동시논리 모듈에서 투표방식(voting)에 의하여 해당 채널의 

트립여부를 결정한다. 동시논리 모듈에서는 자기 채널의 바이스테이블 모듈

의 트립 출력 결과와 다른 세 채널의 바이스테이블 트립 출력을 기반으로 

네 채널중 두 개 이상의 바이스테이블이 트립을 출력하면 변수별 최종 트립

을 결정한다. 동시논리 모듈의 기능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바이스테이블

들이 트립된 상태일 때마다 하나의 동시논리(coincidence)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다. 

예비 트립의 경우도 동일하며 보수 또는 시험을 위한 트립채널 우회 기능

도 제공한다. 하나의 트립채널 우회가 존재하면, 동시논리는 세 개의 우회

되지 않은 바이스테이블들 중 둘 혹은 그 이상이 트립된 상태일 때 동시논

리 신호를 제공한다. 이러한 채널우회 기능은 하나의 채널 전체에 대해 우

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 변수별로도 채널우회 기능이 제공된다. 운

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채널우회는 한번에 하나의 채널이 운전중에 우회될 

수 있어야 한다. 한번에 둘 이상의 채널이 우회되면 동시논리 기능 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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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에 하나의 채널(변수)만이 우회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따라서 네 개의 트립 채널 우회 신호들은 네 개중 오직 하나 만이 유효

할 수 있도록 선입선출 알고리듬에 의해 처리된다. 채널우회가 설정된 경우

에는 동시논리는 세 개중의 두 개 이상의 동시논리 상태 결정으로 동시논리 

알고리듬이 변경된다. 트립 채널 우회는 출력 운전 상태에서 트립 채널의 

보수 및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패널과 운전원 모듈에서 채널별로 그

리고 각 트립 기능별로 수동으로 동작된다. 트립 채널 운전우회는 동시논리 

알고리듬의 자기 채널의 트립 입력을 무효화하고 남은 세 개 중 두 개의 일

치 논리로 변화시킨다.

원자로정지 개시 모듈은 동시논리 모듈까지의 트립 상태를 입력받아 원자

로정지 회로부로 최종 출력된다. 원자로정지 모듈에서 원자로나 계측 및 보

호계통 내부의 예상치 못한 외란에 의한 불필요한 트립 신호의 발생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100msec의 지연루틴을 수행하고 지연 시간동안 트립 출력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 최종적인 신호를 원자로 정지 회로부로 출력한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회로부로의 출력신호는 릴레이 출력을 사용한다. 동시

논리 모듈까지의 트립 기능은 각 변수별로 제공되며, 원자로정지 개시 모듈

에서 모두 “OR” 되어 자기 채널의 최종 트립 신호를 출력한다. 

원자로정지 회로는 아날로그 모듈로서, 보호계통에서 생성되는 자동 정지 

신호와 운전원의 수동정지 입력을 받아 두 신호를 “OR” 하여 최종 구동 신

호를 생산한다. 운전원 수동정지 기능은 디지털 계통에 대한 아날로그 백업

기능으로서 원자로정지 회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현된다. 최종적으로 원

자로정지 회로의 출력은 각 채널과 연결된 원자로정지 차단기 각 부분에 릴

레이 신호로 입력된다.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모듈은 동시논리 모듈까지의 트립 상태를 입력받아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회로부로 최종 출력된다.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모듈에

서도 원자로나 계측 및 보호계통 내부의 예상치 못한 외란에 의한 불필요한 

트립 신호의 발생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100msec의 지연루틴을 수행하고 

지연 시간동안 트립 출력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 최종적인 신호를 공학적

안전설비 개시 회로부로 출력한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회로부로의 출력신

호는 릴레이 출력을 사용한다. 동시논리 모듈까지의 트립 기능은 각 변수별

로 제공되며,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모듈에서 모두 “OR” 되어 자기 채널의 

최종 트립 신호를 출력한다.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회로 역시 아날로그 모듈

로서, 보호계통에서 생성되는 개시 신호와 운전원의 작동 스위치의 입력을 

받아 두 신호를 “OR” 하여 최종 구동 신호를 생산한다. 운전원 작동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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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계통에 대한 아날로그 백업기능으로서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회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현된다. 최종적으로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회로의 출력

은 각 채널과 연결된 각 공학적안전설비 트레인에 릴레이 신호로 입력되며 

공학적안전설비의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한다. 

운전원 모듈은 제어실에 설치하여 케비넷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보호계통의 모든 기능과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원의 수동

제어 즉, 운전우회, 수동리셋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각 모듈로부

터 트립변수 및 상태, 우회상태, 모듈의 고장 및 내부 변수 상태 등을 모두 

전송 받아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변수별 

우회기능, 설정치 수동리셋 등의 운전원 행위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계통 내부 모듈과 연계되는 신호 내용은 바이스테이블 모듈로 운전우회 

요구신호가 전송되며 바이스테이블로부터는 각 변수별 트립정보와 운전우회 

상태를 전송 받는다. 그리고 동시논리 모듈로 채널우회 요구 신호가 전송되

고 동시논리 모듈로부터는 각 변수별 트립정보와 채널우회 상태를 전송 받

는다. 개시모듈과 개시 회로부들로부터는 원자로 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신호 상태를 전송 받는다. 

유지보수 패널은 보호계통 케비넷에 장착되어 보호계통 전체의 주기적인 

시험을 위한 개시, 데이터 입력 및 결과 분석과 경보 기능을 담당한다. 자

기진단시험의 결과도 모두 전송 받아 이를 분석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운

전원에게 경보한다. 보호계통 케비넷에 장착되어 보수를 위한 모든 상태 정

보를 각 모듈로부터 전송 받아 표시할 수 있으며, 우회나 수동리셋, 설정치 

변경 등의 수동제어 기능도 보유한다. 그리고 유지보수 패널은 보호계통의 

모든 동작 상태 표시를 위한 인간기계연계 설비 기능 등을 보유한다. 

보호계통 내부 모듈과 연계되는 신호 내용은 바이스테이블 모듈로 운전우

회 요구신호가 전송되며 바이스테이블로부터는 각 변수별 트립정보와 운전

우회 상태를 전송 받는다. 그리고 동시논리 모듈로 채널우회 요구 신호가 

전송되고 동시논리 모듈로부터는 각 변수별 트립정보와 채널우회 상태를 전

송 받는다. 개시모듈들로부터는 개시 신호 상태를 전송 받는다. 

모든 디지털 모듈의 시험 신호를 전송하고 시험 결과를 전송 받는다. 보

호계통 기능의 일부로써 원자로의 출력운전 또는 정지시 보호계통을 주기적

으로 시험할 수 있는 기능과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험은 공정계측입력

으로부터 원자로정지까지의 트립 동작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점검할 수 있

는 범위이어야 한다. 계통 시험으로 인해 보호계통의 보호 기능 수행이 방

해받아서는 안 된다. 시험 기능과 추가 시험 관련설비는 안전등급 1E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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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호계통의 주기 시험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하며 보호계통 

작동기능 주기시험의 권고안과 일치되어야 한다[26,27]. 주기적인 시험은 

연속적인 자동 하드웨어 진단 시험과 주기적인 자동 기능 시험,  수동 기능 

시험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시험방법은 서로 보완 혹은 중첩을 통하여 보호

계통 전체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29].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호계통 내부의 하드웨어 구조는 그림 11에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다. 보호계통의 각 채널의 기능에 따라 각각의 프로세

서를 할당하여 하나의 프로세서 모듈에서 하나의 큰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채널은 서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므로 대표적인 A, B 채널만 그림에 표시하

다. 신호 흐름을 기준으로 볼 때 수평적으로 분산된 세그먼트 개념은 원

자로 입력 신호를 원자로 과도 현상에 따라 다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과도 현상에 연관되는 두 변수를 두 세그먼트 각각으로 분산 입력하여 하나

의 세그먼트에서 이상 상태 발생시에도 보호계통 전체 입장에서 트립 신호

를 발생시키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채널 내에

서 입력 변수의 기능적 다양화 방어 수단을 확보하는 설계이다. 그리고 하

나의 세그먼트는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채널과 마찬가지로 채널 

내부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각 기능 모듈들로 다른 세그먼트와 독립적으

로 구성된다. 각 세그먼트 내에서는 계측계통부터 원자로 정지 모듈까지의 

기능을 각각의 하드웨어 모듈로 할당하여 상호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각 기능별 처리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오류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 하나의 기능 모듈에서 정상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 기능에 할당된 모듈에서 이전 기능 모듈의 오류에 대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설계이다. 

보호계통은 계측, 제어, 경보 및 표시, 정보처리계통 그리고 제어실과 원

격제어반과 신호 연계를 가지며 계측제어 계통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으므

로 신호 연계는 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비안전등급으로 연결되는 경

우에 격리기와 같은 매체를 이용한 단방향 신호 전송이 명확하게 보증되어

야 한다.

라.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기능

보호계통 내부에 설계되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보호계통의 트

립 신호를 입력받아 관련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시키는 계통이다. 보호계통

과 동일하게 일체형원자로의 안전관련 공정 변수들이 예상운전조건과 과도

사고에 따라 정해진 제한값을 위반할 때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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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보호계통 개략 구조도 (A, B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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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관련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시켜 원자로 정지와 설계기준사고시에 

일체형원자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으로 공학적안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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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각 기기 제어를 위한 소프트제어기가 제어실에 장착되어 각 기기의 제

어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인허가에 관련된 설계 요건과 관

련계통과의 연계 요건은 보호계통과 동일하다. 따라서 기존의 설계에 적용

된 안전계통설계기준과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기능은 보호 기능의 일부로써 원자로를 정

지시키는 보호 동작의 개시와 동시에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보호계통에 의해 보호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원자로가 정지됨과 동시에 잔열제거계통,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계통, 원자

로안전보호용기 및 격납용기 격리계통을 작동시키도록 하여 원자로를 안전

하게 정지시키면서 설계기준사고시에도 일체형원자로 일차 냉각 계통의 과

압 방지 및 잔열제거 그리고 방사능 누출 최소화 등 일체형원자로의 안전성

을 확보한다.

마. 노심보호연산계통 기능

보호계통의 일부로써 노심내의 DNBR, LPD를 계산하여 트립 신호를 

생산하는 노심보호연산 기능이 있다. 현재 노심보호연산 기능은 계속 설계

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기능과 구조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 현재 진

행 중인 설계 내용을 기술한다. 노심보호연산계통은 예상 운전과도 시에 허

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자로 정지신호를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노심보호연산계통이 감시하는 DNBR, LPD

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운전 변수가 아니다. 따라서 노심보호연산계통은 

제어봉 위치 및 원자로 계통 운전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이들 운전 

정보를 이용하여 노심 DNBR, LPD를 계산하고 허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

(SAFDL)와 비교하게 된다.  

노심보호연산계통은 실시간 디지털 노심 보호 계통으로 각 채널별로 하나

씩 구성한다. 원자로 보호 계통 출력 신호가 0.1% 전출력 이하일 경우 노심

보호연산계통의 운전 정지기능이 우회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저출력 노물

리 시험을 위하여 노심보호연산계통의 우회 출력 설정치를 1%까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노심보호연산계통 기능의 우회는 각각의 보호계통 채널에

서 수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

어야 한다. 노심보호연산계통이 감시하는 허용 핵연료 안전 제한치인 최대 

LPD와 최소 DNBR를 계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심의 안전성에 향을 미

치는 측정 가능한 변수를 이용한다. 노심보호연산계통의 주요 측정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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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어봉집합체 위치, 노외중성자출력, MCP 회전속도, 냉각재 노심 입구, 

출구 온도 및 가압기 압력이다. 

노심보호연산계통의 주요 출력 신호는 Low DNBR 트립 및 High LPD 트립 

등 두 개의 노심보호연산계통 정지 신호가 보호 계통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원자로 출력 감발, DNBR 예비트립, LPD 예비트립 또는 제어봉 편차

가 발생하는 경우 제어봉 인출 금지 신호가 발생된다. 

 

표 2  트립 변수

트립 변수 설정치 운전모드 운전우회 설정치 종류

출력배가시간 15sec 노심기동운전 허용 고정

원자로출력

1.0% 노심기동운전 허용 고정

40%
일체형원자로가열운

전
허용 변화율제한

45% 출력운전(MCP저속) 허용 변화율제한

115% 출력운전(MCP고속) 변화율제한

40% 자연순환운전 허용 변화율제한

가압기고압력 17MPa 전 운전모드 고정

가압기저압력 12MPa 전 운전모드 허용
고정(수동리셋

)

SG입구고온도 335℃ 전 운전모드 고정

주증기고압력 4MPa 전 운전모드 고정

주증기저압력 2MPa 전 운전모드 고정

급수저유량 10% 전 운전모드 허용 변화율제한

MCP 저속

80%(2 MCP) 100% 출력운전 허용 고정

80%(2 MCP)  75% 출력운전 허용 고정

80%(1 MCP) 50% 출력운전 허용 고정

20%(2 MCP) 출력운전(MCP저속) 허용 고정

복수기고압력 0.1MPa 출력운전 고정

DNBR N/A 전 운전모드 허용 N/A

LPD N/A 전 운전모드 허용 N/A

5. 제어 및 다양성 보호계통

가. 제어계통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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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통의 설계에 관련된 요건 및 기준은 크게 인허가 기준을 만족

하면서 주어진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어계통의 자체적인 설계요건

과 제어기능 수행과 관련되는 관련계통과의 연계요건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제어계통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요건들은 제어계통의 인허가와 계통 설계에 

관련된 일반 요건, 제어계통의 기능에 관련된 기능요건, 필요한 기능 수행

을 위한 성능요건, 제어계통의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운전요건, 성능과 기

능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 및 보수요건 그리고 기존의 아날로

그 계통과는 달리 디지털 계통을 위해 새로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요건과 

디지털 하드웨어 요건으로 크게 나눌수 있으며 세부 요건을 다음과 같다.

(1) 일반 요건

제어계통은 일체형원자로의 관련 인허가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비안전 등급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제어계통은 일체형원자로에서 정의한 

모든 설계기준 사고시에도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비안전 계통이므로 

지진 사고시에 계통 기능 수행에 대한 요건은 없으나 비산물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제어계통 기기는 내진등급 II로 분류하여 설계한다[3]. 비산물에 대한 

검증은 시험이나 분석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설계 목표로써 디지털 제어계통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아날로그 기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은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다. 제어계

통은 최대한 다중성을 갖도록 설계하고, 또한 관련된 신호는 2 채널로 이중

화한다. 제어계통은 비안전 계통이므로 안전관련 및 보호기능의 수행에 물

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제어계통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산업체 기술을 적용하므로 산업체 표준

을 도입하여 설계한다. 제어계통은 계통 설계에서 요구되는 센서 입력단부

터 구동 입력단까지의 응답시간을 1초 이내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기능요건

제어계통은 운전원의 개입으로 제어되는 수동제어와 현재의 운전

상태에 따라 제어대상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자동제어로 수행된다. 제어계

통은 운전원의 조치없이도 일정시간 제어기능을 자동으로 개시하여야 하며, 

제어대상의 동작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어계통의 장비고장으로 인한 자동제

어기능 상실시는 소프트제어기를 통한 수동제어 능력이 제공되고, 수동 및 

자동제어의 공통되는 기기의 수는 최소로 유지한다. 제어계통은 일체형원자

로 제어개념에 따라 원자로 출력 0∼20%의 범위에서 운전원의 개입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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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된다. 

제어계통의 제어변수는 소프트제어기뿐만 아니라 정보처리계통에서 표시

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관련 계통과의 통신은 격리되어야 한다. 제어계통

은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살려 운전원과 연계는 인간공학적 기준과 특징을 

근거로 설계된다[18]. 

(3) 성능요건

제어계통에 의한 제어결과가 일체형원자로의 안전에 미치는 향

을 고려하여 사용기기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설계한다. 

제어계통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고(PRDBE)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원자로 출력상황, 과도상태 및 정지상태에서도 운전되어야 하며, 비안전계

통이므로 안전관련 및 보호기능의 수행에 물리적, 전기적으로 향을 주지 

않도록 R.G. 1.75[23]에 따라 이들 계통과 격리되어야 한다.

 제어계통은 고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신호입력부에서부터 신호처리 프로세

서와 출력부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곳은 다중화하여 설계하고 다중 설계되

는 각 기기는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한다. 제어계통은 제어기능이 요구되

는 운전조건에서 99% 이상의 가동률로 설계하며, 평균고장 수리시간은 단

순 모듈교체에 의한 수리로 구현되며, 보수요원 및 여유기기가 가용한 상태

일 때 1시간 이내로 한다. 

제어계통은 컴퓨터 기반의 디지틀기기로 구성되며, 계통기능을 수행하는 

주 프로세서는 이중화한다. 제어계통을 구성하는 각종 기기에서 고장이 발

생하더라도 가동률의 저하됨이 없이 제어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단일기기

의 고장이 제어계통 기능 수행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입력신호 상실

이나 제어계통의 기기고장은 운전원에게 알려져야 한다. 제어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안전에 향을 주지 않도록 제어계통을 설계한다. 따라서 안전

관련 계통으로부터 제어계통으로의 신호는 모두 전기적으로 격리된다. 또한 

기능기반의 구획화된 계통설계로 각 제어계통 간의 고장 향을 최소화하며, 

단일기기나 운전원 오류로 인한 계통고장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제어계통

은 설계시 요구되는 응답시간을 만족하도록 실시간처리되어야 한다. 제어계

통을 위한 소프트제어기나 스위치, 제어정보 표시 등은 MMI 설계로부터 제

공되며, 제어계통 설계자는 MMI 설계를 위한 입력을 제공한다. 각 제어계

통의 공정변수나 제어신호는 제어반에 표시되어 운전원이 인지하고 자동운

전 성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원에 의한 수동운전이 가능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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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 동작상태가 정상이라는 것과 운전모드가 수동/자동인 지를 운전원

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기로부터 수동 및 자동운전, 기동, 정지, 

우회, 해제 등의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계통의 운전상태가 운전원

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어계통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일체형원자로 수명기간 중 설계변경 

및 확장을 고려하여 40%의 여유와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계통의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를 모듈화 개념으로 설계하여 설계변경 및 확장시 광범위한 

재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어 계 통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가능한 표준화 기기를 사용한다.

(4) 운전요건 

제어계통은 non-Class 1E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무정전 전원공

급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어계통은 기기실의 온도와 습도 등과 같은 환경

조건에서 연속 운전 시에 성능 저하나 건전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어

계통 하드웨어가 설치되는 지역의 방사능, RFI, EMI와 같은 운전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시험 및 보수요건

제어계통의 운전성능, 교정, 고장수리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온

라인 자동 시험 능력을 가져야 하고 이상의 발생 시에 경보 기능을 통해 운

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시 자동적으로 우회기능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정 부품의 단일고장 검출 시에 자동적으로 백업 부품으로 전환이 가능

하도록 설계하여 단일고장 발생 시에 가능한 한 계통의 기능 수행이 향이 

없어야 한다.

계통의 시험, 교정, 부품의 교체가 편리하도록 설계하며 교체나 시험 등

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보수 시에 모듈의 교체가 요구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교체 가능한 모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모듈의 교

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소프트웨어요건

소프트웨어의 이상이나 고장으로 인해 제어계통의 기능 수행에 

향이 없도록 설계해야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디지털 시스템 개발절차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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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드웨어요건

제어계통의 기기는 원전 또는 유사 산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특성, 환경 및 동작조건에서 검증된 것을 이용

하고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원형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나. 연계요건

제어계통의 연계요건은 인간기계체계내의 타계통과의 신호연계요건

과 원자로 제어계통의 기계적, 전기적, 환경 요건등이 있으며, 신호연계 요

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설계요건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타계통과의 신

호연계는 다음과 같다. 제어계통은 계측계통, 보호계통, 정보처리계통, 경

보 및 지시계통과 신호연계를 가지며, 신호전송 및 수신은 기본적으로 비안

전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안전계통과의 통신은 안전계통에서 비안

전계통으로의 단방향통신만이 허용되며, 안전계통으로의 향이 없도록 한

다. 제어계통과 다른 계통이 통신하여야 하는 주요 연계계통은  계측계통과 

소프트제어기이며, 계측계통으로부터의 디지털 입력신호를 취득하고, 제어

계통을 구성하는 각 세부제어계통으로부터 소프트제어기로 제어상태를 전송

한다. 

다. 제어계통 기능

제어계통은 운전원의 조작명령을 받아 수동적으로 제어대상을 제어

하는 수동제어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된 설정치 또는 절차에 의해 자동적으

로 제어대상을 제어하는 자동제어로 구분된다. 수동제어 방식은 제어실의 

운전원이 소프트제어기(Soft-controller)에 표시된 제어대상을 조작하여 제

어명령을 내리면, 제어계통은 이 명령을 해석하여 제어대상을 제어하는 방

식이다. 자동제어 방식은 운전모드에 따라 제어량이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현재의 운전모드를 판단하여 프로그램된 제어량에 따라 제어대상을 제어하

는 방식이다. 제어계통은 자동제어 방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운전모

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모드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o 기동운전 

- 노심기동운전/가열운전/기동운전

o 출력운전

o 출력감발운전

- 냉각재 펌프 1대 고장운전/급수 펌프 1대 고장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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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지운전

일체형원자로 제어계통의 제어기능은 일체형원자로의 모든 운전모드를 지

원해야 하며 기능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o 일차제어기능

- 원자로출력 제어기능

-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기능

- 출력감발 제어기능

- 자동 기동/냉각기능

o 이차제어기능

- 급수 제어기능

- 우회증기 제어기능

- 터빈출력 제어기능

o 공정제어기능

- 충수계통 제어기능

- 잔열제거계통 제어기능

- 기기냉각계통 제어기능

- 정화 및 시료채취계통 제어기능 

- 기기제어기능

o 예비 보호(prescram) 제어기능

일체형원자로 일차제어계통은 계측계통으로부터 중성자속, 증기발생기 입

구온도, MCP 속도, 가압기압력, 수위, 온도, 각 그룹별 제어봉 위치 및 그

룹내 편차, 급수 유량등의 입력을 받아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원자로 출

력과 제어봉 구동장치를 제어하며 일차와 이차계통의 주요 기기 고장발생에 

따른 출력감발 제어를 수행한다. 일체형원자로 이차제어계통은 원자로 출력

에 관계된 급수량과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를 이용하여 전력 및 담수

를 생산하며, 부하의 변화에 맞춰서 급수량 및 증기량을 조절한다. 이와 같

이 일차와 이차계통제어를 하기 위하여 기기 구동에 필요한 제어신호를 기

기제어 계통에 전송하며 기기제어 계통은 밸브, 모터등의 제어대상을 제어

하게 된다. 운전원은 제어실의 소프트제어기를 통하여 제어대상과 제어상태

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수동으로 제어명령을 내리게 된다. 일체형원자로 

제어계통의 구성도는 그림 12와 같다.

제어계통내의 세부계통간 정보교환은 통신망을 이용하며, 계측계통 및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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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체형원자로 제어계통 구성도

Sensors                                                         Actuators

Output Modules

Primary Control System
- R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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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Control System 

계통으로부터의 정보 또한 통신망을 경유하여 입력된다. 기기 제어계통에서 

밸브, 모터등의 기기에 대한 연결은 하드와이어(hardwire)를 사용한다.

(1) 일차제어계통 

일체형원자로의 일차제어계통은 원자로 출력제어계통, 제어봉 구

동장치 제어계통, 출력감발제어계통으로 구분하며, 계통기능은 다음과 같

다.

(가) 원자로 출력제어계통

계측계통과 타 계통으로부터 중성자속,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MCP 속도, 가압기 압력, 수위, 온도, 각 그룹별 제어봉 위치 및 그룹내 편

차등을 입력신호로 하여 이차계통 측 부하변동에 대하여 증기압과 냉각재 

온도를 규정치내에 유지하면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급수량 및 제어봉 구동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원자로 출력제어논리는 운전모

드를 고려하여 급수유량에 따른 원자로 출력과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의 관계

식으로 프로그램된다.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와 원자

로 출력을 기준값으로 유지하도록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으로 제어봉 인

출 및 삽입 요구신호와 제어봉 인출 및 삽입 속도(rate) 신호를 제공한다. 



- 71 -

또한 발생된 신호는 제어실 운전원에게 운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준위 계

통으로 통신망을 경유하여 다음의 신호를 제공한다.

‣제어봉 인출/삽입속도 및 Hold 상태

‣제어봉 자동이동 억제신호 정보(AMI)

‣노심 평균온도 및 기준온도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노심기동운전, 가열운전, 기동운전, 출력운전, 출력

감발운전, 정지운전조건에서 타 제어계통과 함께 원자로 온도 및 출력의 제

어가 가능해야 한다. 운전모드별 원자로 출력제어는 다음과 같다.

o 노심기동운전 : 노심기동운전이란 운전 시작시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에

서 임계상태(0.1%정격출력)로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노심기동 운전

역에서의 중성자속으로부터 계산된 출력증배시간과 기 설정치간의 불일치

신호에 의해 수행된다[46]. 중성자속에 의한 출력으로부터 계산된 출력증배

계수를 약 40초로 제어하며 출력이 0.1%가 되면 출력을 안정시킨 후, 노심

기동운전 완료신호를 제어실로 보낸다. 이때 급수제어계통은 급수유량을 5%

로 자동제어하며, 기동급수펌프는 일정한 속도로 구동하여 급수펌프가 구동

할 때까지 필요한 급수를 공급한다. 해수펌프 또한 저속구동한다.

o 가열운전 : 가열운전은 원자로를 저온정지온도로부터 5%의 출력온도까

지 가열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원자로 출력이 0.1%에 도달한 후 제어실의 

가열운전 시작명령이 제어계통에 제공되면 제어계통은  다음과 같은 가열운

전을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 급수유량을 5%로 유지한다.

- 터빈 봉계통 및 복수기 공기 배출기(air ejector)로 증기공급을 제

어하며, 증기압력 및 온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SCD(startup cooling 

device)차단밸브를 잠근다.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를 5% 출력온도까지 증가시키

기 위해 제어봉 제어신호를 발생하고, 온도증가율을 40 C/h로 제어하며 약 

298 C에서 안정시킨다. 이때 급수제어계통은 급수유량을 자동제어하며, 기

동급수펌프는 일정한 속도로 구동하여 급수펌프가 구동할 때까지 필요한 급

수를 공급한다. 해수펌프 또한 저속 구동한다.

o 기동운전 : 기동운전은 터빈을 가동할 때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운전과

정이다. 제어실의 운전원에 의해 기동운전 시작명령이 제어계통에 제공되면 

다음과 같은 기동운전을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 급수유량을 20%까지 올린다.

- 터빈과 발전기를 동기화(synchronization)시킨 후 이 사실을 운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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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한다.

- 터빈 기동 오일 펌프를 기동한다.

정격출력을 5%에서 20%로 증가하라는 제어실의 명령에 따라 제어계통은 급

수유량을 정격급수유량의 5%에서 20%가 될 때까지 증가시킨다. 다음조건이 

만족되면 증기공급계통기동이 왼료되며 이 사실을 제어실에 제공한다.

-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급수유량은 정격급수유량의 20%가 되어야 한

다.

-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증기압력은 정격 증기압력인 3.2MPa가 되어야 

한다.

- 노심변수들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o 출력운전 : 원자로 출력이 20%이상에서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봉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o 정지운전 : 정지 또는 냉각운전은 연료 재장전등을 위한 정상정지운전

과 플랜트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비상정지운전으로 구분된다. 정상정지

운전은 정격출력시 급수 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출력을 감소시켜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정상 정지운전시 원자로 냉각운전은 기동운전의 역순으로 수행

되며, 냉각률은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급수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비상정지시 운전원은 비상 정지후에 비상정지명령을 내린 원인을 제

거함으로써 원자로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으며, 비상정지 발생시 운전절차

는 비상운전 절차서에 따라 수행된다. 보호계통의 안전관련 변수가 설정된 

제한치를 넘어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할 경우는 제어봉 구동장치의 구동전

원을 차단함으로써 제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가 정지되도록 한다. 이때 출

력제어계통으로부터의 신호는 무시된다.

(나)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으로부터 제어

봉 인출/삽입요구 신호와 인출/삽입 속도(rate)를 입력신호로 받아 제어봉 

구동장치를 움직이는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노심에 있는 제어봉 집합체를 상

하로 움직인다. 제어봉 구동장치는 그림 14와 같이 원자로 출력제어계통과 

연계하여 제어되며 제어논리는 다음과 같다[45].

o 일차계통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를 급수 유량에 따른 함수로 표시하여 계

측된 출력에 대하여 기준온도로 설정한다.

o 일차계통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를 계측하여 그림 13의 기준온도 프로그

램과 비교한다. 비교된 결과 온도차가 일정 허용범위 ±3 C를 초과하면 제

어봉 구동장치 제어신호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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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준온도 프로그램

o 비교된 결과 온도차가 0 C가 되면 제어봉 구동장치의 작동을 멈춘다.

o 출력운전모드에서 제어봉 이동은 원자로 출력대비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이에 따라 제어봉 구동장치를 자동제어한다.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75% 출력이상으로 운전중에 주냉각재 펌프 1

대가 정지된 출력감발운전에서는 제어봉 구동장치를 조절하여 원자로 출력

이 75%가 될 때까지 제어봉 구동장치를 자동 삽입시킨다. 75% 출력이상으로 

운전중에 급수 펌프 1대가 정지된 출력감발운전에서는 제어봉 구동장치를 

조절하여 원자로 출력이 75%가 될 때까지 제어봉 구동장치를 자동 삽입시킨

다. 제어봉구동장치제어는 49개의 제어봉 구동장치를 개별제어 및 그룹제어

를 한다. 제어봉 이동(motion) 제어모드(control mode)는 다음과 같다. 

o 운전원이 소프트제어기를 통하여 제어모드를 선정할 수 있다.

o 제어봉 이동 운전 중 요구신호가 해제되면 진행중인 스텝까지 이동하고 

멈춘다.

o Manual Mode를 제외하고는 Group 단위로 삽입/인출된다. 

o Manual Mode에서 개별 제어봉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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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출력제어계통 simplified block diagram(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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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은 자동제어시에는 운전모드별 제어논리에 따라 구동되며, 제어실

의 소프트제어기로 수동제어가 가능하다. 제어봉의 제어모드는 다음과 같

다.

o Auto Sequential(AS) Mode

o Manual Sequential(MS) Mode

o Manual Group(MG) Mode

o Manual Individual(MI) Mode

o Standby Mode

o Special Startup Test Capabilities (특수한 기동시험)

타 계통 및 제어계통 내부로부터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으로 입력되는 

제어봉 이동 연동신호는 다음과 같다.

o ULS(Upper Limit Switch) 신호

o LLS(Lower Limit Switch) 신호

o QIS(Quick Insertion System) ULS 신호

o QIS(Quick Insertion System) LLS 신호

o AWP (Automatic Withdrawal Prohibit) 신호

o AMI (Automatic Motion Inhibit)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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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WP (CEA Withdrawal Prohibit) 신호

o CMI (RPC CEA Motion Inhibit) 신호

제어봉 구동을 위한 관련정보 및 제어봉 스위치를 제공하는 제어봉 제어 운

전원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제어기 설계에서 담당한다. 세세한 정보는 정보처

리계통에서 제공하고,  소프트제어기에서는 기본적인 제어 운전원 인터페이

스만 제공할 예정임.

(다) 출력감발 제어계통  

출력감발 제어계통은 냉각재 펌프나 급수 펌프 고장등과 같은 

주요 기기 손상시에 제어봉을 급속히 삽입하여 원자로 출력을 안정하게 유

지하는 계통이다. 출력감발 제어계통은 자동으로 작동하며, 다음과 같은 기

본적인 기능을 갖는다.

o 원자로 출력감발 제어계통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받아 원자로 출력을 

20%∼75사이에서 안정하게 유지시킨다.

o 원자로 출력감발계통이 자동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운전원에게 알려주

며, 필요시 운전원이 수동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

입력변수로는 운전모드, 급수 유량, 1대의 주냉각재 펌프 고장신호, 1대

의 급수펌프 고장신호이며, 원자로 출력 75%이상의 출력 운전중 4대의 주냉

각재 펌프가 고속으로 운전 중 1대가 정지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원자로에

서 발생하는 최대 열출력을 제한하고 급수량을 신속하게 75%까지 감속시킨

다. 원자로 출력 75%이상의 출력 운전 중 급수펌프 1대가 정지한 경우, 안

전을 위하여 원자로 출력을 75%까지 감소시킨다.

(2) 이차제어계통

일체형원자로 이차제어계통은 급수제어계통, 주증기 압력제어를 

포함한 증기우회제어계통, 터빈출력제어계통의 일부를 포함한다. 일체형원

자로 이차제어계통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급수제어계통

급수제어계통은 운전모드에 따라 급수제어 밸브와 급수펌프를 

조절하여 원자로 출력을 조절한다. 기동운전과 냉각운전시 설정 급수 유량

은 운전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다. 출력운전시 급수 유량은 운전원이 

설정한 설정치를 쫓아가도록 제어된다. 급수제어계통은 이 설정치와 정해진 

변화율(정상시, 출력급감발시)을 이용해 기준급수유량을 생산하며 이 값과 

측정된 유량값을 입력신호로 하여 비례적분기를 거친 뒤 급수제어밸브 구동

기에 제어신호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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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급수제어계통으로 모든 증기발생기의 급수를 제어하며, 자동기동

후 원자로 출력 20∼100%의 출력운전은 부하변동에 연동하여 제어된다. 급

수제어에 관계된 급수유량, 급수제어밸브, 기동급수펌프, 급수펌프의 상태

는 제어실의 소프트제어기에서 확인하며, 수동제어도 가능하다. 자동/수동 

제어모드 전환시 bumpless 전환된다.

(나) 증기우회 제어계통

원자로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터빈출력을 감소시킬 경우, 

주증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증기우회 유량은 자동적으로 증가한

다. 증기우회 제어계통은 부하변동이나 비상시에 증기우회밸브의 개방을 위

한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출력 운전중 터빈 정지시에는 원자로의 정지없이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출력 운전 중 급수 펌프 1대 운전정지에서도 

원자로의 정지없이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증기우회 제어계통은 증기우회 

유량제어를 통해 주증기 압력을 제어하며 계측된 주증기 후단압력과 압력설

정치를 입력신호로 하여 비례적분기를 거친 뒤 증기우회제어밸브 구동기에 

제어신호를 보낸다. 증기우회계통은 제어실의 소프트제어기를 통하여 필요시 

수동운전이 가능하며 자동, 수동 제어 전환시 bumpless 전환된다.

(다) 터빈출력제어계통

터빈은 원자로 출력이 20% 이상이 되면 항상 전기를 생산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터빈은 항상 정속으로 회전하며 회전수 변동 허용범

위는 ±5%이다. 터빈축에 터빈발전기 회전속도 조절 및 주증기 압력 조절용 

유압펌프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터빈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

하면 터빈발전기 속도 및 주증기 압력은 피동적으로 조절된다. 터빈 발전기 

자체 제어는 터빈 발전기 공급자의 업무이며, 터빈출력제어계통은 다만 터

빈 발전기제어에 필요한 일부 계통 신호를 제공하고, 제어계통 연계신호를 

제공받는다.

(3) 공정제어계통

일체형원자로 공정제어계통은 충수 제어계통, 잔열제거 제어계통, 

기기냉각수 제어계통과 각 모터 및 밸브제어를 위한 기기 제어계통으로 구

분한다.

(가)  충수 제어계통

충수계통의 제어는 원자로 내 냉각재 및 가스상실시 체적유지를 

위한 것으로 운전원 입력에 의해 작동한다. 작동은 관련 밸브를 먼저 개방

하고 충수펌프를 기동한다. 수위가 회복되면 운전원의 입력을 받아 정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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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 충수탱크 수위제어

운전원 입력에 의해 충수펌프 입구측이 내부차폐탱크(internal biological 

shielding tank)로 연결되도록 충수탱크와 연결된 밸브를 닫고 내부차폐탱

크로 연결된 밸브를 개방한다.

o가압기 수위제어

냉각재 계통 충수운전은 원자로 내 냉각재 상실시 체적유지를 위해 작동한

다. 작동은 관련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충수펌프를 기동하고, 원자로 가압

기 수위가 회복되면 운전원의 입력을 받아 정지한다.

o가스실린더 압력제어

기동 전 가압기 가스실린더의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수계통내의 

가스충전탱크 수위 및 압력을 제어한다.

(나)  잔열제거 제어계통

잔열제거계통 보상탱크의 수위와 압력을 제어하며 잔열제거용 

펌프의 작동을 제어한다.

(다)  기기냉각수 제어계통

다음의 기기로 일정유량의 냉각수를 공급하여 유량을 제어한다.

o 49개의 제어봉 구동장치

o 4대의 주냉각재 펌프

o 내부차폐탱크

o 가압기 냉각기

(라)  정화 및 시료채취 제어계통

일차계통의 시료 채취 및 정화기능을 수행한다. 

(3) 기기 제어계통

(가) 주냉각재 펌프제어

주냉각재 펌프는 소프트제어기의 입력신호에 의해 기동되며 4대

의 주 냉각재 펌프가 운전원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된다. 주 냉각재 

펌프는 주파수제어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정지, 저속, 고속의 3 단계

로 제어된다. 주 냉각재 펌프가 저속 또는 고속운전중 설정치의 80%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 펌프보호를 위하여 자동정지 신호를 발생한다. 

75% 이상의 출력운전 중 고속구동중인 주 냉각재 펌프 고장시 정지신호를 

출력감발 제어계통으로 전송하여 출력 감발을 발생한다.

(나) 해수펌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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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운전시 및 주 냉각재 펌프가 저속 운전중일 때 해수펌프는 

저속 운전된다. 터빈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주 냉각재  펌프가 고

속운전일 때 해수펌프는 고속 운전된다. 정지상태에서부터 고속운전으로의 

직접적인 변경은 금지된다.

(다) 기동급수펌프 제어

기동급수펌프는 기동운전중 일정한 속도로 운전된다. 운전원은 

기동용 급수펌프를 정지시키고 급수 펌프를 가동시킬 수 잇다. 제어실의 소

프트제어기에 의하여 기동, 정지상태를 확인하며, 수동기동 및 정지가 가능

하다.

(라) 급수펌프 제어

급수펌프는 출력운전중 일정한 속도로 운전되고 운전중인 펌프 

정지시 대기중인 급수펌프는 자동기동한다. 급수펌프 한 대 고장시 출력감

발계통에 의해 급수유량 및 터빈 출력이 빠르게 감소된다. 제어실의 소프트

제어기에 의하여 급수펌프의 상태 및 급수유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동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다.

(마) 복수펌프 제어

복수펌프는 운전중 일정한 속도로 운전되며, 자기보호 기능외에 

복수기 수위가 저-저 수위에 도달하거나 입구압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작동

이 정지된다.

(바) 복수재순환 유량제어

출력운전중 급수유량의 급격한 변화는 복수기 수위 변화, 기기

냉각수 유량변화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복수 재순환 유로

가 설계된다. 복수펌프 후단압력이 입력변수로서 사용된다.

(사) 과열저감기 분무수 유량제어

우회증기의 과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급수펌프 후단으로부터 

과열저감기로 분무수가 주입된다. 분무수의 유량은 과열저감기 후단 증기의 

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우회증기 유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아) 기동용 냉각기 분무수 유량제어

가열운전 초기에는 증기발생기로부터 과냉각 물 또는 이상유동

의 형태로 방출되나 후기에는 과열상태가 증기가 생성되며, 이 때 기동용 

냉각기 후단 과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급수펌프 후단으로부터 기동용 냉각

기로 분무수가 주입된다. 분무수의 유량은 기동용 냉각기 후단 증기의 건도

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증기유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자) 기동용 냉각기 증기유량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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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 냉각기는 기동 운전 중 증기발생기로부터 방출되는 이차

계통 냉각재를 복수기로 직접 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증기우회 유량제어

기가 작동하지 않는 운전범위에서 작동하며 증기유량제어를 위한 별도의 조

절밸브를 포함하지 않는다. 증기발생기로부터 주증기 배관으로 충분히 과열

된 과열증기가 공급되면 자동제어계통은 증기압 조절계통의 작동을 개시하

여 주증기를 과열저감기로 보내고, 기동용 냉각기의 작동을 정지시킨다.

 

(4) 예비보호(pre-scram) 제어계통

예비보호 제어계통은 원자로 정지를 위한 설정치에 도달하기 전에 

운전원이 이상 상태를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보호 기능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상 운전 범위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여 원자로 정지 신호 발

생에 인한 원자로 이용률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예비 보호 신호 발

생시, 제어봉이 신호가 없어질 때까지 초당 2mm로 삽입된다. 예비 보호 신

호는 신호를 발생한 다음과 같은 변수가 정상 값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사

라진다. 

o 출력증배 계수

o 원자로 열출력

o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o 일차계통 압력

o 주냉각재 펌프 회전 속도

라. 다양성 보호계통(Diverse Protection System)

ATWS(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으로부터의 위험을 피하

기 위한 요구사항으로서 다양성 보호계통이 사용되며, 이는 보호계통의 일

종인 원자로 트립이 되지 않는 예상운전 사건 발생시에 다양성 보호계통의 

보호동작이 일어난다[32]. 이 계통은 별도의 방법으로써 원자로를 트립시키

고 공학적 안전설비를 작동시켜서 발전소의 안전을 도모한다. 특히 다양성 

보호계통은 가압기 고-고 압력에 작동되도록 하여, ATWS 발생시 원자로 냉

각재 압력 경계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게 되어 있다. 다양성 보호계통이 요

구되는 동작은 다음과 같다.

o 보호계통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은 ATWS시에 원자로 보호기

능을 수행해야 한다. 즉 다양성 보호계통의 설계기준사건(DBE)은 ATWS 사건

이다.

o MG set에서 제공되는 제어봉 구동 전원을 보호계통과 다른 방법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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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함으로써 원자로 정지 기능을 수행한다.

o 잔열제거계통의 동작을 위해 격리밸브를 닫을 수 있다.

o 원자로 정지 기능 수행시에 터빈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터빈정지 

신호는 제어봉 구동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만 발생시켜 터빈의 정지로 인한 

플랜트의 안전성및 성능저하를 방지한다.

o 가압기 고-고 압력(추후결정)에 의해 원자로 정지기능을 수행한다.

o 원자로 정지 설정치는 보호계통의 기능이 우선한 다음에 보호기능의 동

작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보호기능 수행이 시작되도록 설정한다.

o 제어실의 소프트제어기에 의한 수동정지가 가능하다.

o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면 잔열제거계통이 동작하도록 급수관과 증기관의 

격리밸브를 닫아 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잔열제거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o 격리밸브의 구동신호는 보호계통에 의한 격리밸브 구동신호와 독립하여 

보호계통에 의한 격리밸브 구동신호에 향이 없도록 하고 보호계통의 격리

신호가 다양성 보호 계통의 격리신호에 우선한다.

o 다양성 보호계통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건 발생시에 터빈도 정지

시켜 터빈의 손상을 방지한다.

o 터빈정지신호는 제어봉 구동전원 감시를 통한 전원 차단신호를 발생시

켜 제어봉 구동전원이 확실히 차단된 경우에만 터빈을 정지시키도록 하여 

불필요한 터빈정지로 인해 플랜트의 안전성이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6. 계측계통

가. 설계요건 및 기준 

일체형원자로 계측계통은 핵계측과 공정계측 그리고 특정감시계통으

로 분류된다.  핵계측은 핵연료로부터 생성되는 중성자속을 감지하여 원자

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등급신호의 생성, 출력운전 범위에서의 제어등급 

신호를 생성하고 선원 역신호를 주제어실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

정계측은 공정계통의 열수력 현상을 감지한 후 신호처리를 통해 상위의 기

능계통인 제어, 보호 및 감시계통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측

신호를 제공한다.  

일체형원자로 MMIS의 상위 개발목표인 MMIS 디지털화에 따라 계측계통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다. 계측을 위한 신호처리는 센서로부터의 아나로그 

출력을 전처리한 후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를 통하여 측정신호를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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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계통이나 계통내의 처리모듈에 전송하는 멀티플

렉싱 방법이다.   

디지털화된 계측계통은 기존 원자로의 아나로그 계측계통과 비교할 때 기

능요건의 추가 및 성능요건의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사용에 따른 디지털 기능과 신호의 다중처리로 인한 신호의 할당 

및 구획화 등은 새로 대두된 요건 중의 하나이다.

(1) 기능요건

핵계측은 원자로 보호를 위해 원자로 출력과 관련된 안전등급신호

를 생성하여 보호계통에 전달하고, 원자로 운전 및 제어를 위해 제어등급신

호를 생성하여 제어계통에 전달하며, 감시신호를 생성하여 경보 및 지시계

통과 정보처리계통에 전달한다. 공정계측은 온도, 압력, 유량, 수위, 전류, 

위치, 속도, 방사선 등의 일체형원자로 공정변수를 계측하여 제어, 보호 및 

감시계통에 제공한다. 상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계측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o 감지기능(센서/트랜스미터) : 일체형원자로의 공정상태 또는 기기상태

를 적합한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한다.

o 아나로그 신호조정기능(신호조정회로) : 아나로그 신호조정기능은 센서

/트랜스미터에 의해 측정된 신호를 이를 이용하는 처리기가 인식하기 쉽게 

조정하는 기능이다. 신호조정기능에는 신호변환, 증폭, 선형화, 격리 등이 

있다.

o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능(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 :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는 디지털화된 MMIS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아

나로그/디지털 변환에 따른 성능요건이 특별히 중요시되어야 한다. 

o 신호처리기능(신호처리 프로세서) : 계측계통의 주 프로세서에 의해 수

행되는 기능으로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에 의해 이산화된 신호를 이용, 디

지털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주요 수행기능은 처리 주기내의 공정대표치 추

출, 신호 및 장비 건전성 확인이며,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 교정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o 데이터 전송기능(통신망 카드 및 통신연계장치) : 각종 신호의 대표치 

및 자가진단 등의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를 타계통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

행함으로써 원자로 보호, 일체형원자로 제어 및 감시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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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요건

계측계통은 안전등급과 비안전등급으로 나뉘며 안전등급 계측계통

은 보호채널의 안전성 관련요건과 신뢰도 요건을 준수한다. 디지털화된 계

측계통의 특징적인 성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o 결정론적 데이터 처리 : 디지털화의 특징인 데이터의 이산성, 소프트웨

어 구동 등으로 인한 응답시간지연요소와 불확실도 요소를 없애기 위해 결

정론적인 데이터 처리가 필수이다. 결정론적인 데이터 처리 및 전송요건을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경성 실시간 시스템이어야 한다.

- 데이터 처리과정이 명확해야 하고 오류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 검증이 힘든 상업용 실시간 운 체계의 사용보다는 개발자에 의해 구

성된 소규모의 소프트웨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o 데이터 전송 

- 통신망은 프로세서간의 신호를 왜곡되거나 누락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여유와 결정론적인 전송구조를 가져야 한다.

- 계측계통을 통하여 처리 및 전송된 데이터의 전송지연시간이 여타계통

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o 심층방호 및 다양성 

- 공통모드고장 등 디지털계통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다중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신호의 동시상실 방지를 위해 신

호의 구획화를 이루어야 한다. 

o 온라인 시험 및 교정

-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온라인 자가진단 기능을 가져야 하며, 계측기의 

소프트웨어적 교정 등 자동교정기능을 가능한 한 도입해야 한다.

나. 계통설명

(1) 핵계측계통

(가) 핵계측 기능

o 노외 핵계측

노외 핵계측은 핵연료로부터 생성되는 중성자속을 감지하여 원자로를 보

호하기 위한 안전등급신호의 생성, 전 운전 역에서 제어등급 신호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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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원 역신호를 주제어실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노외 핵계측은 

선원 역에서부터 150% 출력까지의 범위에 대한 중성자속 자료를 생성하여 

보호계통에 전달한다. 보호 역의 중성자속 측정은 독립된 네 개의 채널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호채널에 사용되는 중성자속은 10
-8 % ~ 150 % 출력까지

의 광역출력신호와 원자로 출력운전 역인 0% - 150%의 협역 출력신호의 두

가지 종류이다. 핵계측은 또한 원자로 전 운전범위에 대한 중성자속 자료를 

안전등급의 격리기를 통해 제어계통에 전달한다. 제어 역의 중성자속의 측

정은 두 채널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용 원자로의 경우 제어용 신호는 협역

역신호만 측정하는 데 반해 일체형원자로 제어채널에 사용되는 중성자속

은 보호채널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이며, 그 측정 역 또한 동일하다. 

핵계측은 모든 준위의 중성자속을 측정 처리하여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시계통에 안전등급의 격리기를 통해 전달하여 운전원에게 그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감시용 신호는 두 채널에 의해 이루어진다. 

o 노내 핵계측

노내 핵계측은 SCOMS (SMART Core Operating Monitoring System)에 중성자

속 입력을 제공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연소도 및 노심의 열적여유도 평가, 

노심 출력분포 계산, 노외 핵계측기의 교정 등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핵계측 구조

o 노외 핵계측

노외 핵계측의 주요 기기는 검출기 집합체, 전치증폭기/고전압발생기 및 격

리기, 아나로그 신호조정기, 아나로그 신호입력카드, 신호처리프로세서 및 

통신장치 등으로 구성된다(그림 15 참조). 보호채널의 검출기 집합체는 수

직방향으로 설치된 세 개의 동일한 분열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중앙의 

검출기는 보호용 광역신호를 생산하고 축 방향의 모든 검출기(3 개)는 보호

채널의 협역신호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제어채널의 검출기 집합체는 제어

로직에서 요구하는 중속자속 측정범위가 광역이므로 광역 측정이 가능한 분

열함으로 구성하 다.  출력운전 역에는 협역신호를 그 외의 원자로 운전

모드에서는 광역신호를 생산하여 제공한다. 기동채널의 검출기 집합체는 기

존의 BF3 계수기에 비해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고 측정 역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열함을 선택하 다. 전치증폭기/고전압 발생 및 격리기는 자체 생산

한 고전압을 세 개의 분열함에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중앙의 분열함으로부

터 출력되는 펄스신호를 전자신호처리회로에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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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신호를 증폭하고 알맞은 형태의 펄스모양으로 개조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A, B 

( )

I

( )

(IVMS)

( )
;

_A/B

A/D Count A/D 

(A, B)

( )
;

C, D 

( ) ( )
;

_C/D

A/D Count A/D 

(C, D)

( )
;

I

A, B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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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MS)

( )
;

_A/B

A/D Count A/D 

(A, B)

( )
;

C, D 

( ) ( )
;

_C/D

A/D Count A/D 

(C, D)

( )
;

I

그림 15   노외 핵계측채널(보호채널)(*)

(*) : 상기 구성도는 센서공유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임.  센서공유가 최종 

확정되 는 경우 상기 구성도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

지 안전등급의 격리기를 통해 제어계통에 제어용 신호를 전달하는 것

만 추가 

아나로그 신호조정기는 펄스판별기, 증폭기 여파기 등으로 구성된다. 펄

스판별기는 전치증폭기로부터 출력된 각종 신호에 대해 일정 준위

(Threshold; 판별 문턱값)를 넘는 펄스신호에 대해서만 계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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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증폭기는 A/D 변환기의 입력값 준위로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사용된

다.  여파기는 물리적 의미를 갖는 교류신호의 처리를 위해 대역통과 필터

를 사용하며, 이 외에 불필요한 잡음제거를 위해 저역 통과필터를 사용한

다. 아나로그 입력카드는 평균제곱전압(MSV) 역신호 (AC 모드) 및 출력

역신호 (DC 모드)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장비이다.  아울러 펄스계수장비는 

전치증폭기함의 펄스판별기로부터 출력되는 구형 펄스를 계수하여 디지털 

값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비이다. 신호처리프로세서는 입력카드로부터 입력

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고 이를 타 계통에 전송하기 위한 통신카드를 제어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카드는 통신연계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치를 통해 연계계통에 각각 중성자속 관련 생산 신

호를 전달한다. 

o 노내 핵계측

노내 핵계측의 주요 기기는 검출기 집합체, 아날로그 신호조정기, 아나로그 

신호입력카드, 신호처리프로세서 및 통신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6 

참조). 검출기 집합체는 자체 전원공급이 가능한 로디움 검출기를 사용한

다. 로디움 검출기는 축방향출력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개가 수직방향으

로 설치되며, 백그라운드 잡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백그라운드 검출기 역시 

설치된다.  검출기로부터 발생 가능한 고전압의 향을 없애기 위한 고전압

격리기, 검출기로부터 발생된 미소 전류를 증폭 및 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전류-전압 변환기, 백그라운드 잡음 감소를 위한 백그라운드 신호선, 고주

파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저역 통과 여파기 등 아나로그 신호조정회로가 

설치된다. 디지털 장비로는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 신호처리 프로세서, 

통신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2) 공정계측계통

(가) 공정계측 기능

공정계측은 일체형원자로 공정계통의 열수력 현상과 기기의 상

태에 따른 온도, 압력, 유량, 수위, 속도, 위치변수 등을 감지한 후 신호처

리를 통해 상위 계통인 제어, 보호 및 감시계통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측신호를 제공한다. 안전급 공정계측은 보호용, 안전제어용 안전

감시용(사고 후 감시) 등 안전등급의 신호를 측정하여 디지털화한 후 보호

계통 등의 안전등급 계통에 전달한다. 보호용 신호는 독립적인 네 채널로 

이루어지며, 사고 후 감시채널은 독립적인 2 채널로 이루어진다. 안전급 공

정계측은 제어실 준위 계통인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시계통에는 안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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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격리기를 사용하여 감시신호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안전채널과 비안

전 채널의 센서가 상호 공유할 경우 적절한 격리장치를 통해 제어계통에도 

신호를 전달한다.

o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o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o 주냉각재 펌프(MCP) 속도 

비안전급 공정계측은 비안전 제어용, 비안전 감시용 신호를 측정하여 디지

털화한 후 비안전계통인 제어계통, 정보처리계통, 경보 및 지시계통에 전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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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노내 핵계측채널

(나) 공정계측 구조

그림 17은 전형적인 안전등급의 공정계측채널 기기를 나타낸다. 

계측기의 특성에 따라 그림에 나타난 기기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센서/트랜스미터는 일체형원자로의 공정상태를 감지하는 기능

으로서 관련 센서를 통해 해당 변수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아나로그 

신호조정기는 센서/트랜스미터로부터 획득한 원시신호를 신호 또는 입력장

치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기능으로는 아

날로그 량의 증폭, 미적분 등의 연산기능, 전류/전압변환, 전압/전류변환, 

전압/주파수변환 등의 변환기능, 비선형 출력신호에 대한 선형화 기능, 그

리고 잡음처리 및 차폐기능이 포함된다.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는 센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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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호조정기로부터의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디지털 장비인 마이크로프로세

서, 제어장치, 또는 디스플레이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날

로그/디지털 변환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신호처리프로세서는 아날로그/디지

털 변환이 수행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정 한 데이

터를 상위계통에 전달한다. 신호처리 프로세서의 기능은 디지털 신호여파 

및 대표치 추출, 자가진단, 데이터 수집 및 정렬, 실시간 데이터처리지원 

및 신호전송지원기능을 수행한다. 통신카드 및 통신연계장치는 계측계통 프

로세서에 의해 생성된 계측신호를 타 계통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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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안전등급 공정계측채널(Typical)

다. 계측계통 연계요건

(1) 핵계측 연계 

핵계측계통은 기계 및 노심분야와 계측기 관련 연계를 갖고, BOP

와는 물리적, 전기적 연계를, MMIS 타 계통과는 신호연계를 주로 갖는다. 

그림 18은 핵계측기능의 전형적인 연계구조이다.

(가) 물리적 연계요건

핵계측계통의 주 처리모듈은 안전등급 여부에 따라 안전등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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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계통 캐비넷과 비안전등급 계측계통 캐비넷에 각각 위치한다. 이들 캐비

넷은 공정계측 처리기도 포함되므로 핵 및 공정계측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캐비넷이다. 캐비넷은 현재 표준크기(19")로 설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계측

계통 캐비넷 수를 산정한 결과 약 12 개의 캐비넷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향후 캐비넷 또는 기기의 직접화 등에 따라 변경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상세 설계시에 반 할 예정이다. 캐비넷과의 연계는 MMIS 전 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라 현장신호 취득 라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속의 통신선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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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핵계측기능 연계구조도 (Typical)

(나) 신호연계요건

신호연계요건은 MMIS 내 타계통과의 연계신호를 정의한다. 핵계

측계통은 신호는 모든 MMIS 계통과 연계를 가지므로 이를 정의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 다. 모든 연계 매체는 통신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량, 부하량 계산 등 통신망 연계요건 작성시 이용된다.  핵

계측계통 관련 일체형원자로 신호를 분석한 결과 안전등급의 아나로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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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약 20개, 디지털 타입 신호는 20 개 정도로 예상되며, 비안전 등급 

신호는 아나로그 약 160개, 디지털 약 20 개 정도로 분석되었다.  

(다) 환경요건

계측계통은 현장, 전기기기실에 관련 기기가 위치함으로 이에 

따르는 환경요건을 기술한다. 현재 전기기기실의 환경은 기존 원자로의 기

기실 환경요건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방사선량 등에 대해서는 아

직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기기 들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도 사고상황(Accident Condition)시의 환경변수가 설계 

진행 중이므로 추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 공정계측 연계 

공정계측계통은 유체, 주기기, 기계 및 노심분야와 계측기 관련 

연계를 갖고, BOP와는 물리적, 전기적 연계를, MMIS 타 계통과는 신호연계

를 주로 갖는다. 

(가) 물리적 연계요건

핵계측계통과 공정계측계통은 등급별로 캐비넷을 공유하므로 공

정계측의 물리적 연계요건은 핵계측계통 연계요건에서 기술된 요건과 동일

하다. 

(나) 신호연계요건

공정계측계통은 신호는 모든 MMIS 계통과 연계를 가지므로 이를 

정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모든 연계 매체는 통신망에 의해 이루어지

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량, 부하량 계산 등 통신망 연계요건 작성

시 이용된다.  공정계측계통 관련 일체형원자로 신호를 분석한 결과 안전등

급의 아나로그 타입 신호는 약 300개, 디지털 타입 신호는 100 개 정도로 

분석되었다. 

라. 센서 공유 타당성 검토

(1) 현안 

센서감축 개념은 일체형원자로의 상위개념중의 하나이다.  이는 

일체형으로 인한 센서 설치공간의 제약성과 플랜트의 단순화목표에 기인한

다고 할 수 있다. 센서감축은 정보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MMIS 

측면에서는 센서감축으로 인한 기능의 삭제는 없으며, 단지 공정계통과 연

계되는 계측루프의 기기 감축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센서감축은 센서공유

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센서공유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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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2) 전제조건 

센서공유의 전제는 하나 또는 한 종류의 센서로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계측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능은 보호기능, 제어

기능, 감시기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측정루프의 공유로 각각의 기능을 수

행하는 데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기능수

행으로 타 기능에 향을 주는지가 분석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플랜트 전

체 차원에서 심층방호 및 다양성 분석결과에 나쁜 향을 주어서는 안 된

다. 

(3) 검토결과

현재 예상하고 있는 센서공유 변수는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와 출구

온도, 주냉각재펌프 속도, 그리고 핵계측기 등이다.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는 

일체형원자로의 원자로 트립변수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제어로직에 사용된

다.  증기발생기 출구온도는 직접적인 원자로 트립변수는 아니지만 노심보

호연산(SCOPS)의 입력변수로서 SCOPS에서 생산하는 트립변수인 DNBR, LPD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이다. 주냉각재펌프속도 및 노외핵계측변수도 원자로 

트립변수이며 제어기능에도 동시에 사용된다.  그림 19는 전형적인 센서공

유채널의 구성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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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센서공유채널의 개념적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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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능측면 검토

성능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증기발생기 입출구 온도의 경우 기존 

플랜트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안전등급의 RTD는 제어계통에서 요구하는 성

능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냉각재 펌프의 속도의 경우 아직까

지 센서의 정확한 사양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노

외 핵계측의 경우 측정 역 관점에서는 분열함을 사용하여 선원 역에서 

200% 까지의 원자로 출력을 모두 측정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 민

간도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안전 및 비안전채널 공유를 위한 성능요소 검토

Pulse Mode 

Sensitivity

DC Mode 

Sensitivity

Gamma

Sensitivity
비고

WL-24025

(safety ch.)
0.65 cps/nv

1.7 x 10
-13
 

A/nv

1.0 x 10
-10
 A 

dc/r/hr

Reuter 

Stokes

Fission 

chamber

3.5 x 10
-3
 

cps/nv

5.1 x 10
-16
 

A/nv

3.0 x 10
-12
 A 

dc/r/hr

CFUE32 10
-3
 cps/nv

1.0 x 10
-16
 

A/nv

1.0 x 10
-12
 

A/r/hr

WL-24023

(control 

ch.)

N/A
3.3 x 10

-13
 

A/nv

1.0 x 10
-10
 A 

dc/r/hr

WL-24024

(startup 

ch.)

10 cps/nv N/A N/A

채널공유를 위해 검토할 일차적인 성능요소는 측정 민감도이다.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과 Photonis 사의 CFUE32 핵분열함을 이용 기동, 안

전, 제어채널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경수로에 사용한 

핵분열함, 비보상전리함, 그리고 BF3 계수기의 측정 민감도와 최소한 동일

한 수준이어야 한다. 먼저 제어채널의 측정민감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비보

상전리함인 WL-24023은 직류모드 민감도가 3.3 x 10
-13
 A/nv 로 나타난 반면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은 5.1 x 10
-16 A/nv으로 나타나 동일한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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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환경에서는 기존 검출기 보다 측정민감도가 나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

체형 원자로의 경우 기존보다 약 1,000 배 가량의 높은 중성자 누설률을 가

지므로 출력운전 역에서는 기존의 비보상 전리함보다 측정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Photonis 사의 핵분열함은 측정 민감도가 1.0 x 10
-13 

A/nv 이므로 설사 중성자속의 세기가 1,000 배 높다 하여도 기존의 비보상

전리함보다 측정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동채널의 측정 민감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WL-24024 BF3 계수기는 10 

cps/nv 인 반면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은 3.5 x 10
-3
 cps/nv, 

Photonis 사의 핵분열함은 1.0 x 10
-3
 cps/nv 로 나타나 동일한 중성자속 환

경에서는 기존 검출기 보다 측정민감도가 나쁘게 나타난다. 이를 기존보다 

1,000 배 높은 중성자 누설률환경에 적용하면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

은 기존보다 측정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Photonis 사의 핵분열함은 기존

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상기 결과로부터 채널공유를 위한 성능요소인 측정민감도는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을 이용하면 기존의 기동채널 검출기와 제어채널 검출

기의 그것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에 Photonis 사의 핵분열함은 선형출력을 가지는 제어채널에서 기

존보다 측정민감도가 낮게 나타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형출력의 민감

도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안전요소 검토 

검출기 공유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안전요소는 비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검출기 및 신호처리장비로 인해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장해야하는 점과 심층방호개념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비안전 기능을 위한 기기로 인한 안전급 기기의 향은 적절한 안전등급의 

격리장치를 사용하여 막을 수 있다. 즉 검출기로부터 신호처리장비까지 모

두 안전등급으로 설계하여 관련 신호를 처리한 후 이를 보호기능 수행을 위

해서는 격리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송하며, 비안전 등급인 제어 및 감시계

통에는 격리장치를 통해 전송하는 개념이다. 

MMIS 심층방호 측면에서는 각각 독립된 심층방호벽인 제어기능과 보호기

능이 동일한 검출기를 사용함으로써 동시에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 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보호기능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보호계통의 

다양성 수단인 다양성 보호계통이 검출기의 출력신호인 노심출력을 사용하

지 않으므로 이를 위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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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정감시계통 

가. 개요

일체형원자로 특정감시계통은 계측계통의 공정계측기와 건전성 감시

를 위한 특수계측기로부터 신호 값을 입력받아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한 결

과를 운전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특정감시계통은 부적절노심냉각상태

와 일차측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금속파편, 음향 누설, 원자로내부진동을 

감시한다. 일체형원자로의 특정감시계통은 크게 안전특정감시계통인 부적절

노심냉각감시계통과 비안전특정감시계통인 음향누설감시계통, 금속파편감시

계통 및 원자로내부진동감시계통으로 구성된다.

나. 기능

(1) 부적절노심냉각상태감시 변수 생성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ICCMS : Inadequate Core Cooling 

Monitoring System)은 원자로심 및 일차측의 온도, 압력, 수위를 지속적으

로 감시하면서 원자로 용기내의 냉각재 수위, 핵연료 출구온도, 과냉각여유

도의 부적절한 노심냉각상태에 대한 정보를 사고후감시지시 표시와 정보처

리계통에 제공한다. 또한 부적절노심냉각상태로의 접근시 경보 정보를 경보 

및 표시계통에 제공함으로서 일체형원자로의 설계기준사고와 가상사고 시에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심 용융 사고로의 진행

을 사전에 막는 안전계통이다[48]. 부적절노심냉각상태는 원자로냉각재가 

70% 이상 상실될 때 발생하므로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의 설계기준사고는 

냉각재 상실사고 및  냉각재 상실사고 유형의 사고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와 운전원이 표시기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하지 않는 사고로 제한한다. 

(가) 과냉각 여유도 계산 

 과냉각 여유도는 일차측의 상태가 과냉각 역을 벗어나기까지

의 여유도를 말하며 압력-온도 곡선으로부터 계산한다. 과냉각 여유도 계산

을 위해 원자로 냉각재 온도, 가압기 압력, 노심 출구온도, 원자로 압력용

기 냉각재 수위 신호를 계측계통으로부터 안전통신망을 통해 입력받으며 가

압기 압력에 해당하는 계산된 포화온도와 실제온도와의 차이로부터 과냉각/

과열 여유도를 계산한다.   

(나) 노심출구온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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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출구온도는 노내계측관(ICI)에 설치된 열전대 신호를 계측

계통으로부터 안전 통신망을 통해 입력받아 처리하여 노심 출구온도의 대표 

값을 계산한다. 이 온도 값은  노심 출구온도 측정의 유효성을 유추하는데 

사용된다. 노심 출구온도 모듈은 노심의 축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 열전대 

신호를 입력받아 노심 출구온도를 계산한다. 대표 노심 출구온도 감시의 주

목적은 노심이 노출된 이후에 핵연료 피복재 온도 추이를 감시하는 것이다. 

부적절노심감시계통은 각 노심 출력 열전대 신호를 입력받아 평균값 및 표

준편차를 구하여 대표 노심 출구온도, 최고온도, 노심 사분원의 최고온도 

및 노심 사분원의 다음으로 높은 온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노심 출구온도의 

고정허용범위를 계산하고 노심 출구온도의 suspect 시험을 수행한다[49]. 

(다) 원자로 용기수위 계산

 열접합 열전대(heated junction thermocouple)를 사용하여 원

자로 용기 내의 수위를 계산한다. 열접합 열전대는 2개의 열전대가 서로의 

유기전압이 상호 상쇄되도록 극성이 반대로 설치되어 있다. 열전대가 냉각

수에 잠겨 있는 경우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유기전압이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원자로 용기의 수위를 계산한다. 

(2) 음향누설감시 정보생성

누설이 감지되어야 할 곳이나 누설이 예상되는 곳에 직접 또는 근

처에 음향방출 감지기를 설치하고 유체의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탄성파를 

측정 및 분석하여 운전원에게 제공함으로서 유체의 누설을 판단한다. 가압

기 안전밸브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밸브의 유로 및 밸브 디스크가 움직

일 때 밸브 내부에서 방출하는 음파 정보를 분석하여 위치표시 정보를 사고

후감시지시 표시기 및 정보처리계통에 제공한다. 또한 유체의 누설 및 가압

기 안전밸브 위치의 경보 설정치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여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 신호를 경보 및 표시계통에 제공한다.  

음향누설감시계통(ALMS : Acoustic Leakage Monitoring System)은 가압기

안전밸브 개폐상태와 압력경계의 냉각재 누설여부를 감시하여 이상상태 발

생 시 경보를 생산하고, 음향누설 위치 등을 진단한다[52,53]. 이를 위하여 

고유 탄성파의 특성 및 누설 시 발생하는  음향방출 신호의 특성을 파악하

여 감시 참조정보를 생성한 후, 여러 음향방출 발생원에서 발생된 신호들을 

측정 처리하여 측정 처리된 변수와 참조정보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함으로

써 누설 여부를 판단한다.   



- 95 -

(3) 금속파편감시 정보생성

금속파편감시계통(LPMS : 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은 금속

파편이 비교적 정체하기 쉬운 역의 외부 표면에 금속파편감지기를 부착하

여 기기 내부표면에 금속파편이 부딪힐 때 내부 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충격

파를 감지기로 감시하는 계통이다. 이 계통은 미리 설정한 문턱 값 또는 경

보 설정치를 초과하는 충격파 준위 발생 시 경보계통에 정보를 제공한다. 

운전 중의 신호 이력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충격위치 및 

금속파편의 특성과 같은 진단정보를 계산한다.  

(4) 원자로내부진동감시 정보생성

원자로내부진동감시계통(IVMS : Internal Vibration Monitoring 

System)은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진동을 감시하여 이상 진동 발생 시 경보를 

제공한다. 원자로용기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나사로 조여지거나 서로 맞물

려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구조물들은 높은 압력으로 빠르게 흐르는 냉각재 

유동으로 인해 진동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진동현상을 이용하여 원자로내부

이상상태를 감시하고 진단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다. 설계요건

(1) 계통 등급

일체형원자로 특정감시계통의 각 하부계통의 등급은 아래와 같다. 

계통명 안전등급 전기등급 내진등급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 SC-3 Class 1E Category I

음향누설

감시계통

가압기안전밸브감시 NNS Non-1E Category II

원자로냉각계통 압력경계

부분 냉각재누설감시
NNS Non-1E Category II

금속파편감시계통 NNS Non-1E Category II

원자로내부진동감시계통 NNS Non-1E Category II

(2) 가용성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의 평균고장발생시간 3년과 평균고장수리

시간 40시간 만족함으로써 99%의 이용율을 유지한다. 

(3) 다중성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은 신호처리와 표시기의 다중안전채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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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의 채널별로 입력단을 격

리하여야 하고 또한 RG 1.75 요건[23]에 따라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하여 

설계한다. 음향누설감시계통과 노내핵계측 신호처리계통은 높은 가용도를 

가지도록 설계하지만, 다중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은 RG 

1.133[54]에 따라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금속파편감시용 계측

기로 특정 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원자로내부진동감시계통은 다

중성요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지만 두 개의 원자로내부진동감시를 위한 채널

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소프트웨어 건전성

      특정감시계통의 소프트웨어 품질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

정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개발방법을 정립하여 품질보증, 확인 및 검증, 

형상관리 등을 수행해야한다. 

(5) 내환경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은 자연현상의 향과 정상 및 가상된 사

고조건에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 도, 전자파, 접지, 전원 등 내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50,51]. 음향누설감시계통의 가압기 안

전밸브에 설치된 누설감시용 채널들은 모든 과도상태에도 동작할 수 있도록 

환경요건 및 내진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55]. 음향누설감시계통, 

금속파편감시계통, 원자로내부진동감시계통의 기기는 정상운전환경에서 운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6) 인간기계연계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은 정상운전, 과도 및 사고시 최소한 16개

의 노심출구 열전대로 각 노심 사분면당 4개의 사용 가능한 열전대가 선택

적인 요구 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원자로 용기수위, 포화여유

도의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에 대한 연속적인 지시 및 기록, 경보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음향누설감시계통은 가압기 안전밸브 위치지시

와 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경계부분의 냉각재 누설에 대한 지시, 감시 및 경

보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은 금속파편에 대한 

감시 및 경보정보를 제공하고 금속파편이 아닌 다른 전기적, 물리적, 기계

적 잡음에 의한 거짓 경보를 유발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원자로내부진동감시계통은 내부진동특성변화에 따른 감시 및 경보정보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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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라. 운전요건

(1) 위치

일체형원자로 특정감시는 공정계측 및 핵계측과 같은 준위로 설계

하므로 안전계통으로 설계하는 부적절노심냉각감시관련 유니트는 전기기기

실에 있는 안전 계측계통 캐비넷에 위치하고, 비안전계통으로 설계하는 건

전성 경보유니트, 건전성 분석컴퓨터 및 관련 기기들은 전기기기실의 비안

전 계측계통 캐비넷에 위치해야 한다.  

(2) 전원

부적절노심냉각감시 유니트 안전채널은 각 채널별로 120Vrms±

10%, 60Hz±3%의 비접지 전원이 공급되고, 전원 상실시 축전지에 의한 백업

이 가능한 바이탈 버스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건전성 경보 유니트 

및 건전성 분석컴퓨터는 이중화된 비안전등급의 단상 120Vac, 60Hz±3%의 

비접지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전원 성실시 축전기에 의한 전원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47].  

(3) 환경

일체형원자로 EMI 검증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접지, 차폐 및 격리

요건을 반 해야 한다. 각 기기는 기기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실 환경의 습

도, 압력 및 방사선 환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장비의 보관 및 취급은 

ASME NQA-2, Subpart 2.2의 B를 따라야 한다[16].

(4) 운전 및 시험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의 계측 채널은 RG 1.118 요건[5]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능을 시험하고 교정을 수행해야 한다. 음향누설감시계통은 누

설감시기능의 지속적인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IEEE 603[30]에 따라 시

험 및 교정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가압기안전밸브감시채널은 RG 1.118 

Rev. 2에 따라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은 RG 1.133[54] 요

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능시험 및 교정을 수행해야 한다. 원자로내부진동

감시계통은 베이스라인 값을 정립하기 위하여 운전 전과 기동시험 동안 베

이스라인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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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원자로 특정감시계통의 구조는 그림 20과 같다. 부적절노심냉

각감시유니트는 안전채널 두 개로 구성하며, 각 채널은 전기적,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프로세서, 입출력, 통신, 인간기계연계 장비로 구성하여 원자로심 

및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와 압력 및 수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원

자로 용기내의 냉각수 수위, 핵연료 출구온도, 과냉각여유도의 부적절한 노

심냉각상태에 대한 지시, 경보, 기록정보를 제공한다.  

건전성 경보유니트는 가압기안전밸브상태감시, 냉각재누설감시, 금속파편

감시, 원자로내부진동감시 등 각 채널별 신호 값을 입력받아 실효값을 계산

하여 미리 설정된 값과 비교를 통해 가압기안전밸브상태, 냉각재 누설, 충

격신호, 원자로내부진동을 탐지한다. 또한 경보 설정치를 초과하는 이상상

태을 판별하여 경보정보를 제공하며 특정감시의 건전성 상태에 대한 진단정

보를 건전성 분석 컴퓨터에 요청한다. 

건전성 분석컴퓨터는 건전성 경보유니트로부터 각 감시채널의 이상신호 

및 사건정보를 입력받아 진단 알고리즘에 따른 분석 및 처리를 수행한다. 

세부수행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20  일체형원자로 특정감시계통 구조도

PSV 

ALM 

LPM 

IVM  

Other.

/OS /OS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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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재 누설 정보생산 : 냉각재 누설율에 대한 정보, 계측기 위치에서

의 누설위치 거리, 결함발생위치와 특성에 관한 진단정보를 신호분석을 통

해 제공한다. 

- 금속파편감시 진단 정보 생산 : 경보유니트에서 탐지한 충격신호가 금  

속파편에 의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설정된 설정치와 판별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다. 만약 거짓경보로 판명되면 경보 금지신호를 경보유

니트에 보내고, 금속파편으로 판명되면 추가적인 경보 신호검증, 신호분석, 

진단알고리즘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여 충격율, 금속파편감지기 시간지연, 

충격의 상대적인 크기, 시간이력, 출력 스펙트럴 도, 충격응답과 주파수 

특성 등의 진단정보를 제공한다.

- 내부원자로진동진단정보 생산 : 원자로잡음신호 분석을 통해 원자로 

내부구조물 운동변화를 감시하고, 운동변화의 원인을 진단하여 정보를 제공

한다.  

8. 자료통신계통

가. 설계요건[56]

(1) 기능

자료통신계통은 MMIS의 모든 준위간, 채널간, 계통간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전송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계통 그룹내부의 자료전송을 

위한 구조, 통신규약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2) 안전등급

안전계통을 위한 자료통신계통의 안전등급은 안전등급-3, Class 

1E 및 내진범주 I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다중성과 분리 및 격리

안전계통의 데이터 전송에 이용되는 자료통신계통은 안전계통에서 

요구하는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다중 채널을 위한 자료통신계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4) 단일고장 및 신뢰도

단일부품 또는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이 계통 전체의 고장

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계통을 위한 자료통신계통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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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안전관련 계통에서 요구하는 신뢰도 요건을 만족해

야 하며, 신뢰도에 따른 MTBF는 5년 이상, 전송 비트에러는 10-10 이하이어

야 한다. 또한,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초래되는 심각한 향을 밝히기 위한 

고장모드 향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5) 보안

자료통신계통은 장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및 시스템 운전에 대

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구조와, 전송 데이터의 

보안과 통신망의 메시지 인증을 위한 전송보안 설계를 갖추도록 설계해야 

한다.

(6) 전송구조

안전관련 자료통신계통의 구조는 결정론적이어야 한다. 비결정론

적 특성이 나타나는 에러복구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정의해야 하며 비결정

론적인 동작으로 인한 기능의 향을 분석하고 심층방어 또는 다양성으로 

보상됨을 증명해야 한다. 안전관련 계통을 위한 자료통신계통은 사건기준 

보다는 상태기준의 구조로 설계 함으로서 계통의 기능 수행이 예측 가능해

야 하며, 자료통신을 위한 계통간의 매체 접근 방법이 제어 가능한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7) 확인 및 검증

안전계통을 위한 자료통신은 위해도 분석 및 평가에 의하여 위험

요소 및 고장 진행한계를 명시해야 하며, 통신 프로토콜이 설계 기능을 수

행하고 상태전환 손실, 상태의 모호성, 교착상태, 활성상태, 규정되지 않은 

송수신 등의 위험성이 존재치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8) 전송용량, 확장성

각 계통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최대부하 조건에서 설계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최대부하 조건은 

가장 많은 송수신량을 초래하는 경우를 근거로 해야 한다. 전송용량 분석시 

확장성, 프로토콜 스택에 의한 오버헤드, 최악의 전송주기, 고장모드별 초

과 전송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확장성은 각 하부망에 대하여 

적어도 25%의 확장용량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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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송지연

데이터 전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 계통에서 요구하는 제한 시간

내에 전송되어야 한다. 전송주기는 계속적이며 일정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

의 고장으로 인하여 시간 불일치나 메시지 과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보수, 유지, 시험

보수 및 유지가 용이해야 하고 배선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장비의 접속성 및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교체가 용이 하도

록 설계해야 하며, 고유기능인 데이터 전송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고장검출, 격리 및 복원 기능을 최대한 갖추어야 한다. 각 모듈에 대

한 기능 검증시험과 품질등급에 따른 환경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며, 자료통

신계통의 정상적인 운전성 확인시험을 위한 자체 시험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나. 기능

자료통신계통은 일체형원자로 MMIS 모든 계통간 데이터전송 기능과 

연계기능 및 이를 위한 제반 통합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전송 기능은 계통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제반 규약을 제공하며, 연계기능은 안

전등급 계통과 비 안전등급 계통과의 데이터 통신시 전송 프레임 구조, 동

기화 방법, 오류검사 방법 등의 통신규약의 차이와 전송매체, 매체 접속방

법 등의 물리적/전기적인 차이를 프로토콜 변환 및 물리적 변환 등을 통하

여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기능이다[57]. 또한, 자료통신계통은 

각 계통에서 요구하는 전송주기, 전송지연시간, 전송로의 분리 및 격리 등

의 요건을 통합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와 수단 등을 제공

하는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등급 통신망

안전등급 통신망은 안전계측 계통과 보호계통을 포함하며 각각은 

4개의 채널망으로 구성된다. 안전등급 통신망의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o 계측기로부터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필드망을 통하여 보호 및 각 비 안

전계통에 제공

o 계측 및 보호 채널내 계통간의 데이터 교환 수단 제공

o 계측 및 보호 채널간 데이터 교환 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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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계통 관련 준위 및 비안전 계통 관련 준위간에 요구되는 데이터 교

환 수단 제공

(2) 비 안전등급 통신망

비 안전등급 통신망은 비 안전계측 계통과 제어계통, 경보 및 지

시계통 및 정보처리계통을 포함한다. 비 안전등급 통신망의 세부 기능은 다

음과 같다.

(가) 비안전계측망

비안전계측망은 각 계측 자료처리기 및 특정감시 처리기간의 내

부통신 및 다른 계통망간의 외부통신 수단을 제공한다.

(나) 제어망

제어망은 일차계통제어망, 일차계통 공정제어망, 이차계통제어

망, 이차계통 공정제어망의 4개의 하부망과 제어연계망으로 구성된다. 4개

의 하부망은 일차계통제어, 이차계통제어 등 각각의 제어기능에 요구되는 

내부 모듈간 자료통신 수단으로 이용되며 제어연계망은 이들 4개의 하부망

간 및 다른 계통과의 자료통신 수단을 제공한다.

(다) 경보 및 지시망

경보 및 지시망은 주처리기와 표시기간의 내부통신 및 다른 계

통과의 외부통신수단을 제공한다.

(라) 정보처리망

정보처리망은 정보처리 주처리기와 표시기간의 내부통신 및 다

른 계통과의 외부통신 수단을 제공한다.   

다. 기기 및 신호연계

일체형원자로 MMIS의 전체적인 자료통신 연계는 그림 21과 같다. 자

료통신 구조는 안전등급 통신망과 비안전등급 통신망으로 크게 분류되며 각

각에 대한 연계요건과 전체적인 신호연계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등급 통신망 연계요건

(가) 전송주기

안전망간의 모든 자료 전송주기는 25 msec로 한다.

(나) 전송 프레임

안전망간의 자료전송을 위한 전송 프레임은 일정한 길이와 형태

를 갖도록 한다. 전송 프레임에는 동기정보, CRC, 송신 및 수신 주소 (또는 

포트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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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MIS 자료통신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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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송매체

자료전송을 위한 매체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광케이블을 이

용한다.

(라) 전송링크

안전망간의 전송링크는 물리적으로 일대일 링크를 사용한다.

(마) 전송 채널할당

안전망간의 전송 채널할당은 시간분할에 의한 고정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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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망구조

안전망의 토폴로지는 성형으로 한다.

(사) 전송 분리 및 격리

안전망 채널간 자료전송은 독립성을 위하여 송수신 경로가 분리

된 단방향 링크를 이용하며, 각각의 링크 연계장치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격리된 구조를 갖는다.

(2) 비 안전등급 통신망 연계요건

비안전망간의 모든 자료 전송주기는 500 msec이내 이며 상태 감시

용 데이터와 기기 제어용 데이터는 경로를 분리한다 그 외의 연계요건은 선

정되는 상용망의 적용에 따르며 안전등급 통신망과의 연계요건은 다음과 같

다.

(가) 전송주기

안전망으로부터 비안전망으로의 자료 전송주기는 비안전망의 전

송요구에 따른다. 안전망의 결정론성을 위하여 안전망의 송신주기가 25 

msec일 경우에는 망간 전송연계장치 또는 수신측 비안전망에서 수신 데이터

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수용한다.

(나) 전송 프레임

안전망에서 송신하는 전송 프레임은 전송연계 장치에서 비안전

망의 수신 프레임 구조에 맞도록 변환한다. 변환작업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처리에는 동기정보의 해석 및 변환, 송수신 노드의 해석 및 변환, 오류검

사, 데이터 길이/형태의 변환, 전송 제어정보의 해석 및 변환 등이 포함된

다.     

(다) 전송매체

안전망과 비안전망간의 전송연계를 위한 경로에 이용되는 매체

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광케이블을 이용한다.

(라) 전송링크

안전망과 전송연계장치간의 전송링크는 물리적으로 일대일 링크

를 사용하며, 연계장치와 비안전망간의 전송링크는 비안전망의 방식에 따른

다.

(마) 전송 채널할당

안전망과 전송연계장치간의 전송 채널할당은 시간분할에 의한 

고정할당 방식이며, 전송연계장치와 비안전망간의 전송 채널할당은 비안전

망의 전송 채널할당 부여 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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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송구조

안전망과 전송연계장치간은 성형 구조에 따르며 전송연계장치와 

비안전망간의 연계구조는 비안전망의 구조에 따른다.

(사) 전송 분리 및 격리

안전망으로부터 비안전망으로의 자료전송은 단방향 링크를 이용

하며, 비안전망으로부터 안전망으로의 전송은 Hand-shaking을 비롯한 어떠

한 정보도 요구되지 않도록 설계 한다. 비안전망으로부터의 물리적, 전기적

인 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송연계 장치는 적절한 물리적 분리 구조와 

격리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3) 연계신호

(가) 안전망간 연계신호

o 안전계측망 to 보호망

- 안전계측 채널A망 to 보호 채널A망 : 143 (값정보 101, 상태정보 42)

- 안전계측 채널B망 to 보호 채널B망 : 143 (값정보 101, 상태정보 42)

- 안전계측 채널C망 to 보호 채널C망 : 66 (값정보 66)

- 안전계측 채널D망 to 보호 채널D망 : 66 (값정보 66)

(나) 안전망과 비안전망간 연계신호

o 안전계측망 to 제어연계망

- 채널 A : 6   (값정보)

- 채널 B : 6   (값정보)

o 안전계측망 to 경보 및 지시망

- 채널 A : 86  (값정보 : 44, 상태정보 : 42)

- 채널 B : 77  (값정보 : 44, 상태정보 : 33)

- 채널 C : 42  (값정보 : 15, 상태정보 : 27)

- 채널 D : 42  (값정보 : 15, 상태정보 : 27)

o 안전계측망 to 정보처리망

- 채널 A : 134 (값정보 : 91, 상태정보 : 43)

- 채널 B : 125 (값정보 : 91, 상태정보 : 34)

- 채널 C : 56  (값정보 : 29, 상태정보 : 27)

- 채널 D : 55  (값정보 : 28, 상태정보 : 27)

o 보호망 to 제어연계망

- 채널 D : 1   (상태정보)

o 보호망 to 경보 및 지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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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A : 29  (상태정보)

- 채널 B : 29  (상태정보)

- 채널 C : 29  (상태정보)

- 채널 D : 29  (상태정보)

o 보호망 to 정보처리망

- 채널 A : 42  (값정보 : 13, 상태정보 : 29)

- 채널 B : 42  (값정보 : 13, 상태정보 : 29)

- 채널 C : 42  (값정보 : 13, 상태정보 : 29)

- 채널 D : 42  (값정보 : 13, 상태정보 : 29)

(다) 비안전망간 연계신호

o 비안전계측망 to 제어연계망

- 395 (값정보 : 49, 상태정보 : 346)

o 비안전계측망 to 경보 및 지시망 

- 243 (값정보 : 78, 상태정보 : 165)

o 비안전계측망 to 정보처리망 (*특정감시계통 신호 포함)

- 240 (값정보 : 77, 상태정보 : 163)

o 제어연계망 to 경보 및 지시망

- 33 (값정보 : 13, 상태정보 : 20)

o 제어연계망 to 정보처리망

- 35 (값정보 : 13, 상태정보 : 22)

o 정보처리망 to/from 경보 및 지시망

- TBD

라. 구조

(1) 안전등급 통신망

(가) 구성

안전등급 통신망의 구조는 그림 22와 같이 송수신 2단으로 분리

된 망 연계장치의 교환에 의한  8 X 8의 시분할 멀티플렉싱 통신방식이다. 

기본 구성은 통신노드 (NIC, Network Interface Card), 망 연계장치 및 광

케이블의 통신매체를 포함한다. 각 통신노드는 데이터 전송을 물리계층기능

과 데이터링크계층의 기능을 포함한다. 물리계층의 기능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송을 위한 코드변환 (인코딩), 동기정보 코딩, 전기신호의 광 변환 등이, 

데이터링크 계층의 기능으로 에러감지를 위한 CRC 코드생성, 주소부여 및 

프레임 구성을 수행한다. 송수신 포트는 분리되어 수신 데이터는 망 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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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안전등급 통신망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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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수신단의 출력 연계모듈로부터 수신하며, 송신 데이터는 망 연계장치 송

신단의 입력연계모듈로 전송한다.

망연계장치는 통신노드와 광케이블로 접속되며 통신노드간 경로설정을 위

한 교환기능을 수행한다. 망 연계장치는 제어모듈, 스위칭 모듈 및 노드접

속 모듈 및 메모리로 구성된다. 제어모듈은 망 연계장치의 전체적인 타이밍 

제어를 수행하는 모듈로서, 스위칭 모듈의 입출력 경로 스위칭 타이밍과 메

모리의 데이터 송수신 (Read/Write) 타이밍을 제어한다. 스위칭 모듈은 제

어모듈로부터의 타이밍 신호를 받아 각각 송수신 경로 스위칭을 수행한다. 

노드접속 모듈은 망 연계장치의 통신 노드로서, 각 시스템의 통신 노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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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메모리는 망 연계장치의 임시저장 장치로서, 송수

신 경로상의 데이터를 임시 저장한다.

(나) 프로토콜

안전등급 통신망은 Single Mode의 광케이블, 성형 (Star) 구조, 

NRZ + 4B/5B 인코딩 방식, 시분할에 의한 동기방식, 일대일의 연결지향의 

링크제어, 결정론적으로 산출된 버퍼크기를 할당함으로서 흐름제어 기능 배

제, 재전송을 배제한 CRC 에러검출 방식의 에러제어, 고정할당 방식의 전송

권한 제어 방식을 적용한다.

(2) 비 안전등급 통신망

비 안전등급 통신망의 세부구조는 각 계통의 특성에 따라 선정되는 

상용망의 구조에 따르며, 각각의 결정된 구조에 의하여 전송특성 분석을 수

행한다. 비 안전등급 통신망의 구조 결정시 공통적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기본정보를 포함한다.

o Preamble/Postamble : 프레임의 시작과 종료 동기로서 8-16 비트로 구

성

o Control : 통신모드 및 제어정보 제공

o Source Address/Destination Address : 송신노드와 목적노드 주소 정보

로서, 다음과 같이 16 비트로 구성

   012345679abcdef : 012:준위,  3456:계통,  789:채널,  abcdef: 프로세

서 ID

o Time : 각 프로세서의 전송 시작동기 정보를 포함

o Data : 전송 데이터를 포함 

o CRC : 전송에러감지를 위한 CRC-32 정보를 포함

제 2 절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 기본설계

1. 개요

일체형원자로 제어실은 정상 운전시 1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콤팩트

(compact)하게 컴퓨터기반 표시기술을 채택하 다. 이는 아날로그 기술기반

의 재래식 제어실에서와 같이 모든 정보가 병렬적으로만 접근 가능한 형태

가 아니라 핵심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가 계층 구조적인 표시화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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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운전원의 직무수행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재래식 제어실 운전원과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

다. 재래식 제어실 운전원은 모든 정보가 넓은 면적에 걸쳐서 널려 있으므

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직접 제어반 사이를 이동하면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에 비하여 일체형원자로 제어실 운전원은 착석한 상태에서 표시기에 설계

된 정보를 찾아 순항한다. 컴퓨터화면은 제한적인 표시 역을 가지고 있으

므로 대량의 정보를 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필연적으로 여

러 화면에 정보를 나누어 표시하고 이들 화면을 계층 구조적으로 구조화하

여 표시한다. 결국 일체형원자로 제어실 운전원은 재래식 제어실 운전원과

는 달리 정보처리계통, 경보 및 표시계통, 보호계통, 제어계통, 특정감시계

통 등의 계측제어계통이 처리하여 제공하는 운전상태 정보를 제어반에 장착

된 컴퓨터 화면으로부터 획득하게 된다. 

일체형원자로 운전원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기계연계를 통하여 감시 및 제

어를 위한 계측제어계통과 상호 작용하게 된다. 인간기계연계는 직접적인 

감시 및 제어 요구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설계내용이 사용자의 생리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과 잘 부합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신체적 직무 및 인지

적 직무 수행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신체적 및 인지적 작업부하를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제약조

건을 만족하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 기본설계로서 제어실 및 제어반, 대형화면, 소프트제어기에 

대한 설계요건, 연계요건, 기능 및 구조 개발을 수행하 다. 

2. 제어실 설계

가. 제어실의 기능

제어실은 운전원이 거주하면서 발전소의 궁극적인 운전목표를 달성

할 목적으로 현재상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목표상태를 결정하며 제어행위

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제어실은 주제어실과 원격제어실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어실이라 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제어실을 의미한다. 

화재 및 사보타지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주제어실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원은 즉시 원격제어실로 이동하여 원격제어반을 사용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이러한 제어실 회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

원은 제어실내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 또는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든 운전모드에서 뿐만 아니라 안전해석을 

통하여 밝혀진 어떠한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운전원은 제어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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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자원을 이용하여 발전소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58]. 제어실의 가용한 자원이란 운전원의 직무수행에 직접

적으로 필요한 정보표시기 및 제어기와 각종 절차서, 운전지원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이들 자원에 대한 설계내용은 운전원의 직무수행도의 질에 직접

적인 향을 미치며 결국 발전소 운전의 궁극적 목표인 안전성과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일체형원자로 제어실은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를 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 제어실을 구성하는 각종 제어반(주제어반, 

안전정지제어반, 감독자 감시반, 보조제어반 등)과 대형화면은 운전원의 발

전소 이해 모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직무수행방식에 적합

하게 제어기를 제공한다. 일체형원자로 계측제어계통에 의하여 처리된 발전

소의 모든 운전정보는 제어실의 제어반에 장착된 표시기와 대형화면을 통하

여 운전원에게 제공된다. 대형화면은 운전원이 발전소의 운전상황을 한 눈

에 파악할 수 있게 주제어반 후면에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하여 설치되며 주

요 안전기능의 상태, 운전모드, 주요 기기의 작동 상태, 공정 변수 및 추이 

곡선 등의 개괄적인 운전정보를 제공한다. 안전정지제어반에는 모든 안전등

급의 기기 및 계통을 기기 수준 및 계통수준에서 운전할 수 있는 안전등급

으로 설계된 소프트제어기와 수동조작 스위치가 설치되며, 사고후감시를 위

한 사고후감시표시기가 설치된다.  

주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은 일단의 운전원 및 관련 요원들이 상시 거주하

거나 수시 또는 일시 출입하면서 발전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

의 정의된 작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일체형원자로 제어실은 관련 

요원의 거주성을 보장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냉각수 누출사고 등과 같은 방

사능 누출사고 하에서도 일정기간 외부의 지원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또한 화재, 지진 및 사보타지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가용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설계된 일체형원자로 제어

실의 주요 기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일체형원자로 운전기능요건

운전원은 제어실에서 모든 운전모드 유지에 요구되는 적절한 제어 

및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이 제공하는 

기능과 제어반에 제공되는 인간기계연계를 사용하여 출력 제어기능, 공정 

제어기능, 기기 제어기능, 예비보호 제어기능, 다양성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재사고,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한 제어실 대피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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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운전조건 하에서도 일체형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으로 작동 개시되는 안전기능은 이에 관련된 기기 및 시

스템을 계통 수준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운전원이 개별 기기 수준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운

전원은 제어실에서 안전관련 감시, 노심운전 제한치 감시, 건전성 감시, 필

수기능 및 성공경로 감시, 디지털 감시계통 운전상태, 공정제어계통 운전상

태 등의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운전원은 제어실에서 보

조시스템(HVAC 시스템, 방화 시스템, 건전성 감시설비 등)을 감시 및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실은 비상운전을 포함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운전

에 필요한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실의 

정보표시는 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병렬적 접근이 가

능하여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운전모드에서 

주요한 운전변수는 공간적으로 지정된 위치에 지속적으로 표시한다.

(2) 원격정지 운전기능요건

화재, 방사능 오염 또는 사보타지 등으로 인하여 제어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제어실과 격리된 지역에서 일체형원

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 및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실의 가용성이 

장시간 복구되지 않을 경우 원자로를 저온정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

어야 한다. 

(3) 이상상태 경보기능요건

제어실은 기기의 고장, 기능상실 및 잘못된 조작 등에 의하여 발

전소의 정상운전에 이상상태가 발생한 때와 방사능 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

선량율이 설정치 이상으로 현저히 상승한 때에 이를 즉시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보를 발생시킬 때에는 이상상태의 본질과 조치의 우선순위를 알리

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치의 결과로 이상상태가 바로잡혔는지 

운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개괄적 이해 공유요건

발전소 운전과 직접 및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요원이 현재 운전

상태에 대한 공통의 개괄적인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정보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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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형화에는 발전소 주요 구성 기기의 운전상

태, 주요 열수력 필수안전변수 및 경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5) 통신요건

제어실은 제어실 운전원, 현장 운전원, 유지보수요원, 기술지원요

원 및 관련 요원 등이 상호간 의사소통이 필요할 경우 즉시 통신할 수 있도

록 통신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6) 환경요건

제어실은 운전원이 할당된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최적의 환경조건(온도, 습도, 소음, 조명, 조

도 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운전조 구성

한 운전교대조는 보통 제어실 운전원과 현장 운전원을 주축으로 구

성되며, 현장 운전원은 제어실 운전원의 요청을 받아 현장의 기기를 감시 

및 제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제어실 운전원은 

보수가 필요한 때에 관련 유지보수요원과 긴 한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긴급히 소내 및 소외 보고체계를 통하여 

현재상황을 알려야 한다. 그러므로 제어실은 제어실 운전원, 현장 운전원, 

유지보수 및 기능요원이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

신수단을 갖추고 소내 및 소외의 보고체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제어실의 상주인원 및 수시 상주인

원을 포함하는 운전조 구성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한 교대 근무조가 6명이 되

도록 설정하 다.        

- 감독운전원 1명 (상주)

- 원자로운전원 1명 (상주)

-보조운전원 2명 (수시상주)

-현장운전원 2명 (수시상주)

(1) 감독운전원(SRO)

감독운전원은 일체형원자로 제어실에 상주한다. 운전원을 감독하

며, 관련 운전요원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를 수행하여 모든 일체형원자로 운

전모드에서 일체형원자로 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전관련 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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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체형원자로 운전에 큰 향을 미치는 계통에 대한 조작 지시와 조작 

승인을 할 수 있고 조작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그밖에 사고 전후

의 경위와 조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각종 절차서에 의한 운전원의 업무 

수행 확인 및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원자로운전원(RO)

원자로운전원은 제어실에 상주한다. 원자로운전원은 원자로 운전

을 전담한다. 또한 정상운전시 터빈발전기와 이차계통 운전을 담당한다. 감

독운전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원자로 운전과 관련한 제어반의 기기를 조

작하거나 표시기를 감시한다. 일체형원자로의 이상상태를 감시하고, 이상상

태 발생시 감독운전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3) 보조운전원

보조운전원은 제어실에 수시 출입한다. 정상운전시에는 주제어

역 밖에 위치하며 각종 행정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비상운전시 터빈/발전기 

및 전기계통의 운전을 담당하고 각종 과도상태 해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원

자로운전원이 정확하게 발전소의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협조업

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관련 조치에 대하여 감독운전원을 보조한다.

(4) 현장운전원

현장운전원은 원자로운전원의 요청을 받아 현장운전을 담당하고 1

차 보수업무를 수행한다.

라. 제어실 설계요건

일체형원자로 운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신체적 및 인지

적 작업부하를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설계요건을 설정하 다.

(1) 일반요건 

일체형원자로 제어실 환경과 콘솔, 의자 등 가구설계에 

NUREG-0700 및 ANSI/HFS-100[60]을 적용하고 감시 및 제어용 화면 설계에 

IEEE-std-1289[59], NUREG-0700 및 ANSI/HFS-100을 적용한다. 운전 관련요

원을 20-45세의 대한민국 남성 그룹으로 가정하고 5% tile 및 95% tile의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를 설계변수에 적합하게 적용한다[63]. KS A 7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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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KS A 5552[62]에서 정의하고 있는 120여 개 측정항목 중 콘솔 및 의자 

등의 설계와 관련된 항목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는 최

신 자료를 사용하며, 국립기술표준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자료를 활용

하여 추정 제작 년도의 인체치수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적용한다. 인간기계

연계 설계는 시각 및 청각적 지각특성, reach 및 motion 등과 같은 생체역

학적(biomechanics) 특성, 수동조작행위(motor control performance) 특성, 

인체측정학적(anthropometry) 특성을 포함하는 인간의 생리학적 특성을 반

한다.

운전원에게 할당된 인지적 직무(cognitive task)는 직무수행도에 부정적 

향을 미칠 정도로 높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각심(vigilance)

을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인간기

계연계에 표시되는 정보는 시스템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되도록 직관적 인지(direct perception)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계산 

등과 같은 정보처리 업무에 할당되는 인지적 자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운전원에게 제시되는 운전 변수 값의 표시형식 및 형태는 

직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기계연계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설계되

어야 하고 기능적 요건 및 직무 요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어실 운전원이 

사용하는 각종 표시기 및 제어기의 인간기계연계 설계는 일관성을 유지하여

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기계연계, 운전절차서 및 훈련시스템 사이에도 

높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작업공간 및 배치

운전원 및 유지보수 요원 등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에 충분한 작

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기 냉각송풍기(컴퓨터, CRT 등)에서 나오는 

강제순환 공기가 운전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기기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운전절차서, 도면, 기술문서 등은 필요시 운전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서가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어반

의 모든 FPD는 운전원이 착석한 자세에서 화면의 정보순항(information 

navigation) 버튼을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콘솔 및 의자

콘솔의 설계변수 중 제어탁 높이는 95% tile의 인체계측자료를 활

용하여 다리여유(leg clearance)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콘솔의 주요 설

계변수 값 결정에 5% tile 및 95% tile의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를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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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설계한다. 의자는 “앉은 오금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안정된 자세

를 취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운전원용 의자는 선택

적으로 팔걸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예상되는 작업자세를 방해하지 않

아야 한다. 

(4) 환경

제어실 운전원에 대한 연간 누적 방사선 유효선량이 과학기술부고

시(제98-12호, 1998.8.11 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20mSv) 내에서 유지

될 수 있도록 방사능 방호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정상운전 

뿐만 아니라 냉각재누설사고를 포함한 모든 설계기준사고 하에서도 충족되

어야 한다. 주제어실에서 원격제어실로 통하는 통로는 방사능누출사고를 포

함하는 설계기준사고 하에서도 운전원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사선 

방호 및 스팀방호(steam proof) 설계를 하여야 한다. 평균 제어실 온도는  

23±2 
oC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운전원의 머리 수준의 위치와 바닥 사이의 온도차는 5.5 
oC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운 중에 접촉이 필요한 기기의 표면온도는 최대 50 oC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정상운전 중에는 35 o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착석식 제어반에서 기

기 자체의 발열 및 냉각 송풍기에 의한 열 생성으로 운전원 무릎아래의 온

도가 3 oC이상 높지 않아야 한다. 

제어실은 최소한 분당 0.42m3/man이상 환기시켜야 한다. 기기 냉각송풍기 

(컴퓨터, CRT 등)에서 나오는 강제순환 공기가 운전원에게 직접 닿지 않아

야 한다. 환기되는 공기의 속도는 분당 13.7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어실에 설치된 HVAC 덕트에서 나오는 강제순환 공기가 운전원에게 직접 닿

지 않아야 한다. 제어실은 40∼60%의 상대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값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조명 수준은 상기의 작업유형을 고려하여 조도, 휘광 및 반사율 등이 적

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적정한 조도, 휘광 및 반사율은 

NUREG-0700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표시기 배치 측면에서 볼 때 광원

이 VDU 표시화면상의 시야에 오지 않도록 기기 및 장비를 배치하여 반사율

로 인한 읽기 작업(표시화면상의 객체에 대한)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휘광 및 반사율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간접조명 및 직광조명을 고려하여

야 한다. 휘광은 광원 및 발광체가 스크린상의 시야에 들어올 때 발생한다. 

휘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반사 코팅, diffusing surface 등과 같은 휘광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반사 또는 광택이 나는 재질로 마감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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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버나 가구 등은 휘광 및 반사율에 향을 미치는 또 다른 광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질로 마감된 장비의 커버나 가구 등은 60도 광택계측

기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을 때 45% 이하여야 

한다. 천정, 벽 및 바닥재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발광

원(high-luminance sources)은 주변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여

야 한다. 

제어실 조명시스템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비상조명 시스템이 자동으

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원에 의한 수동 동작도 가능하여야 한다. 제

어실 조명시스템의 기능 상실이 비상조명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

야 한다. 비상조명의 조도는 조명이 필요한 모든 제어반에서 최소한 

10cd/ft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제어실 배치와 제어반 설계

(1) 제어실 배치

제어실을 규정하는 크기, 환경, 제어반, 배치, 운전조 구성 등 모

든 설계결과는 궁극적으로 비상운전상황하에서 최대 상주인원을 고려하 을 

때 이들의 운전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어실 

내부의 구성요소에 대한 배치는 최대 상주인원을 가정하고 제어실의 각 구

성요소를 배치하여 비상운전상황하에서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제어실의 개념적 배치는 그림 23과 같다. 전체 발전소 상에

서 제어실의 위치는 아직 설계자료가 가용하지 않으므로 기술지원센터, 운

전지원센터, 휴게실, 회의실, 창고, 화장실, 탈의실 등의 운전지원 공간과 

부대설비 배치는 기본설계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어실의 배치는 

각종 제어반을 중심으로 배치하 다.

(가) 제어실 작업공간

운전원 및 유지보수 요원 등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에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 다. 제어반에 장착되는 모든 제어기 및 표시기는 후면

에서 유지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 다.

(나) 제어실 내부의 이동성, 가시성, 접근성

대형화면을 전면에 설치하여 정상운전 뿐만 아니라 비상운전상

황하에서도 관련요원이 표시되는 변수를 용이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

다. 원자로운전원 및 감독운전원은 착석한 자세에서도 대형화면의 표시변수

를 참조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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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어실 배치도

  안전정지제어반을 주제어반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필요할 경우 원자로운전

원이 사고후감시변수 등 표시변 수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 다. 운전

절차서, 도면, 기술문서 등은 필요시 운전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서가에 비치할 경우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2) 착석식 제어반 주요설계변수 설정

착석식제어반은 실제로 운전원의 작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직무(motor task) 수행행위는 신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므로 인체계측학적

(anthropometry) 측면이 제어반의 주요설계변수 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전원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받게되는 신체적 작업부하

(physical workload)를 줄여 작업의 편이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4는 착석식 제

어반의 주요설계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용한 인체계측자료의 항목과 

백분위수(percentile)를 표시한 것이다.

착석식 작업 상태에서 무릎아래의 여유공간 (knee clearance envelope) 

확보는 95% tile의 남성을 수용할 수 있다. 착석식 제어반에서 터치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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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표시장치가 설치된다. 따라서 운전원이 착석한 상태에서 해당 터치스크

린에 접촉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5% tile의 계측자료를 적용하여 95%의 남성

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변수를 설정하 다. 

그림 24  착석식 제어반의 주요 설계변수 결정 모델

(3) 주제어반 설계

주 제어반의 형상은 그림 25와 같다. 주제어반의 가운데 경보전용 

CRT를 중심으로 대칭구조로 구성하 다. 주제어반의 양쪽을 기능적으로 동

일하게 설계하여 한쪽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다른 한쪽이 그 기능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하 다. 정상운전시에는 원자로운전원 1인이 주제어반 좌측부

분에 위치하여 발전소를 운전한다. 비상운전상황에서는 보조운전원(터빈운

전원)이 즉시 우측으로 이동 위치하여 이차계통을 담당함으로써 원자로운전

원의 작업부하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 다.

주제어반은 수평방향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하 다. 아래로부터 첫 번째 

역은 팔 부분을 지지하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키보드와 트랙볼 마우

스를 이 부분에 장착한다. 두 번째 역은 제어 역으로 비안전등급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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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가 위치한다. 소프트제어기는 터치방식으로 구동되는 FPD가 사용되며 

키보드 및 트랙볼 마우스가 세 번째 역의 상세정보표시기를 위하여 장착

된다.

            

그림 25  주제어반 형상

Soft-Controller Input Device
- Trackball
- Keyboard

Soft-Controller Input Device
- Trackball
- Keyboard

상세정보표시기는 기본적으로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의 스키마틱

(schematic)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감시변수와 발전소 각 

계통의 운전상태 감시를 위한 운전 변수 및 모든 순위의 경보를 그래픽과 

텍스트 형태로 표시한다. 

o 안전관련 감시변수

- 안전관련 공정지시 변수

- 원자로 정지계통 감시변수

- 제어봉위치 지시변수

- 사고후 감시변수

- 자동우회 지시변수

o 노심운전제한치 감시변수

o 건전성 감시변수

o 필수기능 및 성공경로 감시변수

o 디지털 감시계통 운전상태 변수

o 공정제어계통 운전상태 변수

경보전용표시기는 운전원이 플랜트 운전에 필요한 경보를 상세히 조회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표시계통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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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정지제어반 설계

안전정지제어반은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원자로 정지 및 사고완화

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안전정지제어반에는 원자로정지 및 사고완화

를 위한 감시용 표시기 및 제어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 안전정

지제어반에는 비상운전시 주제어반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를 안전하

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제어기를 설치된다. 

안전정지제어반은 안전등급의 기기 제어를 위해 두 채널의 안전등급 소프

트제어기가 위치하며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의 가용성 상실시 계통 수준 및 

기기레벨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Hard-wired 스위치를 후비수단

(back-up)으로 설치된다. 또한 운전원이 주제어반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

요할 경우 비안전등급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주제어반의 것과 동일한 

비안전등급의 소프제어기 1대가 나란히 설치된다. 

     

그림 26  안전정지제어반 형상

Critical & Frequent-use
Parameter

Op. Module
- PPS
- SCOPS
- ESFACS 

ESFACS
Train A
Controller Process

Controller

ESFACS
Train B

Controller

Manual Control Switch

PAM (A,B)

Safety-related & Important
Operating Parameter

Critical & Frequent-use
Parameter

Op. Module
- PPS
- SCOPS
- ESFACS 

ESFACS
Train A
Controller Process

Controller

ESFACS
Train B

Controller

Manual Control Switch

PAM (A,B)

Safety-related & Important
Operating Parameter

안전정지제어반은 기동운전 및 비상시 보호계통 운전을 위하여 네 채널의  

운전원 입력 모듈을 갖는다. 안전정지제어반에 설치된 사고후감시표시기는 

전기적 및 물리적으로 격리된 사고후감시변수 처리기로터 신호를 받아 표시

하며 두 채널로 구성된다. 정상운전중에도 사고후감시변수를 운전원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주제어반 좌측에 위치시켰다. 

(5) 감독자감시반 설계

감독자 감시반은다른 제어반과 달리 제어기능이 없다. 감독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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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는 발전소의 운전상태 감시를 위한 정보표시기와 입력장치가 제공된다. 

감독자감시반의 구성과 표시기 배치는 운전감독자의 상세 직무에 대한 자료

가 아직 가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보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6) 원격정지제어반 설계

화재, 방사능 오염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제어실 사용이 불가

능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운전원은 신속히 원격제어반으로 이동하

여 일체형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 및 정지시킨다. 원격정지제어반에 설치되

는 기기 및 인간기계연계 화면은 주제어반의 것과 일관성 유지하도록 설계

한다. 운전원은 제어실 대피상황에서 신속히 원격제어반으로 이동할 때 스

트레스를 받게되어 수행도가 평상시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

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원격정지제어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설계

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사용할 기기의 멘탈 모델이 주제어반과 같을 경우 원

격정지제어반에 대한 친숙도(familarity)가 높아 최대의 수행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주요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o 운전원은 제어실 제어반으로부터 원격제어반으로 제어권을 이양할 수 

있다.

o 원격제어반으로 이동하는 통로 또한 방사능 및 스팀 방호설계를 하여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o 모든 표시기 및 제어기는 제어실의 것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또한 인간

기계연계 표시화면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 사용의 친숙성

(familarity)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대형화면  

가. 대형화면 개요 

대형화면은 운전원이 일체형원자로의 운전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요 안전기능의 상태, 운전모드, 주요 기기의 작동 상태, 

공정 변수 및 추이 곡선 등의 개괄적인 운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즉, 대형화면은 운전원이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플랜트 전체의 운전상황

을 파악하도록 하고 제어실 운전원 간에 플랜트 운전상태에 대해 동일한 상

황판단을 하도록 한다. 

  대형화면은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표시계통으로부터 통신망을 경유하여 

입력되는 관련정보를 처리하여 주제어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화면을 통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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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한다. 대형화면의 표시정보는 상세 진단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

와 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안

내기능을 수행한다. 대형화면은 정보처리계통의 기능상실 시에도 발전소의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경보 및 표시계통으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대형화면

의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대형화면 하드웨어 구성도

나. 기능요건

(1) 표시 처리

일체형원자로 주제어실의 대형화면은 다음의 정보를 표시한다.

- 일체형원자로를 구성하는 계통 및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의 상태

- 주요 공정변수 값, 설정치에 대한 이들의 편차 및 추이

- 일체형원자로 필수기능에 대한 운전상태

- 운전원의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우선순위 1, 2 경보

- 운전우회 및 운전불능 상태 지시

(2) 데이터 취득

대형화면은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표시계통으로부터 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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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매 1초의 주기로 데이터를 취득한다. 취득한 데이터는 정보처리계통

과 경보 및 표시계통에서 이미 검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형화면에서의 

검증은 수행되지 않는다.

(3) 입력전환기능(Input Transfer Function)

대형화면은 정보처리계통의 기능 상실시 정보처리계통이 제공하는  

운전상태감시 등의 일부기능을 제외한 운전정보를 경보 및 표시계통으로부

터 제공받아 처리한다.

(4) 검증논리기능(Validation Logic Function)

대형화면은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표시계통으로부터 공통으로 

받는 신호에 대해서는 각각의 값을 비교하여 오차가 허용 기준(acceptable 

tolerance)을 넘는 경우는 경보로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다. 계통설계요건

(1) 등급 요건

대형화면은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며, 지진설계기준 사고 중 건전

성을 유지해야 하며, 발전소의 출력상황, 과도상태 및 원자로 정지상황에서

도 운전되어야 한다. 대형화면의 설계수명은 적절한 부품 및 기기 교체를 

가정할 경우 60년이다. 

(2) 신뢰성 요건

 대형화면은 단일고장으로 인한 기능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

도 향상을 위하여 다중화된 구조를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중복 설계

되는 각 기기는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정상운전 중에는 주처

리기(primary processor)와 보조처리기(backup processor)가 동시에 동작하

며, 시스템의 고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 상태정보를 검사하

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로 주 처리기는 보조 처리기로 heartbeat을 전송해야 

한다. 만일 시스템에서 고장이 검출되면 주 처리기와 보조 처리기간에 

bumpless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Failover는 허위고장(spurious failure)을 

가능한 피하고 failover에 의한 요동(perturbation)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형화면은 간단한 모듈 교체로 수리 가능한 표시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기에서의 고장은 대형화면의 기능수행에 향을 주지 않도록 중복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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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야 한다. 대형화면 전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

우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제어실 운전원에게 경보로 알려져야 한다. 대형

화면은 전기적인 고장이 타 계통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타 계통간의 신호전

송은 전기적 격리를 보장하도록 설계한다. 

(3) 하드웨어 요건

대형화면의 표시처리기는 예상되는 최대부하 조건에서의 기능수행

을 위해 충분한 성능여유를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형화면의 표시기기

는 표시처리기에서 처리된 모든 경보 및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또한 표시기기는 제어실 환경에서 충격 등을 포함하는 내환경성

을 만족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설계요건

대형화면의 소프트웨어 설계, 설계된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

은  IEEE 1012[14]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구조화된

(structured) 하향식(Top-down)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해야 한다. 소프트웨

어 설계에 방어적 기법(defensive techniques)을 적용하며, 계층적 설계구

조(hierarchical design structure)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모듈화 된 설계

원칙을 사용한다. 대형화면에 사용되는 운 체제, 컴파일러,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설계지원도구, 소프트웨어설계 지원도구는 사용 및 운용경험을 통하

여 성능이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5) 통신요건 

대형화면의 내부 통신망은 실시간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

을 사용하며, 오류검사(error checking)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정보의 

건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형화면 통신망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는 가능한 표준화되어야 하며, 정보처리계통, 경보 및 표시계통과의 자

료전송에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은 산업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대형화면 

통신망의 경우 각 링크와 노드부분에 대한 데이터 전송률을 분석해야 하며, 

예상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 부분이 과부하(overload)되지 않음을 증명

해야 한다. 정보처리계통, 경보 및 표시계통으로부터 전송되는 자료는 제한

된 시간 내에 전송되어야 하며, 예상 가능한 에러의 종류 및 이로 인한 계

통 안전, 신뢰성, 성능의 향이 미리 결정되어야 하며, 회복 불능의 에러

에 의한 고장 시 이에 대한 처리 절차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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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 요건

대형화면은 제어실 역 및 전기기기실에 설치되므로 제어실 역 

및 전기기기실의 내환경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전기적서지, 전자기파 간

섭(EMI), 정전방전(ESD), 및 공중파간섭(RFI)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형화면은 최종 운전을 위해 설치되었을 때 훈련된 기술자에 의해 보수가 

가능해야 하고, 전체 시스템을 가동 중지시키지 않고도 하드웨어 보수가 가

능하도록 중복설계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서(Technical Manual)가 제공

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의 건전성 시험을 위한 가동 중 연속적인 자체시험

(self testing)과 주기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7) 시험요건

대형화면은 제작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성 및 이들을 통합한 

계통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지침서 및 시험절차서를 포함하는 체계

적인 시험계획(test program)이 사전에 작성되어 그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확인 및 검증 절차는 시험계획, 시험방법과 시험요건, 시험지침을 포함하며 

확인 및 검증은 개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대형화면의 시험은 

설계 확인시험, 제작 중 시험, 통합시험, 설치 및 운전 중 시험이 수행되어

야 한다.

라. 계통연계요건

(1) 기계적 요건

대형화면은 다른 장비들이 대형화면 기기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대형화면의 장비는 내진검증을 받지 않는 다른 기기로

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대형화면은 시험장비, 매뉴얼, 기타 기기와 

관련된 자료의 보관을 위한 보수 및 저장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직사광선, 

색깔이 있거나 빛나는 실내조명 및 눈부신 조명은 대형화면의 가시도를 감

소시키므로 피한다. 대형화면의 기기는 열쇠잠금장치에 의해 장비접근 권한

을 가진 사람에게만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장비의 설치는 기기 제작사가 

제공하는 설치도면 및 장비설치 지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전기적 요건

대형화면은 배터리 백업 필수전원 공급모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으며, 공급전원은 전압 120 VA ± 10%, 주파수는 60 Hz ± 5% 범위이어야 



- 126 -

한다. 장비의 배선은 바닥(또는 천정)으로부터 인입 결선될 수 있도록 설계

하며, 대형화면장비는 전원선을 통하여 접지되어야 한다. 장비로 인입되는 

전원선은 전자파 간섭에 차폐효과가 있는 금속도관을 통하여 차폐 및 보호

되어야 한다.

(3) 환경 요건

대형화면은 정상운전 동안 온도 21~25℃, 상대습도 40~60%, 대기

압 등의 환경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주제어실에 위치하는 대형화면 기기

는 주제어실 환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물리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험 또는 분석되어야 한다. 

(4) 계통연계요건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표시계통은 대형화면에서 요구되는 발전

소 공정변수, 펌프 및 밸브의 동작상태 등의 신호를 매 1초마다 통신망을 

통하여 대형화면에 전송한다. 

마. 대형화면 디스플레이 구조

대형화면은 크게 고정지시 역과 추이화면 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지시 역은 고정적으로 지시가 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연속적으로 운

전원에게 제공하는 역이며, 추이화면 역은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요구

되는 정보를 선택하여 지시할 수 있는 역이다. 고정지시 역은 다시 발

전소 안전 기능과 관련된 PPS/BISI 역과 발전소 전체 공정 상태를 그래픽 

형태로 표시하는 미믹 역(mimic section)으로 나누어진다. 미믹 역의 

상단에는 발전소 운전모드, 원자로 및 발전 출력을 지시하는 전용 지시기와 

계통수준의 고장 경보가 제공된다. 추이화면 역은 정보처리계통에서 제공

되는 화면을 운전원이 선택하여 지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체형원

자로 대형화면의 디스플레이 구조는 그림 28과 같다.

(1) 고정지시 역

(가) 발전소 보호계통 상태지시

원자로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ESF) 작동에 대한 상태 지시가 

대형화면 발전소보호계통(PPS) 역에 제공된다. 원자로정지 상태 지시는 

발전소보호계통에서 자동 또는 운전원에 의한 수동조작으로 원자로 정지가 

개시되었음을 알려준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신호 (ESFAS)가 개시되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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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대형화면 디스플레이 구조

원이 개시신호와 관련된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기기들이 올바르게 작동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음 신호의 작동상태가 대형화면 발전소 

보호계통 지시 역에 제공된다.

(나) 운전우회 및 운전불능 상태지시

운전우회 및 운전불능 상태지시(BISI)는 계통수준에서 보호계통

의 우회 또는 운전불능 상태 및 발전소 운전에 요구되는 이들 계통에 대한 

운전우회 및 정지채널 우회를 지시한다. 대형화면에서 계통수준의 BISI는 

해당 계통의 우회 또는 운전불능 여부에 대해 지시해준다. 다음의 보호계통 

및 발전소 안전 운전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계통이 계통수준의 BISI를 지

시하기 위해 제공된다.

(다) 사고후 감시지시 변수

사고 또는 사고 후에 발전소의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사

용될 수 있는 발전소 안전상태 및 계통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사고 

후 감시 지시(PAMI) 변수가 제공된다. 사고 후 감시 지시 변수 중에서 일체

형원자로 운전 상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변수가 대형화면 고정 미믹 역

의 발전소 개략화면 위에 통합되어 나타난다. 

(라) 운전지원 정보

발전소 운전모드, 원자로 출력, 발전기 출력, First-out Alarm, 

정보처리계통 고장, 노심감시계통 고장, CEA 고장 등 발전소의 현재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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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운전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경보가 운전지원 정보 

역에 제공된다. 이들 정보는 운전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형화면 미믹 상단에 표시된다. 

(마) 필수기능(Critical Function) 경보

필수기능은 발전소의 안전 또는 출력기능의 상태를 결정한다. 

필수기능은 경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핵연료의 손

상 또는 방사성 누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시하여 준다. 

(2) 추이화면 역(Variable Display Section)

정보처리계통에서 제공되는 화면(Display)이 대형화면의 추이화면 

역에 표시된다. 운전원이 발전소의 운전상황 및 운전의 필요에 따라, 정

보처리계통의 VDU 화면에서 발전소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변수 등이 포함된 화면을 비롯한 접근 가능한 특정화면을 대형화

면의 추이화면 역에 나타낼 수 있다.

  

4. 소프트제어기  

가. 소프트제어기 개요

인간기계연계체계 설계에 컴퓨터, 정보통신망 등과 같은 디지털기술

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제어반은 입석식의 대규모 형태가 아닌 소형의 착석

식 제어반으로의 설계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입석식 대규모 제어반의 

경우 주로 표시 또는 제어되는 변수 별로 아날로그 기기나 이를 모사한 디

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운전원 연계를 해결하 으나, 소형의 착석식 제어반

에서는 집적된 정보로 제한된 공간에서 운전원 연계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표시기 분야에서 다양한 표

시기기 개발을 가져와 소형 스위치나 평판표시기가 산업계에 널리 사용되고

는 있지만 이들은 재래식 제어기의 기본적인 설계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순한 제어기기 교체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소형의 착석식 제어반 

설계에는 그 적용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원자로와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

는 1-2인의 운전원 작업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의 다량의 제어변수가 존재함

을 고려할 때 소형의 착석식 제어반 설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

된 운전원 제어 인테페이스 개발이 필수적이다.

운전원 1인으로 원자로 운전이 가능한 소형의 착석식 제어반 설계에 적용

될 수 있는 소프트제어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제어변수 전용의 제어기사용 및 Hardwired 형태의 스위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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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일체형원자로 소프트제어기 구조도

제어반의 제한된 공간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므로 제어기기의 

형태에 좌우되지 않고 제어기설계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구동 디지털기기이

어야 하고, 단일기기 수준의 전용제어기가 아닌 기능 또는 계통단위의 그룹

제어가 가능한 제어기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기이어야 한다. 

- 내환경 조건, 단일기기고장 및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대처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검증이 가능한 기기이고, 기존의 제어

기에 비해 운전원의 운전성 개선효과가 뚜렷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소프트제어기는 보호계통의 공학적안전설비의 운전원 제어 

인터페이스인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와 제어계통의 운전원 제어 인터페이스

인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로 구성되며 개략적인 구조는 그림 29와 같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안전등급의 기기 제어를 위하여 안전정지제어반과 

원격제어반에 각각 채널별로 설치되고, 각 채널간에는 물리적인 분리 및 전

기적인 격리가 이루어진다. 운전원은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를 사용하여 기

기 수준의 기기 제어명령을 수행하고, 소프트제어기 처리기는 제어명령을 

처리하여 보호계통의 기기 제어기에 대한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서 생성된 제어신호는 안전등급 통신망을 통하여 보호계통에 

전송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계측계통과 보호계통으로부터 안전등급 

기기 제어를 위해 요구되는 제어기 상태정보를 안전등급 통신망을 통하여 

획득하고, 처리하여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비안전등급의 기기 및 공정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비안전등급 소프

트제어기는 주제어반에 위치하며, 계측계통과 제어계통으로부터 비안전등급 

통신망을 통하여 제어정보를 획득하고 제어신호를 제어계통에 전송한다. 소

프트제어기는 가용도 향상을 위해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수의 독립적인 

기기로 구성되며, 기기 및 공정 제어기에 대한 표시 처리를 통해 운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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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래픽 형태의 제어기를 제공한다. 소프트제어기는 터치 스크린을 통하

여 운전원 제어입력을 받아 제어계통에 전달할 제어 요구신호를 생성한다.  

소프트제어기의 컴퓨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제어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수행기능을 갖는 모듈(module)

단위로 구성된다.  

나. 소프트제어기의 기능

(1) 제어명령 처리

운전원은 소프트제어기 MMI(Man-Mach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기기 및 공정에 대한 제어명령을 수행한다. 제어명령은 보호 또는 제어계통

의 제어대상 기기 및 공정제어기에 대한 제어신호로 변환한다. 변환된 제어

신호는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서는 비안전등급 통신망을 통하여 제어계

통에 전송되고,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서는 안전등급 통신망을 통하여 보

호계통에 전송된다.

(2) 입력신호처리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로 입력되는 신호는 안전등급 통신망을 통

하여 계측 및 보호계통으로부터,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로 입력되는 신호

는 비안전등급 통신망을 통하여 계측 및 제어계통으로부터 전송된다. 입력

신호는 운전정보표시에 적합하게 공학적 단위변환이 수행된다.

(3) 제어신호 통신처리

운전원의 제어명령을 처리하여 변환된 제어신호를 안전등급 소프

트제어기는 안전등급 통신망을 통하여 보호계통에 전송하고, 비안전등급 소

프트제어기는 비안전등급 통신망을 통하여 제어계통에 전송한다.

(4) MMI 기능

소프트제어기는 운전원이 기기 및 공정에 대한 수동 제어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VDU의 한정된 공간내에서 제어

기를 접근하기 위한 계층적인 메뉴구조의 제어기 순항 기법을 제공한다. 운

전원 명령 및 제어입력을 위한 소프트제어기는 일체형원자로 기능분석 결과

에 따라 제어실 운전원 중심으로 집단화하여 표시하며, 집단화된 제어기로

부터 필요시 운전원이 선택한 복수 개의 제어행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어기는 수동 선택기능을 가지며, 수동 선택시 허용연동 기능을 갖는다.  

자동/수동 제어모드 전환 시에는 운전원의 확인과정을 가지도록 한다. 소프

트제어기에 사용되는 제어기들의 종류를 최소화하고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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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수의 소프트제어기로써 모든 기기 및 공정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기는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제어변수로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시간지연에 따른 제어행위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소프트제어기 

자체의 화면 조작기능(제어기 접근이나 정보조작 등)과 실제 기기의 제어신

호 입력기능 사이에는 확연한 구별이 이루어지도록 제어기 상태 정보 및 제

어기 접근을 위한 순항화면과 제어화면으로 구성한다. 순항화면은 공정변수 

및 기기 제어를 위하여 참조되는 운전 상태정보를 제공한다. 제어화면은 제

어되는 공정변수 및 기기상태와 직접 관련되는 설정치, 현재치, 공정 및 기

기의 운전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원은 소프트제어기 상에서 그래픽 형태로 제공되는 제어기에 접촉함

으로써 제어행위를 수행한다. 운전원의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제어조작을 

수행하기 전에 운전원의 제어입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진단기능

소프트제어기를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이상유무

를 판단하고 이상 발생시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다. 계통설계요건

(1) 등급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안전등급으로 설계하며 비안전등급 소프

트제어기는 비안전등급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비안전등급의 소프트제

어기도 제어결과가 일체형원자로 안전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사용기기

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품질보증 계획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안전등급소프

트제어기는 지진사고 전이나 중에도 동작되도록 내진등급 1을 만족하고, 비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지진 사고시, 물리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여 타 

계통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2) 다중성 및 신뢰도 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안전계통에서 요구하는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다중 채널을 위한 각각의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및 수동제

어기 간에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소프트제어

기는 단일부품 또는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이 계통 전체의 고장을 유

발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및 수동제어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안전관련 계통에서 요구하는 신뢰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채널별로 분리하여 설계하지는 않으나 고 신뢰

도 유지를 위하여 신호 입력부에서부터 표시구동 프로세서까지 신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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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도록 요구되는 곳에 중복 설계해야 한다.

(3) 기기고장 요건

소프트제어기 구성 기기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가동률이 저해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간단한 모듈교체로 수리 가능한 

표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기에서의 단일 기기고장은 소프트제어기 기능

수행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력신호 상실이나 소프트제어기에

서 발생한 고장은 주제어실 운전원에게 알려져야 한다. 

(4) 운전 및 시험 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 공급되는 전원은 Class 1E로 각 채널별

로 독립적이며, 연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채널별 전원은 단상으로 실효

치 전압 120Vac, 60Hz의 비접지 전원이 공급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는 필수 전원모선(battery-backed vital buses)으로부터 전기등급 Non-1E인 

120Vac, 60Hz전원을 공급받고, 전원상실시 백업 배터리의 전원이 제공되어

야 한다. 소프트제어기의 하드웨어 장비는 컴퓨터장비가 설치되는 장소의 

내환경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설치되는 장소에서 전기적 충격(Surge), 전자

기파 간섭, 정전방전 및 공중파 간섭에 견디도록 제작된다. 소프트제어기는 

필요시 운전원에 의한 운전 중 시험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채널 점검, 예상되는 드리프트(drift), 신뢰도 

요건들을 기초로 하여 주기적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시험주기가 핵연료 교체를 위한 정기적 발전소 정지주기 보다 짧을 

경우에는 출력운전 중에 실시해야 하며 가능한 실제에 가깝게 모의하여야 

한다. 소프트제어기 설계단계 별로 수행되는 각종 시험은 시험지침서, 시험

절차 및 시험과정(Test Process)에 따라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 설치시험, 승인시험을 수행하며, 기능, 내환경성 요건을 확인

하기 위하여 주요 구성 기기에 대해 확인시험을 수행한다. 

(5) 확장성요건

소프트제어기는 일체형원자로 수명기간 중 소프트제어기의 추가 

및 제거 등 사용자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과 확장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

해야 한다. 확장성은 시스템 성능과 다른 고려사항에 의해서 제한되지만, 

발전소 현장에 공급 설치되는 시점에서 적어도 전체 시스템 용량에 대한 

25%의 여유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6) 응답 및 지연시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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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제어기는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내부적으로 처

리한 후 출력을 완료하는데 까지 1초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프트제어

기 내부에서의 운전원의 제어명령처리는 0.5초 이내에 처리하여 보호 또는 

제어계통에 송신해야 한다.

(7) 보수성

소프트제어기는 설계 요건에 따라 고장 감시, 보수 및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고장 시에도 쉽게 진단하고 정비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운전 및 보수 요

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라. 연계요건

(1)기계적 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처리기는 케비넷 안에 각각 채널별로 장착

되어 전기기기실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채널간의 

격리와 물리적인 분리, 전기적인 격리를 해야 한다. 캐비넷과 모든 주변 장

비의 최소 이격거리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 표시기는 안전정지

제어반에 위치해야 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처리기는 하나의 케비넷

안에 장착되어 전기기기실에 위치해야 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 표시기

는 제어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소프트제어기의 기기 및 표시기들은 제거, 

설치, 유지보수를 위해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소프트제어기의 처리기 

케비넷과 타 기기와의 결선은 통신망 설계요건에 따라 케이블 커넥터를 통

해 설치되어야 한다.

(2) 전기적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 공급되는 전원은 안전급(Class 1E)으로 

각 채별로 독립적이며, 연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전원상실시, 백업 배

터리의 전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 공급되는 전원

은 비안전급( Non-1E)이고, 전원상실시 백업 배터리의 전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소프트제어기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은 전압 120 VAC ± 5%, 주파수 60 

Hz ± 5% 범위이어야 한다. 장비의 배선은 바닥으로부터 인입 결선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환경 요건

소프트제어기는 정상운전동안 주제어실과 전기기기실의 온도, 습

도, 방사선 환경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기기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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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일체형원자로 소프트제어기 화면구조

진설계기준 사고동안 물리적 건전성이 유지하여 운전될 수 있도록 시험 또

는 분석되어야 한다. 

(4) 계통 연계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서 처리된 제어신호는 보호계통으로 통신

연계장치를 통해 전송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의 상태신호는 보

호 및 계측 계통으로부터 매 1초 주기로 통신연계장치를 통해 전송 받아야 

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서 처리된 제어신호는 제어계통으로 통신

연계장치를 통해 전송되어야 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의 상태신호는 

제어 및 계측 계통으로부터 매 1초 주기로 통신연계장치를 통해 전송 받아

야 한다. 

마. 소프트제어기 표시 및 접근

소프트제어기 표시화면은 제어대상 기기 및 공정에 대한 감시 및 제

어행위를 용이하게 지원하도록 그림 30과 같이 화면 표제 역, 미믹 표시

역, 제어기순항 표시 역, 제어 표시 역으로 구성된다. 

- 화면표제 표시 역(Title Area) : 선정된 제어기 이름과 일체형원자로 

정보(예; 원자로출력 및 운전모드 등)를  표시한다. 

- 미믹 표시 역(Mimic Area) : 미믹 역에서는 제어대상 공정 및 기기

에 미믹이 표시되고, 제어대상 기기 및 공정에 대한 상태정보를 제공한다.

- 제어기 순항 표시 역 : 운전원 안내를 위하여 메뉴에 기능별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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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프트제어기 목록을 제공하며, 이 외에도 계통별/기기별 메뉴를 제공

하여 운전원의 순항을 용이하게 한다. 제어기 접근을 위한 메뉴는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 

- 제어 역 : 직접 제어행위를 수행하는 역으로 개폐제어(On/off 또는 

Open/closed)와 공정제어를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이 역에서 운전원 제

어행위의 완료는 확인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는 운전원의 제어

입력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운전원의 제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방

법으로 취소 버튼이 제공되고, 선정된 기기 및 공정에 대한 제어기와 상태

정보가 표시된다.

제 3 절 MMIS 설계평가 및 분석 기술

1. HSI 화면설계 일반지침  

가. 개요

일체형원자로 운전원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기계연계를 통하여 감시

계통 및 제어계통과 상호작용 한다. 인간기계연계는 직접적인 감시 및 제어 

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설계내용이 사용자의 생리적 특성 및 인지적 특

성과 잘 부합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신체적 직무 및 인지적 직무 수행 특성

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신체적 및 인지적 

작업부하를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임

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HSI(Human System Interface)는 운전원의 Motor Task 뿐만 아니라 

인지직무(cognitive task) 수행과도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한다. 다시 

말하면 Motor Task의 직접적인 작용 대상인 콘솔, 가구 등의 형상 설계에 

예상되는 사용자 집단의 인체계측학적 자료를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화면상에 표시되는 각종 정보를 운전원이 

사용하는 방식 즉, 멘탈(mental) 모델과 호환성이 있도록 조직화하고 보여

줌으로써 운전윈의 인지직무 수행도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어실 환경과 콘솔, 의자 등 가구설계에 NUREG-0700 및 

ANSI/HFS-100을 적용한다. 감시 및 제어용 화면 설계에 IEEE-std-1289, 

NUREG-0700 및 ANSI/HFS-100을 적용한다. 이들 참조문헌들로부터 일체형원

자로 제어실을 구성하는 각종 정보표시기의 화면설계에 적용할 상위수준의 

일반지침을 도출하 고 이를 설계 문서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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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지침

(1) 상호작용

개발된 인간기계연계를 사용할 때 요구되는 훈련량을 최소화하고 

수행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시화면간의 정보순항 방법론, 표시화면 설정 

방법 등이 사용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표시된 정

보의 해독 및 표시 화면간의 순항 등은 가장 많은 운전원의 행위를 요구하

는 상황하에서도 운전원의 감지 및 인지적 능력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가) 일관성 (Consistency)

표시계통의 기능 및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정보표현 방식은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인간기계연계 디스플레이 요소에 

대하여 일관성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라벨, 암호화(coding), 약어, 그래픽 심볼 

- 명령어 편집기, 대화상자 등 에디팅 기능을 가진 인터페이스

- 소프트제어기의 Face plate (필요할 경우)

(나) 사용자 인지모형과의 호환성 

 표시양식(format), 용어(라벨, 약어), 시퀀싱, 그룹핑 등과 같

은 시스템 설계사양은 절차서, 경험, 사용자의 기대(user's expectation) 

및 수립된 표기법(메뉴선택기법, 사용자입력절차, 편집, error correction 

절차 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정보의 계층구조 속에서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빠르게 찾아 갈 수 있어야 

한다. 제어입력 완료를 나타내는 그래픽 버튼은 반드시 “입력” 또는 

“ENTER"라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다) 기억요건

 인간기계연계 계통은 사용자의 기억자원 사용부담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인간기계연계 계통의 모든 구성요소(약어, 심볼, 아이콘, 암호, 

표시규정 (design convention), 명령, 등)는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

록 최적화 하여야 한다. 

소프트제어기의 인터페이스는 필요한 경우 제어 선택사항 목록을 제공하

여야 한다. 이때 현재의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선택항목만 제공되어

야 한다. 모든 약어(abbreviation) 및 용어(terminology)는 일관성을 유지

해야 한다. 정보입력 및 명령입력(command entry)은 특정한 코드 또는 순서

(sequence), 변환(conversion) 등의 기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 

입력은 인간기계연계 및 운전절차서에서 모두 MKS 단위(units)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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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명령어는 그 행위로 구현되는 특정한 기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야 한다.

(라) 화면 구성요소의 구조화 및 조직화

  표시계통의 모든 화면 구성요소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

로 조직화 및 구조화하여야 하며, 그 요소의 중요도, 사용빈도 및 순서 등 

일반적인 구조화 원칙을 가능한 한 반 하여야 한다. 필수안전기능

(critical safety function)에 관한 정보는 모든 운전원이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입력 형식(format) 및 위치

는 차별화(distinctive) 된 것이어야 한다. 사용자 입력의 결과가 모드에 

따라 달라진다면 현재의 모드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모드 상태표

시의 위치 및 형식(format)은 차별화 된 것이어야 하며, 다음 처리

(transaction)까지 일관성 있게 표시되어야 한다. 명령입력 또는 데이터입

력의 텍스트 표시와 입력의 결과로 생성되는 피드백의 텍스트 표시는 상호 

구별되어야 한다. 입력형식(input form)상의 선택항목 데이터 입력과 요구

데이터 입력필드는 상호 구별되어야 한다.

(마) 사용자 입력행위

특정한 입력행위를 수행할 때는 이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벨, 주석, 프롬프트 등)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입력행위, 특

히 신속한 사용자 입력이 요구되는 실시간 직무수행의 입력행위는 최대한 

단순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지침은 계통 보안관련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자 입력행위 시작 시점에서 현재 정의된 디폴트 

값은 적절한 데이터 필드에 표시되어야 한다. 입력데이터 값과 구별하기 위

하여 특정한 마크를 할 수 있다. 디폴트 값을 선택할 경우 확인 수단을 마

련하여야 한다. 어떠한 데이터 입력 필드에서도 적절한 교차확인

(cross-checking) 절차 없이 디폴트 값을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없어야 

한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동 자리맞춤 방법을 제공하여

야 한다.

- 문 및 한  입력은 왼쪽 자리맞춤

- 숫자 입력은 오른쪽 자리맞춤

- 소수 입력은 소수점 자리맞춤

데이터 입력 자리맞춤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자리맞춤을 

위하여 블랭크(blank) 등 불필요한 문자의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바)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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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이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 입력 오류가 발생하 을 경우 이를 운전원

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에 입력한 명령의 처리시간이 길어

져 운전원이 대기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표

시하여야 한다. 

(사) 유연성

대화창 설계에 있어서 운전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정도에 따

라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하게 설계할 경우, 초보자에게는 

단계적 입력방법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문가급의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운전원에게는 보다 복잡한 입력방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2) 가독성 및 판독성(legibility and readability)

가독성은 한개의 문자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를 나타내는 특성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판독성은 두개 이상의 문자를 하

나의 의미 있는 단어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특성을 말한다. 인간기계연계의 모든 디스플레이 구성요소(배경화면 색상, 

심볼 등의 색상, 폰트의 모양 및 크기 등)에 대하여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

는 기준을 근거로 상세 구현명세를 작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대비 (contrast)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라벨, 아이콘, 심볼 등)와 배경화면 사이

의 휘도 대비의 범위는 10:1에서 18:1 사이 이어야 한다.

(나) 명암 (brightness)

화면의 명암 또는 휘도를 최소한  17 cd/m
2
과 172 cd/m

2
 사이에

서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다) 가시거리 (viewing distance)

주제어반의 각종 표시기에 구현되는 정량적 정보의 가시거리는 

사용자가 이와 관련된 제어기의 파악거리(reach distance) 내에 있다고 가

정할 때 40-70cm 이어야 한다. 정성적 정보는 이보다는 좀더 먼 거리에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크기 (character size)

자크기는 시각(visual angle)으로 나타내며 보통 사용자의 눈

에서 자의 위 부분과 아래 부분 사이의 수직각으로 측정한다. 자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높이 : (20 - 24 초, 판독성이 중요한 직무일 경우 24초)



- 139 -

- 높이 대 폭 비율 : ( 1:0.7 - 1:0.9 )

- 간격 : ( 자높이의 10 - 50%)

- 단어 간격 : (한 자 폭)

- 줄 간격 : ( 자높이의 15 - 50%)

(3) 시각적 환경

판독성은 표시기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조명환경에 크게 향을 

받는다. 주제어실의 표시기 화면 설계는 주변 조명환경을 고려하고 설계 및  

구현의 결과는 시험하여야 한다. 

(4) 시각적 암호화

색깔, 크기, 모양, 깜빡임 등과 같은 시각적 암호화 방법을 사용

하여 어떤 정보의 상태정보 등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시각적 암호화 기

법 사용에 관한 요건이다. 인간기계연계를 구현할 때 시각적 암호화가 필요

할 경우 본 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근거로 상세 구현명세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색상(color) 암호화

색상을 암호화 기법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다른 기법과 중복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색상에 대한 사용자 그룹의 고정관념

(population stereotype)을 반 하여야 한다.

(나) 크기(size) 암호화

유체 및 전기의 흐름 용량을 표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굵기의 

선을 사용한다. 크기를 암호화 기법으로 사용할 경우 세 가지 수준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각 수준의 크기는 다음 수준의 크기 보다 최소한 50%이상 차

이를 두어야 한다.

(다) 밝기(brightness) 암호화

밝기는 보통 어떤 정보에 사용자의 주의(attention)을 끌 필요

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암호화기법이다. 밝기를 암호화기법으로 사용할 

경우 두 수준 이상의 밝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휘도는 각각 대략적으

로 33%와 100%를 사용하여야 한다. 확실한 인지를 위하여 위의 두 가지 수

준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라) 점멸(blinking) 암호화

점멸은 사용자의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암

호화기법이다. 점멸을 암호화기법으로 사용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점멸율

(blink rat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느린 점멸율은 0.8Hz보다 작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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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빠른 점멸율은 5Hz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두 가지의 점멸율을 

사용할 경우 차이는 최소 2Hz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ON” 상태가 “OFF” 상

태보다 길거나 같아야 한다.

(마) 형상(shape) 암호화

심볼은 사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커야하며, 최소한 

시각(visual angle)이 20"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심볼은 가능한 한 단순

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상세한 부분을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심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심볼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구현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컴퓨터 시스템은 표시

화면상에 나타나는 모든 심볼에 대하여 참조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아이콘

아이콘은 일종의 심볼로서 다른 종류의 심볼과 구별되는 형상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모양이

어야 한다. 아이콘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부수적인 라벨이 추가되어야 

한다. 

(사) 위치 암호화

타이틀, 메시지 역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표준정보

역은 모든 표시화면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아) 다중 암호화

정보표시에 다중의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경우 다중의 암호화기

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정보 도

화면상의 정보 도는 사용자의 정보 탐색 및 인출(retrieval) 수

행도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기계연계 화면의 정보 도는 본 항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근거로 상세 구현명세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수치표시기

수치표시기의 정보 도는 다음보다 작아야 한다. 테이블과 리스

트의 경우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25%를 초과할 

수 있다.

        문자 수/가용한 문자공간 수 < 25%

(나) 그래픽 표시기

그래픽의 크기는 사용자의 개별적 표시 요소 확인능력 또는 이

해능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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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화상자 구조

대화상자 구조는 보통 메뉴, 맵, 포인팅, 페이징, 지정 기능 키 

등을 사용한다. 대화상자 구조는 반드시 직무요건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

며, 논리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예상 사용자 그룹의 어휘 및 문법을 

반 하여야 한다. 대화상자를 구현할 때에는 본 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을 근거로 상세 구현명세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타이핑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각 단어는 문의 경우 일곱 개의 문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 의 경우는 세 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사용자가 입력을 취소(abort)하거나, 원상태로 되돌릴(undo) 수 있어야 

한다.

- 컴퓨터 시스템은 사용자 입력을 일련의 파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컴퓨터 시스템은 사용자의 입력을 체크하고 입력의 결과를 피드백해 주

어야 한다. 또한 명령이 부적절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입력오류 메시지

를 보여주어야 한다.

- 일련의 명령어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리스트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청각신호 (auditory cues)

시스템의 이상상태를 나타내는 청각신호로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할 

경우 서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8) 화면떨림 (flicker)

표시기는 예상 사용자 집단의 표본에서 90% 이상의 피시험자가 화

면 떨림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9) 표시갱신율 (display update rate)

정보표시의 갱신율은 계통 운전변수의 주요한 변화를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정보표시의 갱신율을 1초 이하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10) 샘플링 비율 (sampling rate)

  샘플링 비율은 현장의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기를 의미한

다. 샘플링 비율은 계통 운전변수의 주요한 변화를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충

분하여야 하며 표시 갱신율 보다 커야 한다.

(11) 데이터 건전성 (data integrity)

구현과정에서 가능한 경우 데이터가 정상적인 밴드를 벗어났는지

를 확인하는 건전성 확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할 경우 알

고리즘의 처리결과 비정상적인 데이터는 이와 연관되어 향을 받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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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에 피드백 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의심 가는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12) 눈금설정 (scaling)

눈금범위는 표시변수의 가능한 모든 값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넓어야 한다. 반면에 눈금간격은 주요 값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만

큼 충분히 좁아야 한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중표시기

(multiple displays)를 두는 방법과 동일 표시기 안에 다중 눈금범위 및 간

격을 두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

다. 눈금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정확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

다. 어떤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정확한 수치 값 보다 단순한 역표시가 적

합할 수 있다. 

(13) 반응시간 (response time)

구현한 인간기계연계를 이용하여 운전할 때 한 이벤트를 시작하여 

완료할 때까지 운전원의 행위 및 시스템의 응답 시간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요구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신뢰도

인간기계연계는 운전원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사용가능 하여야 

하며 정확한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구현이 가능한 경우 부적절한 데이터입

력이나 잘못된 표시계통을 감지하는 수단과 이를 운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정 도

데이터의 정 도란 운전원이 표시기로부터 직접 읽을 수 있는 값

의 상세 정도를 의미한다. 데이터는 추정하는 등의 부가적인 행위 없이 직

접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직무가 요구하는 이상의 정 도를 갖지 않아야 한

다.

(16) 정확도

표시형식(display format)과 정 도(precision)는 선정한 입력도

구의 정확도와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시형식의 정 도는 입력의 정

확도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2. 정보의 시각화기법

가. 개요

일체형원자로의 제어실은 정상운전시 1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콤팩트

하게 컴퓨터기반 표시기술을 채택하 다. 이는 아날로그 기술기반의 재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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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에서와 같이 모든 정보가 병렬적으로만 접근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핵심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가 계층구조적인 표시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운전원의 직무수행은 형식이나 내

용면에서 재래식 제어실 운전원과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재래식 제어실 운전원은 모든 정보가 넓은 면적에 걸쳐서 널려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직접 제어반 사이를 이동하면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에 

비하여 일체형원자로 제어실 운전원은 착석한 상태에서 표시기에 설계된 정

보를 찾아 순항한다. 컴퓨터화면은 제한적인 표시 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량의 정보를 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필연적으로 여러 화

면에 정보를 나누어 표시하고 이들 화면을 계층구조적으로 구조화하여 표시

한다. 결국 일체형원자로 제어실 운전원은 재래식제어실 운전원과는 달리 

필요한 정보를 찾기위해서는 착석한 상태에서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화면

사이를 순항해야 한다.

화면사이의 순항과 같은 직무는 어떤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조작하는 운

전원의 직접적인 직무와는 달리 부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부수적 직

무는 운전원의 주의(attention)를 필요로 하고 주의천이(attention shift)

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재래식제어실 운전원의 정보순항 직무와는 달리 

운전원이 연속적으로 직접적인 직무수행에 주의를 할당하지 못하게 방해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운전원 직

무수행도에 향을 미친다.

정보의 시각화 기법은 디지털기술 기반 첨단 제어실의 운전정보 표시계통 

및 전자식운전절차서 계통과 같이 대량의 정보로 구성되는 시스템에서 운전

원의 정보순항 직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운전원으로 하여금 한눈에 전체 정보의 계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순항과 같은 부차적 직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직접적인 직무수행에 보다 많은 주의

(attention)을 할당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직무수행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효과적 정보순항을 위한 정보 시각화의 현안

정보 시각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을 전

제로 해야 한다. 첫째, 보편적으로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 방식을 텍스트 

형식보다는 그래픽 형식으로 한다. 둘째, 제한된 컴퓨터 화면의 공간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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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면상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관심이 있는 정보에 대해 화면의 

공간을 좀더 할당하여 상세함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정보에 할당된 화면 공간을 줄여 제한된 화면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실시간 처리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정보를 유연하게 화면에 표

현하는데 있어 특별한 하드웨어를 요구하지 않고 빠른 속도를 위해 복잡한 

수식을 피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의 일환으로 상기의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

각화 방법 개발을 시도하 다. 즉, 그래픽 환경에서 많은 정보간의 연관성

을 표현하며 제한된 화면에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빠른 실시간 처리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화 방법을 이용하여 2D 환경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 다. 이를 위하여 국

내외의 정보 시각화 기법에 대한 관련연구 및 동향을 조사하 고[89 - 92], 

일체형원자로 시스템의 운전 절차서 등의 정보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정보 

시각화 기법을 비교, 정리하 다. 또한 선택된 정보 시각화 기법을 이용하

여 prototype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 다.

다. 시각화기법 조사 및 분석 결과

정보를 배치하는 형식은 대부분의 시각화 방법에서 트리 형식이나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한 후, 시각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때 각각의 시

각화 알고리즘 특성에 따라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 형태가 다르게 표현된다. 

일체형원자로 제어실의 화면설계에 적용가능한 시각화 기법을 현재 국내외

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트리맵(treemap), 프렉탈(fractal), 대수기하학

(hyperbolic geometry) 및 어안렌즈(fisheye) 기법을 조사 분석하 다.

(1) 트리맵(Treemap)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

트리맵이라 불리는 시각화 방법은 계층형 구조의 정보를 보여주는

데 있어 간단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디스플레이 공간, 즉 화면 공간을 

100% 이용 가능하며, 전체 계층을 사각형의 역에 매핑하는 방법이다. 트

리맵 방법에서는 계층형으로 표현되는 정보들 가운데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서는 좀더 많은 공간을 할당하고 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공간을 덜 

할당한다. 트리맵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리의 구조를 표현하는데 있어 사

각형 경계를 가진 박스(box)의 집합으로 화면 공간을 분할한다. 계층형 정

보 구조는 계층과 관련 있는 구조 정보(structural information)와 각 노드



- 145 -

와 관련 있는 내용 정보(content information)를 포함한다. 트리맵은 이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는 다섯 가지 형식으로 계층형 정

보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31에서 (a)와 (b)는 전형적인 계층 구조 표현 방식으로 정보간의 관

계를 보여주고 있다. (c)와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Ven diagram) 형식

으로 표현된 구조로 레이아웃(layout)은 수작업에 의해 그려지며 또한 공간

이 낭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와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가 보여지는 

공간 채우기(space-filling) 방식의 nested 트리맵이며 (e)와 같은 방식은 

파일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완전 공간(full space) 이용 방식의 트리맵이다.

 

그림 31  계층정보의 5가지 표현방식

(2) 프렉탈(Fractal)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

프렉탈의 기하학적인 특징인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은 트

리의 여러 레벨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가 거대한 트리와 상호작용이 가

능하도록 한다. 트리의 크기가 잠재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한 

노드에 초점을 둘 때, 스크롤이 가능한 윈도우에서 사용자는 그 노드의 부

모 노드와 형제, 자식 노드와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볼 수 없다. 커다란 계

층 구조에서 트리 형태의 정보를 일반적인 트리 레이아웃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표현하는데 이는 노드간의 오프셋(offset)과 노드의 크기에 기반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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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표현되는 트리의 폭은 트리의 깊이와 비례하여 지수적으로 증가된다. 결

국 트리 폭의 증가는 노드가 표현되는 화면 공간을 벗어나게 된다. 이런 문

제가 발생할 때, 일반적인 해결책이 스크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스크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트리의 여러 부분 중 일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

다. 어째든 커다란 트리에서 스크롤을 사용하는 것은 실용적인 사용법이 아

니다. 스크롤에서 한 노드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 노드의 부모, 형제 그

리고 자식 노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시각화 요소(visual element)의 증가는 시스템의 응답 시간

(response time) 뿐만아니라 사용자의 인지력에 향을 미치므로 고려해야 

한다. 사람은 텍스트 형태보다는 시각적 표현에 좀더 빠르고 명확히 정보를 

이해한다. 시각화 요소의 증가는 다이어그램(diagram)을 복잡하게 만들고 

인지력을 떨어뜨리며 또한 시스템의 응답 시간을 감소시킨다. 증가하는 많

은 수의 시각화 요소들은 그래픽의 리프레시(refresh)율을 저하시킨다. 따

라서 커다란 데이터의 시각화 시스템은 시각화 요소를 감소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프렉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유사성을 바탕으로 객체를 표현하게 

된다. 이런 자기 유사성의 특징을 이용하여 여러 레벨을 가진 트리를 보여

주는 것이 가능하다. 프렉탈 트리에서 서브 트리를 확대하 을 때 유사한 

뷰(view)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는 이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  프렉탈 레이아웃의 개념

이런 프렉탈을 이용한 프레임웍을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한계치

(threshold)보다 작은 크기의 노드는 인식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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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초점으로부터 멀어진 노드에 대

해서는 보여주지 않아 자신이 초점을 맞춘 노드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렉탈을 이용할 때 보여지는 노드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다. 한번에 보여질 수 있는 노드의 수를 제한함으로서 좀더 빠른 

응답 시간을 얻을 수 있다.

(3) 대수기하학(Hyperbolic geometry)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

대수 기하학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은 focus+context 시각화 방법

(초점과 정보간의 연관 관계를 제공하는 시각화 방법) 중의 하나로, 이 시

각화 방법의 특징은 중심 부분에 초점에 가지며 이로부터 멀어질수록 정보

의 표현이 작아지는 원근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 시각화 기법은 중심에 

루트를 가진 트리 형태로 나타내어 진다. 만약, 초점이 다른 노드로 이동 

되어지는 경우, 그 노드는 중심으로 이동되며, 이 노드를 기준으로 원근법

을 적용하여 다른 노드들을 보여주게 된다. 이 시각화 기법에서는 한 노드

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양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노드에 대한 정보는 항상 사용자가 어떤 손실없이 계층을 탐색하기 

위해 몇몇 부모노드, 형제노드 그리고 자식노드에 포함시킨다. 

대수 기하학을 이용한 시각화 기법은 일반적인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시

각화 방법보다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계층 구조를 가지며 효과적

인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법은 대수 기하학의 특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수 평면(hyperbolic plane)상에 정보들을 계층 구조 형식으로 보여

주는데 이것은 원형 공간 역에 매핑 된다. 이런 특성에 의해 대수 평면상

에서 원의 원주는 반지름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이는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계층적인 구조의 노드를 

대수 평면 내에서 반지름을 늘려가면서 더 많은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보

여줄 수 있다. 대수 기하학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은 먼저 대수 평면 내에 

트리를 원으로 보여주게 된다. 대수 평면에서 원의 둘레나 역은 원의 반

지름과 함께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트리 형식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은 쉬

운 일이다. 

트리 형식으로 정보가 대수 평면상에 레이아웃 된 후,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2차원 평면에 매핑시키는데 대수 평면내의 unit에 의하여 각도를 나

누고 각각의 unit은 원호를 중심으로 왜곡(distort)을 행한다.이 시각화 방

법에서는 초점을 변화시켰을 때 다른 정보들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속적

인 시각화 변환을 제공한다. 또한 부동 소수점(floating point)의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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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트리형태의 

초기레이아웃

피하기 위해 한가지의 변환 방향으로 연속적인 변환을 만든 후, 원본 레이

아웃(original layout) 내에서 결정된 위치를 적용하게 된다. 대수 평면상

의 원들은 유클리디안 디스크(euclidean disk)상의 원으로 매핑이 되며 트

리의 각 노드에 대해 원형의 표현 공간을 제공한다.

                     

(4) 어안 렌즈(Fisheye Lens) 알고리즘에 의한 시각화 방법

Furnas에 의해 제안된 어안 렌즈 알고리즘은 하나의 화면에서 관

심있는 부분의 정보를 상세히 보여주고 전체 정보들간의 연관 관계를 동시

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어안 렌즈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에서 정점

의 크기와 상세함은 초점으로부터 정점의 거리, API(A Preassigned 

Importance), 그리고 몇가지 파라메터의 값에 의존한다.

그림 34는 어안 렌즈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보를 시각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  어안 렌즈 알고리즘을 이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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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각화 기법 비교

표 4는 앞에서 조사한 대표적인 시각화 기법들의 특징들을 표로 

비교,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각각의 시각화 기법은 서로의 장, 단

점을 가지고 있다. 트리맵의 경우 화면 공간을 100% 사용할 수 있지만, 정

보를 이해가 어렵고, 초점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왜곡율은 없다. 

프렉탈이나 대수 기하학, 어안 렌즈 기법들은 화면에 여백은 존재하나 정보

의 이해가 쉽고, 3D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4가지 시각화 기법

은 정보 구조에 대한 의존도로 트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수 기하학과 어

안 렌즈의 경우는 트리와 함께 그래프를 병행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표 4  시각화 기법의 비교

       기법

 대상
트리맵 프렉탈 대수기하학 어안렌즈

화면공간 100%이용 여백존재 여백존재 여백존재

정보이해 시간이 걸림 즉시가능 즉시가능 즉시가능

초점 존재하지않음 존재하지않음 존재함 존재함

왜곡률 없음 없음 중간 중간

3D 지원유무 불필요 가능 가능 가능

정보구조

의존도
트리 트리 트리,그래프 트리,그래프

라. Hyperbolic 기법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일체형원자로 제어실 운전원의 정보순항직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의 시각화 기법으로 쌍곡선 기하학(Hyperbolic Geometry)을 기

반으로 한 시각화 기법을 prototype 수준으로 설계하고 구현하 다. 

(1) 쌍곡선 기하학 시각화 기법

제록스 PARC(Palo Alto Research Center)에 의해 창안된 쌍곡선 

기하학 시각화 기법은 평면상에 정보를 표현하고 이 평면을 원형의 공간에 

매핑 시킨다[89].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는 화면상에서 하나의 노드로 표현

된다. 노드들은 쌍곡선 기하학에 의해 각각의 위치가 변형되면서 화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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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전통적인 유클리드(Euclid) 좌표 계의 점을 비-유클리드

(Non-Euclid) 좌표계로 옮기는 과정인 것이다. 전통적인 3차원의 모습을 실

제로 초월하는 공간을 내포하고, 2차원의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과도한 동력

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쌍곡선 기하학의 기본 이론은 평행선이 멀리 갈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계층들이 쌍곡 평면

(Hyperbolic Plane)에 일률적으로 배열이 되며, 또한 부모 노드와 자식 노

드, 형제 노드들 사이의 거리가 거의 같게 됨으로써 연관성을 유지 할 수가 

있다. 그 결과로 노드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가 보이고, 초점을 제공함으로

써 화면상의 다른 부분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초점과 배경을 겸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방식을 초점과 배

경 기술(Focus + Context Technique)이라고 한다. 쌍곡 평면은 추상 개념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자의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 이론적인 바

탕은 다음과 같다. 

쌍곡선 평면을 나타내는 모델에는 Klein 모델과 Poincare 모델이 대표적

이다. Klein 모델은 원형으로 나타내었을 때 그 모형과 성질이 전통적인 원

과 같게 나타난다. 다만 그 원안의 점들이 쌍곡 평면의 점을 표현한다. 점

들로 이루어진 직선은 보이기는 일반 직선처럼 보이지만 쌍곡 평면상의 비-

유클리드 직선인 것이다. 또 Klein 모델과 Poincare 모델은 동형(同形)이

다. 서로 보이는 모양은 틀리지만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5  Klien 모델과 Poincare 모델

그림 35는 Klein 모델과 Poincare 모델의 모습이다. 쌍곡 평면에서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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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추상의 개념이다. 쌍곡 직선은 

평행성을 제외하고는 유클리드 직선의 개념과 유사한 추상개념을 묘사하는 

무정의 용어인 것이다. 따라서 쌍곡 평면의 직선을 보이게 하는 문제는 쌍

곡 대상들을 표현해 내는 유클리드 대상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

을 나타내 주는 것이 Klein 모델과 Poincare 모델 등의 비-유클리드 모형이

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 유클리드 평면상에 원형의 좌표 계를 만

든다. 좌표 계에는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이 위치하고, 그 평면 위에 원의 

반지름과 같은 반경을 가지는 하나의 구(球)를 위치시킨다. 점을 그 구로 

90도 각도로 사 시켜 구의 겉면에 위치시킨다. 이 점들은 구의 극점에서 

본래의 평면위로 입체사 을 시킨다. 그러면 점의 위치가 이동이 되면서 본

래의 원보다 더 큰 모양의 원으로 사 이 된다. 그리고 그 점들의 위치는 

본래의 직선의 모양이 아닌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된 모형이 

Poincare 모델이다. Klein 모델이 일반 유클리드 도형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림 36  Poincare 모델로의 변환

 

그림 36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점 A, B 가 A' 와 B'로 표현되면서 

직선상의 점이 있던 두 점이 곡선의 호 위의 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Poincare 모델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본래의 성질, 원이나 구에서의 직

선의 성질을 읽지 않는 상태로 유클리드 평면에 매핑이 된다. 따라서 속도

는 그리 빠르지 않으나 정확한 모형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



- 152 -

구에서는 Poincare 모델을 이용하 다.

쌍곡선 기하학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의 특징은 정보가 원형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표현되는 정보의 크기가 작아지고 많은 정보를 화면에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전체 정보들 간의 연

관 관계를 보여주면서 사용자의 관심의 이동에 따라 다른 시각화 방법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통일된 방식으로 정보를 표현한다는 점이다. 또한 평면상

에서 원의 반지름을 증가시킨다면 화면 공간을 좀 더 활용 할 수 있다.

(2)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구성

Prototype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CRT 화면에 

나타날 그래픽 화면이 운전원, 즉 사용자가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나타내

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화면 설계 시 화면의 윤곽과 분할에 대해 그 역들

의 정보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나의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는 기능

적 또는 계통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도록, 상태 정보뿐만이 아니라 정보 상태

도 나타내도록 구현하 다. 정보를 화면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알고리즘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원을 이용한 

방법을 채택하여 정보를 화면에 표현하 다.  

표현해야 할 정보의 양, 즉 시각화해야 할 요소의 양은 이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응답시간에 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증가에 비례하여 

사용자의 인지력에 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은 많은 정보의 양을 인지할 

때, 텍스트 형태보다는 그래프 등의 시각적 표현에서 더 빠르고 명확히 정

보를 이해한다. 그러나, 시각화 요소의 증가는 증가하면 할수록 다이어그램

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스템의 응답시간을 길게 만든다. 증가하는 많은 수

의 시각화 요소는 그래픽의 리프레시(refresh)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

량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시각화 시스템은, 정보를 한 화면에 나타내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와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prototype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현하 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대량의 정보를 가정하여 계층적으로 구성한다. 이것

은 각 노드의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Root 노드를 중

심으로 하는 전체 Tree 구조를 생성하게 된다.생성된 Tree 구조는 일반 좌

표에서 원형의 공간에 배치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성된 Tree 구조의 

노드들을 원형의 좌표에 매칭시켰다. 원에 매칭 된 좌표는 Hyperbolic  기

법에 기반을 둔 시각화 알고리즘을 다시 적용하 다. Hyperbolic 기법을 적

용하여 일반 좌표의 노드들을 Hyperbolic 상의 좌표로 변환함으로써,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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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를 갖는 노드들은 Root를 정점으로 해서 반구 위의 표면에 있는 노드인 

것처럼 표현하 다. 반구 위에 사상 된 노드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노드를 

화면의 중심으로 끌어다 놓는 작업으로, 중심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확대되

며 그 내용을 확실히 나타내게 된다. 또한, 각 노드에 대한 상세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노드와 연계시켰으므로 특정 노드에 대하여 상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3) 구현 결과

쌍곡선 기하학의 수식을 적용한 정보 시각화 기법을 이용하여, 2D 

화면상에서 마치 가상의 구를 통하여 3D 화면상에서 정보를 표시하듯이 나

타내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 다. 그림 37과 그림 38은 구현한 정보 시각화 

시스템에서 정보를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의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구현

된 시스템에서는 처음 정보의 노드가 그림 37과 같이 초기화 된 상태에서, 

위치의 이동이 발생하 을 경우 그림 38과 같이 정보 노드를 나타내는 트리

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루트 노드는 항상 전

면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37  실행된 시각화 시스템의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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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정보의 위치가 이동된 후의 모습

마. 구현결과의 검토

기존의 시각화 방법은 점점 증가되는 정보를 제한된 컴퓨터의 화면

에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집

중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대량의 정보표시 페이지를 갖는 

시스템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Pull-Down Menu 또는 Pop-Up Menu 

등과 같은 화면간 순항 방식은 전체 정보표시 구조상에서 현재의 위치를 파

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과 사용자로 하여금 과도한 주의(attention)를 요

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결국 운전원의 작업부하 증가를 초래하며 

현재 이와 같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yperbolic 시각화 기법을 이용한 정보 시각화 기법은 운전원으로 하여금 

한눈에 전체 정보의 계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

써 정보순항과 같은 부차적 직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일차적 

직무수행에 보다 많은 주의(attention)을 할당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직

무수행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정보표시계통과 전자식운전절차서(COP) 

계통 등의 설계에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순항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기법은 주제어실 표시화면 자체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한 화면에 보다 넓은 표시 역을 가능하게 하므로 결국 적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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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로 구성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점이 이

동함에 따라 왜곡되는 운전정보가 운전원 직무수행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추후에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

를 일체형원자로 제어실 정보표시 화면에 적용할 수 있다.

3. 안전통신망 구조개발[56,57]

가. 안전통신망 설계기준

(1) 사건기반(Event-Based) 보다는 상태기반(Status-Based)이어야 한

다. 

일체형원자로 안전관련 시스템을 위한 통신구조는 전송 노드수, 

전송량, 전송경로 등이 고정적이어야 한다. 사건기반 구조의 경우에는 전송

량과 전송지연시간의 가변성으로, 과도상태 또는 비정상 상태에서의 전송 

예측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정된 데이터량과 전송로에 의하여 일정간격

으로 전송하는 상태기반 전송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2) 결정론적이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안전관련 시스템을 위한 통신망은 예측 가능한 명확

한 전송구조이어야 한다. 비결정론적인 구조는 예상치 않은 메시지에 의한 

전송지연시간의 초과나 미감지 에러에 의한 요구 전송기능을 상실할 수 있

다. 결정론적 요건은 정상 상태 뿐만 아니라 에러 복구 상태시에도 고려되

어야 한다. 전송 기능에 포함되는 불확실한 행위에 대한 요소를 배제하고 

전송 에러에 대하여 명확한 감지 및 복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3) 통신경로에 대한 분리 및 격리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안전관련 계통의 중복 모듈간 및 안전관련 계통과  

비안전 계통간의 데이터 전송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격리된 구

조를 갖도록 하여 다른 모듈 또는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향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송로 연계 부분의 물리적, 전기적인 차단 

기능과 함께 단방향 전송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4) 신뢰도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망 신뢰도는 일체형원자로 각 시스템의 신뢰도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 (고장율, MTBF 등) 또

는 분석, 시험에 의한 정량적 수치 및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5) 검증 및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을 위한 모든 구조,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는 검증 및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프로토콜은 도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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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ability Analysis)에 의하여 검증된 프로토콜 사양으로 구현해야 하

며 위험성 (Hazard)를 갖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케이블을 비롯한 

모든 장치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에 검증된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검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미 증명된 기술이나 방법

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확실한 동작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복잡

한 방법론을 배제하고 단순하면서도 전송이 확실히 보장되는 구조로 설계해

야 할 것이다.

나. 안전통신망 설계요소 분석

일반적으로 통신망 설계시 고려 또는 결정해야 할 요소는 전송매체, 

토폴로지, 프로토콜, 망간 접속장치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설계요소에 대한  

평가요소는 신뢰성, 유연성, 가동률, 보안성, 확장성, 표준화, 전송 지연시

간, 응답시간,  실시각 성능, 에러율 및 복구성, 고장 견딤성, 내잡음성, 

물리적 견고성 등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표 5는 일체형원자로 안전통

신망의 5가지 설계기준을 기반으로 각 설계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1) 전송매체

통신망의 전송매체로는 트위스티드 페어, 동축케이블, 광 케이블 

및 무선이 이용되고 있다.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의 전송매체로서의 평가 

기준은 설계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중 3) 분리 및 격리, 4) 신뢰도 데이터, 

5) 검증 및 확인 요건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신뢰도 데이터의 경우에는 

각 매체마다 충분한 경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비교 대상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전송매체의 선정을 위해서는 전송간의 분리 및 격리 

요건, 검증 및 확인 요건 중 환경 검증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으

로 볼 때, 광 케이블은 다른 전송매체에 비해 전기적인 격리성이 확실하며 

환경 검증성 중 가장 민감한 EMI 향이 없다는 결정적인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광케이블의 커넥터 부분의 정 기술과 습도 향에 대한 대책이 마

련되면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의 전송매체는 광 케이블이 바람직하다.

  

(2) 토폴로지

통신망 토폴로지는 근거리망 응용으로는 성형 (Star), 버스형 

(Bus) 및 링형 (Ring)이, 원거리망으로는 백본형 (Back-Bone), 그물형 

(Mesh) 및 조합형 (Hybrid)이 이용되고 있다. 일체형원자로 통신망은 시스

템 특성상 지역적 제한을 갖는 단일 규모 통신망이며 따라서, 근거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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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버스형 및 링형이 이용된다.

표 5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 설계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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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의 평가는 설계기준의 1) 상태기반, 2)결정론적, 3) 분리 및 격

리 4)신뢰도가 평가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다. 1) 상태기반 요건과 2)결정

론적 요건은 결국 고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노드 추가의 유연성 특성 (버스형)에 대한 완화를 의미하며 각 토폴로

지에 대한 비교는 응용에 따라 따르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다. 3) 분리 및 

격리요건은 토폴로지 구조가 전송과 수신간의 물리적 분리와 전기적 격리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서, 중앙 장치에 의한 물리적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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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격리가 가능한 성형이 유리하다. 4) 신뢰도 요건은 고장의 감지 및 격

리성이 중요시 되며 중앙 스위칭 장치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면, 데이터가 집

중됨으로 인하여 진단이 유리하고 고장시 해당 링크를 격리할 수 있는 성형

이 강점을 갖는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의 토폴로지는 중앙의 

제어장치의 신뢰도를 보장하며 각 노드와 중앙장치간의 링크거리가 비교적 

짧은 조건하에서 성형이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환경 조건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다.

(3) 프로토콜

일체형원자로 시스템은 단일규모의 실시간 제어 시스템의 응용에 

이용되므로 복잡한 구조나 고 기능을 갖는 통신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실시간 데이터의 확실한 전송이 목적이며 이는 OSI 7 계층 프로토콜 구

조 중 물리계층, 데이터링크계층 및 응용계층의 3계층으로 구성함이 적절하

다. 이중, 응용계층은 각 시스템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게 되므로 물

리계층과 데이터링크 계층에 대해 분석하 다.

물리계층이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인코딩, 동기화, 멀티플렉싱 및 매체연

계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매체연계는 매체선택에 따른 기계적, 전기

적, 기능적인 연계조건으로서, 매체에 부합되는 일반적인 요건을 따르면 된

다. 인코딩 방식은 신호 스펙트럼, 클럭킹, 에러검출, 간섭 및 잡음면역, 

가격 및 복잡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을 위한 인

코딩은 전송매체에 따라 선호되며, 전송대역폭의 중앙에 전력을 모으고, 동

기화 및 에러 구조를 만족시키며 비트 에러율이 개선되는 일반적인 요건에 

따른다. 동기화는 비트의 시작과 끝의 동기화와 수신측의 비트 펄스 간격의 

동기화가 요구되는데, 비동기 전송방식은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기

전송 방식이 유리하며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별도의 클럭 라인 또는 자기 

클럭킹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멀티플렉싱은 물리계층 중 일체형원자로 통

신망의 특성에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일체형원자로 통신망이 컴퓨터간 

짧은 거리의 디지털 통신 목적이므로 주파수분할 멀티플렉싱은 제외된다. 

따라서, 시분할 멀티플렉싱이 이용되어야 하며 1)상태기반, 2)결정론적, 5)

확인 및 검증 요건에 따라 통계적 시분할 보다는 동기 시분할 방식을 이용

해야 한다. 멀티플렉싱은 공통매체의 전송권한을 위한 2계층의 매체접근제

어 (MAC, Medium Access Control)와 접한 관계를 갖게 되므로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데이터링크계층의 기능은 링크제어, 흐름제어, 에러제어, 접근제어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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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성된다. 링크제어는 물리적 링크 방식으로 일대일 (Point-to-Point), 

일대다(Point-to-Multi), 다대다 (Multi-to-Multi)로 분류되며 2)결정론적, 

3)분리 및 격리 요건에 따라 일대일 링크 구조를 갖는 것이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에는 적절하다. 논리적 링크는 Connection-Oriented와 

Connectionless로 분류되며 1)상태기반과 2)결정론적 요건에 의하여 연결지

향형인 Connection-Oriented 방식의 결정이 타당하다. 일체형원자로 안전통

신망은 고정적,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설계하므로 이미 예측 및 계산된 충분

한 버퍼크기를 할당해야 하며 따라서 흐름제어가 요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에러제어 방식은 수신측에서 에러수정이 가능한 Forward 방식과 에러감

지 후 결정하는 Backward 방식이 존재하는데,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은 

경성 실시간 특성을 갖고 있는 단순구조가 바람직하므로 부과 전송량 및 처

리량과 불확실성을 갖는 Forward 방식은 배제한다. 또한, 에러감지 후의 재

전송시에는 데이터량과 전송지연시간의 변화로 1)상태기반과 2)결정론적 요

건의 만족여부 및 5)확인 검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통신망은 감지 후 

단순경보 기능이 적절하며 계속되는 에러에 대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에러감지 기능은 신뢰성으로 판단할 때 CRC 방식이 적절하다. 접

근제어 방식은 여러 노드가 공통매체 또는 접속 수단을 이용하는 통신망 특

성상 이들 노드간에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으로서 공통매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어한다. 접근제어 방식은 접근권리를 이미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각 노드에 일정하게 할당하는 고정할당, 명확한 접근순서의 결정 없이 상호 

경쟁하는 랜덤할당, 접근 순서를 정의하기 위해 각 노드에 제어정보 (토큰)

를 전송하는 요구할당, 저 부하에서는 랜덤할당 이지만 고 부하에서는 제어

정보에 의하는 제한-경쟁 방식의 적합할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랜덤할당과 

적합할당은 데이터 전송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2) 결정론적, 

5)검증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요구할당은 비교적 공정한 접근 및 제어

가 가능하지만 제어를 위한 알고리듬이 복잡하며 특히, 전송제어 수단인 토

큰의 분실에 따른 토큰의 재생과 시스템 재구성 (Re-Configuration)시 비결

정론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즉, 2)결정론적, 5)검증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고정할당은 전송 데이터가 없을 때는 대역폭의 낭비라는 단점을 지

니지만 설계시 이를 고려하여 최적화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1)상태기

반, 2)결정론적, 5)검증성 요건에 명확하게 부합될 수 있다. 따라서, 일체

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을 위한 접근제어는 고정할당형이 적합하다.

(4) 망간 접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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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접속장치는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이 여러 하부망으로 구

성되거나  다른 비안전 통신망에 전송연계를 갖는 구성에서, 이를 연계 및 

접속하는 장치로 이용되는 설계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리피터, 브리지, 라우

터 및 게이트웨이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분류는 접속장치가 수행하는 범위

에 의한 것이며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의 하부망 또는 비안전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접속망간의 프로토콜 또는 방식의 차이가 1계층, 2계

층, 3계층 또는 전계층 중 어느 범위인가에 따라 적용 될 것이다. 망간 접

속장치에 대한 요건은 3)분리 및 격리 요건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통신망간 

또는 안전통신망과 비안전 통신망간의 데이터 전송은 물리적 분리 및 전기

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단방향성으로 구현해야 한다. 또한, 안전통신망간

의 접속시에는 2)결정론적 요건에 따라 접속장치 내에서의 지연시간을 포함

한 모든 동작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의 설계요소에 대한 선정 결과를 정리하면 표 6

과 같다.

표 6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의 설계요소 선정 

설계요소 선정 비고

전송매체 광케이블

토폴로지 성형
응용 환경에 따라

유연성을 갖음 

프로토콜

물리계층

인코딩 매체에 따름

동기화 동기전송
별도의 클럭라인 또는 

Self-Clocking

멀티플렉싱 시간분할

매체연계 매체에 따름

데이터링

크계층

링크제어 일대일, 연결지향

흐름제어 N/A 버퍼 용량 계산 요

에러제어 CRC 단순감지

접근제어 고정할당

망간접속 장치 적용에 따름

다. 안전통신망 상용기술 분석

기존 통신망 기술은 크게 원거리망과 근거리망으로 분류하며 원거리

망은 회선교환과 패킷교환기술로 나누어지며 근거리망은 이더넷, 토큰링, 

토큰버스가 대표적이다. 회선교환 방식은 공간분할과 시분할로, 패킷교환은 

X.25, 프레임 릴레이, ATM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더넷은 10 Mbps부터 G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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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매우 다양하며 토큰링은 IBM 토큰링과 토큰링의 수정형인 FDDI등이 이

용된다. 토큰버스는 ARCnet, MAP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망과는 별도로 필

드버스 응용에 이용되는 각 기기공급 업체에서 개발한 수많은 종류가 존재

하는데, 대부분 Master-Slave 구조의 폴링 방식이다.

안전통신망 설계요소 분석에 따르면,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은 광케이

블을 전송매체로 성형의 토폴로지, 동기방식의 전송, 일대일 연결지향형의 

고정적인 접근할당 방식이 적절하다. 전송매체는 대부분의 통신망이 유연성 

있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전송방식은 동기전송 방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각 

상용 또는 산업망 중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에 적합한 망의 판단여부는 

성형의 토폴로지를 갖으며, 링크제어 방식이 일대일 (point-to-point) 연결

지향형 (connection-oriented) 인가와 접근제어 방식이 고정할당형 (fixed 

allocation)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설계요소 대비에 의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

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을 위한 설계요소를 만족하는 상용기술은 회선교환 

방식이다. 회선교환 방식은 일대일 링크, 고정형 접속권한 부여 방식으로 

인하여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의 요건인 상태기반, 결정론적, 분리 및 격

리, 검증 및 확인 등의 제반 요건을 잘 만족시킬 수 있다.

표 7  상용망의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 설계요소 대비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

설계요소

회선교

환
패킷교환 이더넷 토큰링 토큰버스 폴링

일대일

물리적링크
O X X X X X

연결지향형

논리적 링크
O

O(가상회선)

X(데이터그램)
X X X X

고정할당형

접근제어
O X X X △ O

 

라. 안전통신망 구조

상용기술분석에 의하면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은 회선교환 방식이 

적절하며 회선교환 방식의 응용기술 분석 결과, TDM 버스 교환기술이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회선교환 방식의 TDM 버스 교환기술을 바탕으로 일체형

원자로 안전통신망을 위한 기본 설계요소와 교환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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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구조를 개발하 다.

(1) 구성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의 기본구조는 그림 39와 같이, 8 X 8의 

교환구조로 제안한다. 8 X 8의 교환은 망 연계장치에서 이루어지며 각 망 

연계장치에는 8개의 노드가 포함된다. 

그림 39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 기본구조 

N T  1
N T  2
N T  3
N T  4
N T  5
N T  6
N T  7
N T  8

N o d e  1

N o d e  2

N o d e  3

N o d e  4

N o d e  5

N o d e  6

N o d e  7

N o d e  8

N T  1
N T  2
N T  3
N T  4
N T  5
N T  6
N T  7
N T  8

T x

R x

T x

R x

N T  1
N T  2
N T  3
N T  4
N T  5
N T  6
N T  7
N T  8

N o d e  1

N o d e  2

N o d e  3

N o d e  4

N o d e  5

N o d e  6

N o d e  7

N o d e  8

N T  1
N T  2
N T  3
N T  4
N T  5
N T  6
N T  7
N T  8

T x

R x

T x

R x

8개의 노드는 안전계통의 각 프로세스에 해당하며 망 연계장치와의 접속은 

노드접속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노드접속장치와 망 연계장치의 기능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노드접속장치

노드접속 장치는 NIC (Network Interface Card)에 해당하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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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서 연계모듈, 통신제어 모듈, 송수신 메모리 및 신호처리회로로 구성된

다. 프로세서 연계모듈은 프로세서와의 데이터 교환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

로서,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를 위한 인터럽트, 주소검사 및 전송 확인,  

데이터 변환 기능 등을 보유한다. 프로세서로 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송

신 메모리에 저장하며 수신 메모리의 데이터를 프로세서에 전송한다. 통신

제어 모듈은 CRC 생성 및 검사, 데이터의 직/병렬 변환, 주소검사, 송수신 

클럭 공급 등의 통신에 요구되는 제반기능을 수행하고 송수신 메모리의 데

이터와 입출력 신호처리 모듈과의 연계 기능을 수행한다. 신호처리회로는 

송신을 위한 전기/광 변환과 수신을 위한 광/전기 변환, 잡음제거를 위한 

저주파 통과회로, 신호 동기화를 위한 PLL (Phase Locked-Loop) 로직 기능

을 수행한다.

(나) 망 연계장치

망 연계장치는 노드접속장치와 광케이블로 접속되며 노드간 경

로설정을 위한 교환기능을 수행한다. 망 연계장치는 스위칭 제어 모듈, 송

수신 스위칭 모듈, 송수신 메모리 및 노드접속장치로 구성된다. 스위칭 제

어모듈은 망 연계장치의 전체적인 타이밍 제어를 수행하는 모듈로서, 입출

력 경로 스위칭 타이밍과 메모리의 Read/Write 타이밍을 제어한다. 송수신 

스위칭 모듈은 각각 분리되며 스위칭 제어모듈로부터의 타이밍 신호를 받아 

각각 송수신 경로 스위칭을 수행한다. 메모리 및 노드접속장치는 망 연계장

치의 중앙 교환 역할을 위하여 각 노드로부터의 데이터 송수신 저장 및 노

드접속 기능을 수행한다.

(2) 프로토콜 구조

(가) 전송매체

전송매체는 광신호 전송을 위한 Single Mode의 광케이블을 이용

한다.

(나) 토폴로지

송수신이 분리된 성형의 토폴로지로 구성한다. 

(다) 전송제어 (Medium Acess Control, MAC)

구성 노드에 대한 전송권한은 시분할에 의한 고정할당 방식이

다.

(라) 링크제어

모든 노드별 링크는 시분할에 의한 일대일 연결방식을 갖는다.

(마) 전송에러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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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에러제어는 재전송 기능을 배제한 CRC 검사 방식을 사용한

다.

(바) 전송 흐름제어

결정론적인 구조에 의하여 미리 산출된 버퍼 크기를 할당함으로

서, 전송을 위한 흐름 제어 기능을 배제한다.

(사) 동기화

o 비트동기

데이터 수신을 위한 비트 동기는 NRZ + 4B/5B의 인코딩과 PLL (Phase 

Locked Loop)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o 프레임 동기

프레임 시작/종료 동기는 시분할 동기식임에도 불구하고 Preamble과 

Postamble 신호를 부가하여 고려한다. 

o 타임 동기

안전 통신망상의 각 노드는 분산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결정론적 구조를 위

해서는 통신 시작과 종료를 위한 기능이 요구된다. 각 노드간 타임 동기를 

위한 시각정보가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된다.   

(아) 주소부여

시분할 동기식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비안전망과의 연계와 시분

할 구조의 고장에 대비한 진단 정보로서 프레임 정보에 포함한다.

(3) 전송구조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은 각각 8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8개의 망 

연계장치로 구성된다. 각 망 연계장치는 계통 또는 채널 내부 통신망 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망 연계장치내의 모든 노드에게도 일정시간 간격으로 일

정한 데이터량을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총 64개의 노드는 64개의 모든 

노드 (자기노드 포함)에 대하여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

로 전송하는 64 X 64 스위칭 통신방식이다. 

(가) 스위칭 구조

그림 40의 S1과 같은 8개의 망 연계장치 (S1,S2,S3,,,,S8)로 구

성되며 각각의 망 연계장치는 8개의 노드를 포함한다. 망 연계장치는 두 개

의 모듈로 분류되며 첫 번째 모듈인 D1은 8개 노드로부터의 송신 데이터를 

받아 시분할 교환방식에 의하여 각 망 연계장치로 송신한다. 즉, D1의 입력

단은 노드로 부터의 데이터 수신단에 해당하며 출력단은 다른 계통 또는 채

널망에 해당하는 다른 망 연계장치로의 송신단에 해당한다. 망 연계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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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듈인 D2는 8개 망 연계장치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시분할 

교환에 의하여 해당 노드에 데이터를 송신한다. 따라서, D2의 입력단은 각 

망 연계장치로부터의 데이터 수신단이며 출력단은 자기 노드로의 데이터 송

신단이다. 

D1, D2의 모든 입출력단은 각각 8개의 포트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포트는 

해당 데이터 경로에 대한 전용선로를 갖는다. 각 노드는 송수신 선로가 분

리되어 송신 데이터는 D1 모듈로 전송하며, 수신 데이터는 D2 모듈로부터 

받는다. D1의 입력 포트의 스위칭 타임 슬롯은 1 프레임이며 출력 포트는 8 

프레임이다. D2의 입력 포트는 8개의 망 연계장치의 D1 모듈로부터 전송되

는 데이터를 각 입력 포트당 1 프레임씩 출력 포트로 전송한다. D2의 출력

포트는 각 입력포트로부터의 1 프레임씩 총 8 프레임씩 해당 노드에 전송한

다. 따라서, D2의 입력 포트의 스위칭 타임 슬롯은 1 프레임이며 출력포트

는 8 프레임이다. 각 노드로부터의 64개의 프레임을 모두 전송하기 위해서

그림 40  스위칭 구조 

N o d e  1
T x

R x

1 I
2 I
3 I
4 I
5 I
6 I
7 I
8 I

1 O
2 O
3 O
4 O
5 O
6 O
7 O
8 ON o d e  8

T x

R x

1 I
2 I
3 I
4 I
5 I
6 I
7 I
8 I

1 O
2 O
3 O
4 O
5 O
6 O
7 O
8 O

.

.

.

.

S 1 _ D 2 _ 1 I
S 2 _ D 2 _ 1 I
S 3 _ D 2 _ 1 I
S 4 _ D 2 _ 1 I
S 5 _ D 2 _ 1 I
S 6 _ D 2 _ 1 I
S 7 _ D 2 _ 1 I
S 8 _ D 2 _ 1 I

S 1 _ N o d e  2
S 1 _ N o d e  3
S 1 _ N o d e  4
S 1 _ N o d e  5
S 1 _ N o d e  6
S 1 _ N o d e  7

S 1 _ D 1 _ 1 O
S 2 _ D 1 _ 1 O
S 3 _ D 1 _ 1 O
S 4 _ D 1 _ 1 O
S 5 _ D 1 _ 1 O
S 6 _ D 1 _ 1 O
S 7 _ D 1 _ 1 O
S 8 _ D 1 _ 1 O

N o d e  1
T x

R x

1 I
2 I
3 I
4 I
5 I
6 I
7 I
8 I

1 O
2 O
3 O
4 O
5 O
6 O
7 O
8 ON o d e  8

T x

R x

1 I
2 I
3 I
4 I
5 I
6 I
7 I
8 I

1 O
2 O
3 O
4 O
5 O
6 O
7 O
8 O

.

.

.

.

S 1 _ D 2 _ 1 I
S 2 _ D 2 _ 1 I
S 3 _ D 2 _ 1 I
S 4 _ D 2 _ 1 I
S 5 _ D 2 _ 1 I
S 6 _ D 2 _ 1 I
S 7 _ D 2 _ 1 I
S 8 _ D 2 _ 1 I

S 1 _ N o d e  2
S 1 _ N o d e  3
S 1 _ N o d e  4
S 1 _ N o d e  5
S 1 _ N o d e  6
S 1 _ N o d e  7

S 1 _ D 1 _ 1 O
S 2 _ D 1 _ 1 O
S 3 _ D 1 _ 1 O
S 4 _ D 1 _ 1 O
S 5 _ D 1 _ 1 O
S 6 _ D 1 _ 1 O
S 7 _ D 1 _ 1 O
S 8 _ D 1 _ 1 O

는 D1, D2의 입력 스위칭은 8 포트에 대하여 64번 반복해야 하며 출력포트

는 8번 반복해야 한다. D2의 출력포트 첫 번째 스위칭은 1번 포트로부터 시

작하나 두 번째 반복시에는 2번 포트부터, 3번째는 3번 포트부터, 마지막 8

번째 반복시에는 8번 포트로부터 스위칭을 시작한다.

(나) 입출력 포트

D1의 입력 포트와 D2의 출력 포트는 노드접속 기능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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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의 출력 포트와 D2의 입력 포트는 망간 접속 즉, 망 연계장치간 접속기능

을 수행한다. 따라서, 노드접속 포트는 1번부터 8번까지, 스위칭 장치내의 

자기노드 1번부터 8번에 각각 연결된다. 노드의 송신포트는 D1의 입력포트

에, 노드의 수신포트는 D2의 출력포트에 각각 접속된다. 망 연계장치간 접

속을 위해 각 스위칭 장치의 D1의 출력포트와 D2의 입력포트간 연결이 이루

어진다. D1의 출력포트는 첫번째 포트가 S1으로의 접속이며 S2, S3, 순서로

하여 마지막은 S8로의 접속이다. 이러한 순서는 모든 망 연계장치가 동일하

다. D2의 입력 포트는 첫 번째 포트가 S1으로 부터의 접속이며 S2, S3, 순

서로 하여 마지막은 S8로 부터의 접속이며 이러한 순서는 모든 스위칭 장치

가 동일하다.

(다) 송수신 프레임

각 노드의 송신 프레임은 64개의 프레임을 규정된 순서로 전송

한다. 프레임 순서는 전송하고자 하는 목적노드를 지정하고 있으며 D1과 D2

의 시분할에 의한 스위칭 경로설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해당노드로 전송된

다. 각 노드별 전송 프레임 순서를 보면, 노드 1번은 각 망 연계장치의 1번 

노드로의 전송(S1의 1번, S2의 1번, S3의 1번,,,, S8번의 1번 순)을 시작으

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마지막으로 8번 노드의 순으로 전송한

다. 노드 2번은 각 망 연계장치의 2번 노드로의 전송을 시작으로 3번, 4번, 

마지막으로 1번 노드의 순으로 전송한다. 노드 3번은 3번 노드부터 시작하

여 2번 노드를 마지막으로 전송하며, 노드 4번은 4번부터 3번까지, 노드 5

번은 5번부터 4번까지, 노드 6번은 6번부터 5번까지, 7번은 7번부터 6번까

지, 마지막으로 노드 8번은 8번부터 7번까지의 순으로 전송한다. 이러한 순

서는 모든 망 연계장치에 대해 동일하다. 즉, S1의 노드 1번, S2의 노드 1

번, S3의 노드 1번, ,,, S8의 노드 1번 등, 같은 노드 번호를 갖는 각 망 

연계장치 노드는 모두 동일한 순서로 프레임을 전송한다. 

각 노드는 자기노드를 포함하여 64개의 노드로부터 64 프레임의 데이터를 

정해진 순서대로 받는다. 수신 프레임의 순서는 송신 프레임 순서와 스위칭 

경로에 의하여 고정적이다. 각 노드별 수신 프레임의 순서를 보면, 노드 1

번은 각 망 연계장치의 1번 노드들로부터의 수신 (S1의 1번, S2의 1

번,,,,S8의 1번 순)을 시작으로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의 순으

로 수신한다. 노드 2번은 2번 노드들로부터의 수신을 시작으로 1번, 8번, 7

번, 6번, 5번, 4번, 3번의 순이다. 마지막인 노드 8번의 경우에는 8번 노드

들로부터의 수신을 시작으로 7번, 6번, ,, 1번의 순으로 수신한다. 이러한 

순서는 노드 번호가 같으면  모든 망 연계장치가 동일하다. 송수신 순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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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작은 자기 노드 번호로부터 시작하여 송신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의 노

드번호 순으로, 수신의 경우에는 내림차순의 노드번호 순으로 수신한다.

(라) 스위칭 순서

스위칭은 8 X 8을 기본단위로 한다. 따라서, 64 X 64 스위칭을 

위해서는 8개의 8 x 8 스위칭 장치가 요구된다. 8개의 노드로 부터의 전송

요구 데이터는 각각이 64 프레임의 데이터 스트림 형태로 D1에 입력되며  

D1의 입력 스위칭은 각 노드별로 1 프레임 전송시간 동안 전송경로를 차례

로 할당한다. 따라서, 64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별로 64번의 

경로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64번을 반복한다. 출력 스위칭은 입력쪽 8노

드의 1프레임 데이터를 모두 받아 다른 스위칭 장치로 보내므로 출력노드 1

개에 대한 시간할당은 8 프레임이며 8노드에 대해 8번 반복한다. D2의 입력

은 각 스위칭 장치의 D1에서 전송된 데이터 스트림으로서, D1과 동일하게 1 

프레임 단위로 경로를 할당한다. 따라서, 8개의 입력포트에 대해 64번을 차

례로 반복하여 스위칭한다. 출력 스위칭은 D1과 마찬가지로 8 프레임 단위

로 스위칭하므로 8번 반복한다. 64 노드의 데이터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D2의 출력은 8노드의 출력노드 전송 후 시작 노드를 달리해야 한다. 즉, 8

번의 출력노드 스위칭 반복시 마다 시작노드를 1 노드씩 변경한다. 첫 번째

는 1번 출력노드부터 시작하여 8번 노드까지 차례로 접속하고 두 번째 반복

시에는 2번 노드부터 시작하여 1 번노드를 마지막으로 하며, 세 번째 반복

시에는 3번 노드부터 시작하여 2번 노드를 마지막으로 한다. 마지막 반복시

기인 8번째는 8번 노드부터 시작하여 7번 노드를 마지막으로 할당한다. 

(4) 전송지연 분석

제안된 구조는 결정론적 구조로서, 모든 데이터 전송 경로상의 데

이터 전송 시작과 종료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제안 구조에 대한 각 통신 

링크의 전송경로는 그림 41과 같다.

  최소 전송지연시간과 최대 전송지연시간의 분석 결과는 각각 그림 42 및 

43과 같다. 또한, 그림 44는 각 처리단계별 전송 종료시간을 보여준다. 기

본구조는 8개의 8 X 8 노드접속 장치로 구성되며 각 링크별 전송 프레임 크

기는 1024 비트, 시스템과 노드 접속장치간은 16 Mbps, 전체 통신링크는 10 

Mbps로 설정하 다. 스위칭 속도는 8개의 노드링크 속도를 수용할 수 있는 

80 Mbps, 입력 스위칭 시간은 1 프레임 전송시간인 12.8 usec, 출력 스위칭 

시간은 8 프레임 전송 시간인 102.4 usec이다.

그림 42에 제시된 최소 전송지연시간은 전송 구조상 가장 먼저 전송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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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데이터 전송 경로 

(Tbuf) (D1_In) (D1_Out)

(D2_In)(D2_Out)(Rbuf)(Sysbuf)

(Tbuf) (D1_In) (D1_Out)

(D2_In)(D2_Out)(Rbuf)(Sysbuf)

을 시작하는 S1 노드접속장치, 첫 번째 노드의 분석 결과이다. 시스템과 노

드접속장치간의 전송은 1024 X 64 비트에 대하여 16 Mbps로 송수신 되므로 

각각 4096 μsec, 총 8192 μsec가 소요된다. 모든 링크간 전송은 이 시간 

내에 종료하므로 8192 μsec가 전체 전송지연시간이 된다.  최대 전송지연

시간은 S8의 8번째 노드의 분석 결과이며 그림 3.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45.6 μsec가 소요된다. 분석 결과는 각 장치의 프로세싱시간과 전파진행 

지연시간을 배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연시간은 제시된 결과보다 더 소

요되나 그 범위는 수십 ~ 수백 μsec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적인 송수신 지연시간은 10 msec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전송지연시간 분포 (Min Case : S1, N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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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전송지연시간 분포 (Max Case : S8, Node8) 

그림 44  처리단계별 전송 종료시간

그림 44의 처리단계별 종료시간 분석을 보면, S1 Node 1의 경우 D1, D2의 

출력 스위칭 종료시간이 입력 스위칭 종료 시간보다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3절에 기술한 프레임 전송 순서와 스위칭 구조에 의해 S1의 첫 번

째 출력 링크가 전송 순서상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림 45는 모든 노드

접속장치 수신버퍼의 데이터 도착 종료시간 즉, 전송 지연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노드접속장치의 데이터 수신 종료시간은 망 연계장치별로 동일하며 

망 연계장치별로는 장치 번호 순서에 따라 102.4 μsec 차이를 갖는다. 따

라서, 첫 번째 장치와 마지막 장치 노드들간에는 102.4 μsec * 7 = 716.8 

μsec의 전송지연시간 편차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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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노드접속장치 수신버퍼 전송 지연시간

4. 계측기불확실도 및 설정치 분석

일체형원자로의 안전 및 성능해석을 위한 MMIS 분야의 입력자료 생산과 

관련하여 계측기 불확실도 및 설정치 계산을 수행하 다. 설정치 계산 시 

측정채널(아날로그) 불확실도와 디지털 루프의 불확실도로 나누어 계산하

고, 응답시간 측면에서도 아날로그 기기와 디지털 기기로 분류하여 계산하

다[66,67]. 

아날로그계의 불확실도는 기존 원자로의 아날로그계의 계산과정과 유사하

므로 기존 원자로 아나로그 장비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그러나 아나로그/

디지털 변환이후의 디지털계는 기존의 분석 예가 미미하므로 다음과 같은 

디지털계 오차요소를 고려하여 수행하 다. 

가. 가정

(1) 환경요건 

계측기 불확실도, 채널오차, 트립설정치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측제어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온도, 압력, 습도, 방사능, 화학 등)요건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요건은 광3,4호기 및 울진3,4호기 등의 기

존플랜트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상기 변수들의 계산에 

필요한 기본 입력자료는 광3,4호기의 값을 준용한다.  

(2) 아날로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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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센서, 신호조정기, 케이블 등은 기존 

원자로의 그것과 동일한 성능요건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환

경에서의 계측기 오차, 신호조정기 오차, 케이블, 단자 등에 의한 오차는 

기존 플랜트 값을 준용한다.

(가) 보수유지 및 시험 오차(Maintenance & Test Error; M&TE)

기존 원자로에서 가정한 대상 기기의 정확도(accuracy)에 의한 

오차에 0.2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나) 계측기 교정주기

일체형원자로의 핵연료 장전주기인 약 33개월 간격으로 계측기

의 교정성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계측기의 드리프트는 33 개월 

동안의 드리프트 예상치를 가정한다. 산출방법은 한국표준원전의 교정주기

인 18 개월에 해당하는 드리프트를 이용 추정한다.

(다) 전원변동으로 인한 요차 요인

전원에 의한 오차요인은 제공되는 계측기 전원의 5% 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 배선, 결선, 접합으로 인한 오차요인

정상, 비정상 및 사고시의 배선(cabling), 종단(termination), 

접합(splice)으로 인한 오차는 의존적(dependent)이고 체계적인

(systematic) 오차라 가정한다. 정상조건에서 이러한 오차는 기기의 교정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여 이러한 오차에 의한 향은 무시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3) 디지털화에 따른 오차요인

(가)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A/D Converter) 오차

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로 인한 A/D변환기 오차에 대한 고

려는 기존 원자로에서 부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었던 노심보호연산

기(CPC) 또는 발전소자료취득계통(PDAS)의 예를 도입한다.

(나) 표본 오차(Sampling Uncertainty)

보호채널의 신호처리 주기인 25 ms를 표본 주기로 가정하고 최

악의 이상상태에 대한 각 신호의 시간변화률을 가정하여 산정한다(정상조건 

불확실도 계산시).  사고채널(Accident Channel)에서의 계산은 한 주기 내

에 신호가 상실된 것으로 가정하여 50 ms을 표본 주기로 가정하여 계산한

다. 

(다) 반올림/절삭(Truncation/Round-off) 오차

A/D 변환 후 디지털 워드로 표현되는 신호의 계산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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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오차는 부동점처리 데이터의 유효처리숫자를 기본으로, 한 번 계산시 

유효처리수 중 가장 작은 유효수는 오차가 발생하는 자리수라 가정하고 반

복 계산시 이 개별오차요소를 단순 곱하여 불확실도를 산정한다.

(4) 불확실도 종합

아나로그계에서의 불확실도 종합은 기존 원자로의 경험을 사용하

고, 디지털계의 불확실도 요소는 제곱근합(RSS) 방법을 사용한다. 디지털계

의 불확실도와 아나로그계의 불확실도의 종합은 서로 무관한 오차요소라 가

정하여 역시 제곱근합 방법을 사용한다. 

(5) 응답시간 계산

보호계통 또는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응답시간에 대해서는 타 분

야에서의 요건이 현재 없는 상태이므로 응답시간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

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호 채널별 응답시간을 계산한 결과만 수록

하 다.  디지털화된 보호채널에서의 응답시간요소는 아나로그 특성을 갖는 

기존 플랜트의 그것과는 그 세부내용이 다르다. 응답시간 산정을 위한 보호

채널의 세부요소는 다음과 같다. 

o  총 응답시간 = 센서응답시간(*) + 신호지연시간

o 신호지연시간 = 계측채널 신호지연시간 + 보호프로세서 신호지연시간 + 

스위치기어 열림시간(*)

o 계측채널 신호지연시간 = 아나로그 신호조정기 신호지연시간(*) + A/D 

변환기 및 프로세서 신호지연시간

o 보호프로세서 신호지연시간 =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지연시간 + 동시

논리 프로세서 지연시간 + 개시 프로세서 지연시간 

(* : 기존 플랜트의 경우와 동일한 세부 응답시간 요소)

(6) 계산 값의 보수성

여기서 계산된 값은 기존 원자로를 참조하여 얻은 값으로서 계측

기의 변경이나 디지털화에 따른 추가 오차요인을 완전히 반 하 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타 계산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시 본 문서에서 계산된 

값에 1.2(20%의 보수성을 추가)를 곱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나. 계산결과

(1) 불확실도 및 설정치

표 8은 측정채널 불확실도를 반 한 보호계통 설정치 계산결과이

다. 출력배가시간에 대한 불확실도는 노심열출력(광역채널)의 불확실도 계

산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어 하지만, 출력배가시간에 대한 계산 알고리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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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아 추후 계산할 예정이다.  노심열출력의 경우 1%를 트립 설정

치로 사용하는 운전모드의 경우 선형채널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낮은 출력준

위이므로 광역채널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표 8  측정채널 불확실도를 반 한 보호기능 설정치 계산결과

trip 
functions(1)

analysis 
setpoint

trip set- 
point
(Normal)

trip set- 
point

(accident)

nominal 
channel 
error

accident 
channel 
error

Remark

출력배가시간(초) 15 TBD TBD TBD TBD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330 328.8 328.2 ±1.2 ±1.8 협역채널

노심열출력 (%)

40 32.8 NA ±7.2 NA(3)
-자연순환
-Linear Power

40 32.8 NA ±7.2 NA
-가열운전
-Linear Power

1 0.332 N/A 2E((V ±0.48
)-8)

N/A
-기동운전
-Logarithm 
Power

45 37.8 N/A ±7.2 N/A
-MCP 저속
-Linear Power

115 107.8 N/A ±7.2 N/A
-출력운전
-Linear Power

일차계통 
저압력(MPa)

12 12.38 12.84 ±0.38 ±0.84 광역채널

일차계통 
고압력(MPa)

17 16.51 16.1 ±0.19 ±0.6 협역채널

MCP 저회전 
속도(%)

80 TBD TBD TBD TBD

S/G 고증기 압력 
(MPa)

4 3.76 3.36 ±0.24 ±0.64

 

 (2) 보호기능에 대한 응답시간

표 9는 보호기기능에 대한 응답시간을 계산한 결과이다.  증기발

생기 입구온도를 제외하고는 기존 경수로에서 계산한 값과 거의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의 경우 기존 경수로에서는 트립변수로 

사용하지 않는 변수로서 실제 응답시간을 계산한 결과 약 8.4 초가 산출되

었다.  현재 응답시간에 대한 상위요건은 없는 상태이나, 기존 경수로의 경

험으로 비춰볼 때 산출된 응답시간은 너무 길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  

된다.  응답시간 중 센서응답시간이 6 초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응답성능이 좋은 RTD를 설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174 -

표 9  보호기능에 대한 응답시간 계산결과

trip functions
analysis 
response 
time,초(1)

sensor 
response 
time,초(2)

signal delay 
time, 초(2)

total response 
time,초(2)

Remark

출력배가시간 0.0 0.5 0.5 광역채널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6.0 2.4 8.4 협역채널

노심열출력 

0.0 0.5 0.5 협역채널

0.0 0.5 0.5 광역채널 

일차계통 
저압력

0.6 0.6 1.2 광역채널

일차계통 
고압력

0.6 0.45 1.05 협역채널

MCP 저회전 
속도

TBD TBD TBD

S/G 고증기 
압력

0.6 0.6 1.2

   

5. 핵계측 루프의 디지털화 타당성 분석

가. 기술현안 

기존 원자로의 핵계측계통은 복잡한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하여 핵계

측기로부터 출력된 미세신호를 신호처리하여 노심 출력을 생산한다. 아날로

그 방식은 측정량의 비선형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측정된 신호의 정확한 전

달에서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며 측정과정에서 온도나 주변환경에 의한 오차 

등으로 신뢰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디지털화된 MMIS

를 해석함에 있어 디지털 루프의 해석이 불가피하므로 아날로그 신호처리 

대신 디지털 신호처리를 추구하는 것이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

다. 

나. 검출기 출력의 디지털계 분석[34]

(1) 시스템 모델링

중성자속 계측기로부터 나오는 출력신호는 일반적으로 미약한 전

하펄스이며, 계측기의 임피던스가 대단히 높다. 따라서 계측기와 주 증폭기 

사이의 적당한 위치와 조건이 허락하면 계측기 바로곁에 입력 임피던스가 

높은 전치 증폭기를 설치하여 미소한 전하펄스를 전압펄스로 변환, 증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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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후 저출력 임피던스 회로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계측기, 케이블, 전치증폭기(preamplifier)를 나타내는 모델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측기는 내부 캐패시턴스를 갖고 있는 전류원으로 표현가

능하고 케이블은 전치증폭기와 병렬로 연결된 캐패시턴스와 동일한 입력 임

피던스를 가진다고 가정하며 전치증폭기의 입력임피던스는 케이블 특성임피

던스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전치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저항으로 나타내

고 클리핑 시정수(clipping time constant) τ 1과 시간지연 시정수(delay 

time constant) τ 2를 가지며 출력 임피던스는 충분히 작은 것으로 가정한다. 

위의 가정을 바탕으로 그림 46에 계측기, 케이블, 전치증폭기의 등가회로를 

나타내었다. C o는 계측기와 신호전달 케이블의 캐패시턴스의 합을 나타내

며, R o는 전치증폭기의 입력저항이다. 전치증폭기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

다.

G(s)=
Kω2 s

(s+ω1 ) (s+ω2 )
 (1)

 여기서, K는 이득(gain), ω 1= 1/τ 1, ω 2= 1/τ 2

              그림 46 계측기, 케이블, 

전치증폭기의 등가 회로도

그림 46의 등가회로로부터 전치증폭기가 없는 경우의 계측기에서 출력되

는 평균전압(mean voltage)과 평균자승전압(mean-square voltage ; MSV) 및 

감도(sensitivity)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간 t=0에서 전류 임펄스 응답에의

한 출력전압 Vi(s)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i(s)=
q

Co(s+ωo)
 (2)

      q : 전류파형의 전하량

     τ o : 입력 시정수(CoRo), ω o= 1/τ o

따라서 식(2)에서 계측기의 전자 수집시간이 입력 시정수 τ o보다 충분히 

작은 값으로 가정하면 Campbell이론[6-7]을 이용하여 평균전압과 평균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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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을 얻을 수 있다.

Edc=n qRo (3)

E rms=
nRo
2C o

q (4)

계측기의 전자수집시간이 τ e인 경우, 전류파형의 펄스폭이 τ e이고, 전류파

형의 최고치의 63.3%일 때 전치증폭기 입력전압은 다음과 같다.

     Vi(s)=
q (1-e

-s τe
)

C oτ es (s+ωo )
 (5)

    v i(t)=
qRo
τ o
[ (1-e

-ωo t
)u(t)-(1-e

-ωo (t-τe )
)u(t-τe)] 

(6)

따라서 이때의 평균전압과 평균자승전압은 다음과 같다.

Edc=n qRo (7)

[E rms ]
2
=
n q 2R o
2C o {

2τ o
τ e
[1-

τ o
τ e
(1-e

- τe /τ o
)]} 

(8)

     단, ξ 1≜
2τ o
τ e
[1-

τ o
τ e
(1-e

- τe /τ o
)] (9)

식(3),(4)과 식(7),(8)에서 시스템 응답을 비교하면 평균전압 Edc는 τ e와 

전혀 관계가 없지만 평균자승전압 Erms 는 τ e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그러

나 τ o/τ e=10이상이면 식(9)는 0.96이상이 된다. 따라서 입력 시정수를 적절

히 선정하면 전자 수집시간에 의한 향을 무시할 수 있다.

(2) 전치증폭기의 출력

 전치증폭기는 계측기와 되도록 근접한 거리에 설치하며 고전압을 

계측기에 공급하여 전하 펄스신호를 발생시키며 전하 펄스신호를 전압펄스

로 변환하여 증폭시키고 주 증폭기와 계측기사이의 임피던스 매칭

(impedance matching) 역할을 한다. 시간 t=0에서 단일 전류 임펄스 입력인 

경우의 전치증폭기의 출력은 식(1),(2)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o(s)=
qKω2s

C o(s+ωo )(s+ω1)(s+ω2)
 (10)

식(10)의 시간 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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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o(t)=qRoKω2{
ω 2e

-ω2 t

(1-
ω2
ω o
)(ω 2-ω1)

-
ω1e

-ω1 t

(1-
ω1
ω o
)(ω 2-ω1)

-
e
-ωo t

(1-
ω1
ω o
)(1-

ω2
ω o
) } 

(11)

          (단, ω o≠ω1≠ω2 )

따라서, 시스템의 평균자승전압은 다음과 같다.

[E 'rms ]
2=

n q2 RoK
2

2Co {
ω22

ωo(ω 2-ω1)
ꀎ

ꀚ

︳︳︳︳︳

1
ω2-ω1

ꀌ

ꀘ

︳︳︳︳︳

ω2

(1-
ω2
ωo
)
2

+
ω1

(1-
ω1
ωo
)
2

-
4ω1ω2

(1-
ω1
ωo
)(1-

ω2
ωo
)(ω2+ω1)

ꀍ

ꀙ

︳︳︳︳︳

+
4

ωo(1-
ω2
ωo
)(1-

ω1
ωo
)

ꀌ

ꀘ

︳︳︳︳︳

ω2-ω1

4(1-
ω2
ωo
)(1-

ω1
ωo
)

+
ω1

(1-
ω1
ωo
)(1+

ω1
ωo
)

+
ω2

(1-
ω2
ωo
)(1+

ω2
ωo
)

ꀍ

ꀙ

︳︳︳︳︳

ꀏ

ꀛ

︳︳︳︳︳} 
(12)

   - ≜
n q

2
R oK

2

2 C o
ξ 2 (13)

식(13)에서 ω 2≫ω o >ω 1가 되게 선정하면 ξ 2= ωo/(ω o+ω1) 이다.

(3) 이산화 모델링

계측기에서 출력되는 감시계통의 이산화하기 위해서 연속계에서 

모델링된 식(10)을 이용한다. 연속 시간계를 이산 시간계로 변환하는 기법

에는 쌍선형 변환기법과 matched pole-zero(MPZ) 등의 방법이 있다. 쌍선형 

변환법은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4]으로 본 논문에서는 쌍

선형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이산 시간계로 변환한다.

연속시간 시스템을 Gc(s)라 하고 이를 디지탈 시스템으로 구현한다고 가

정하면 샘플링구간 T는 샘플링 주파수

f s=
1
T
, ω s=

2π
T
 

를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쌍선형 변환기법에서 라플라스 변환 변수 s와 Z

변환 변수 z사이의 관계는 z=e sT에 의하여 변환된다. 식(10)으로부터

 Gc(s) =
Kω2s

C o(s+ωo )(s+ω1)(s+ω2)
 (14)

이다. 각각의 극(pole)은 s=ω o,ω 1,ω 2 이며 점은 s=0를 갖는다. 그리고 

상대차수(relative degree) r=n-m=2이다. 따라서 BLT에 의한 이산시간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G(z)=
Kω2

2(z-1)
T(z+1)

Co { ( 2(z-1)T(z+1)
+ωo)(

2(z-1)
T(z+1)

+ω1)(
2(z-1)
T(z+1)

+ω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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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z)= Kω2
C o [

T
2
(z+1) ]

2 (z-1)

( ( 1+
ωoT

2
)z-(1-

ωoT

2
))( ( 1+

ω1T

2
)z-(1-

ω1T

2
))( ( 1+

ω2T

2
)z-(1-

ω2T

2
))
 

(16)

  따라서, 식(16)은 식(10)의 시스템을 샘플링 시간 T에 의하여 이산화 하

고, 식(10)이 안정한 전달함수이면 변환된 식(16)도 또한 안정하다.

다. 모의 실험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계수

(parameter)를 갖는다고 가정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short cable>

ω 1= 1.41×10
5
rad/ sec , ω 2= 3.14×10

6
rad/ sec

C o= 327㎊, Ro= 5.1㏀, K=178

ω o=6.00× 10
5
rad/ sec

q n= 1.4×10
- 13
Coulombs/pulse

<long cable>

ω 1= 1.41×10
5rad/ sec , ω 2= 3.14×10

6rad/ sec

C o= 655㎊, Ro= 5.1㏀, K=178

ω o= 3.00×10
5 rad/ sec

q n= 1.4×10
- 13
Coulombs/pulse

  그림 47은 단거리 케이블을 모델링한 경우의 전치증폭기 출력이고, 그림 

48은 장거리 케이블을 모델링한 것이다. 상기결과로부터 디지털화된 핵신호

처리가 가져야 될 샘플링 주파수는 이론적으로 약 2 MHz 정도로 산출되었으

며, 여기에 보수적 인자를 추가하여 약 6-10 MHz 정도의 샘플링 주파수를 

갖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초장비를 제작, 기초 

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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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전치 증폭기의 출력(short cable)

그림 48  전치증폭기의 출력(long cable)

6. 원자로내 설치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 설계 및 제작성 

가. 기술현안

기존 원자로 중성자속 계측을 위한 계측기 집합체는 원자로 용기 밖

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체형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용기 밖의 중성자속 누설

률은 매우 낮으므로 검출기 위치가 재고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

서는 중성자 측정 민감도가 매우 좋은 계측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원자로 

용기 내에 계측기를 설치하여야만 측정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원자로 용기 밖에서 광역측정 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계

측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일체형원자로의 핵계측기는 원자로 용

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한 상태이다. 원자로 용기내의 환경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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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의 설치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온도의 경우 최고 350 
o
C, 압력의 경

우 17 MPa, 중성자속의 경우 기존 원자로의 최대 누설률 보다 약 1,000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측기 설치공간도 최대 50 mm의 안내관에 삽

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핵계측기의 설치 및 제작요건은 매우 제한

적이며, 현존하는 계측기사양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나. 검출기 설치위치 검토

검출기 설치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측정 역 

요건을 검출기가 충분한 감도로 측정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노외 

중성자속의 측정 역은 핵연료 재장전 및 원자로 기동시의 원자로 출력(선

원 역)으로부터 출력 역까지 모든 구간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산 

최소한 10-8 % - 200% (10 디케이드)사이의 노심출력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

다. 이 값들에 대응하는 중성자속은 원자로의 형태마다 약간씩은 달라지나 

루프형 가압 경수로의 경우 100 - 1010 nv 정도이다. 대부분의 검출기 제작

사는 상기 측정 역을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검출기를 제작하고 있

다.

(1) 원자로 용기 밖 설치검토 

일체형 원자로의 노심 근방의 전체 중성자속 분포를 살펴보면,  

노심 내에는 중성자속 세기가 1014 nv 이상, 노심지지배럴 밖 역은 1013 

nv, 노심지지배럴과 원자로 용기의 중간지점에는 1011 - 1012 nv, 원자로용

기 근방(용기 내)은 108 -109 nv, 그리고 원자로 용기 밖에는 106 - 107 nv 

정도의 중성자속 세기를 가진다[36,37].  중성자속 세기는 원자로 구조물의 

중성자속에 대한 향을 평가하기 위해 계산된 값으로써 보수적인 계산으로 

인한 고 평가된 값임을 감안하면 최적화된 계산에 근거할 경우 전반적으로 

적은 중성자속 누설률 값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용기 

밖의 중성자속 누설률은 200% 원자로 출력일 때 최고 106 nv 정도로 추정된

다. 통상 중성자속 검출기의 광역 측정 역은 10
-8
 % 원자로 출력부터 200% 

원자로 출력이다. 선원역인 10-8 % 원자로 출력에 대응하는 중성자속 누설률

은 약 10
-4
 nv, 출력운전 역에 대응하는 중성자속 누설률은 약 106 nv 로 

정의할 수 있다. 

중성자속 검출기의 각 채널별로 대응되는 중성자속 누설률을 살펴보면, 

기동채널의 경우 10-4 nv - 10 nv, 보호 및 제어기능에 사용되는 광역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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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0
-4
 nv - 106 nv,  협역채널의 경우 약 103 nv - 106 nv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중성자속 분포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작된 모든 중성자속 검출

기의 성능을 검토하여 측정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동채널의 

경우 펄스모드에 의해 측정되는데, 펄스모드 운전이 가능한 검출기 종류는 

핵분열함 또는 BF3  계수기이다. 표 10은 현재까지 조사된 검출기의 펄스계

수 민감도를 나타낸다.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제작되는 중성자속 검출기의 펄스계수 

민감도는 단위 중성자속(nv) 당 수십 cps(counter per second)를 넘지 않는

다. 운전원이 선원 역의 중성자속 정보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펄스계수에 

의한 가청신호가 필요하다.  실제로 가청신호를 주기 위한 최소의 펄스 계

수율을 10-1 cps 라 하면 10 cps/nv의 열중성자 민감도를 가진 중성자속 검

출기의 경우 10
-2
 nv의 중성자속이 요구되는 최소 중성자속 세기가 된다. 이

는 핵연료 재장전 및 기동운전시 발생하는 최소의 중성자속은 10-2 nv 이상

이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중성자속 검출기는 이 값에 부합하는 중성자속 세

기를 가진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표 10  기존 검출기의 펄스 계수 민감도 비교 

Detector Counting Sensitivity Remark

WL-24024

(YGN 3&4 startup 

channel detector)

10 cps/nv BF3 counter

WL-24025

(YGN 3&4 safety 

channel detector)

0.65 cps/nv fission chamber

WH Source range 

detector(upgraded)
20 cps/nv fission chamber

CFUG08

(Photonis)
4 cps/nv fission chamber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용기 밖에 기동채널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

는 중성자속 측정범위가 10
-4
 nv - 10 nv 정도이므로 약 2 디케이드 정도의 

원자로 출력은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동채널을 위한 

중성자속 검출기는 원자로 용기 밖에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검출기 사양수준을 고려할 때 원자로 출력운전시의 중성자속 누설률

이 최소한 108 nv 이상 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므로 원자로 용기안에 기동채

널 검출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 및 보호기능을 위한 광역채널의 경우 핵분열함을 사용하여 10-4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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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까지의 원자로 출력 측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이하의 원자

로 출력은 측정이 불가능하며, 이는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는 기동채널을 이

용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다. 

출력 역(선형출력) 검출기의 경우 103-106nv의 중성자속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핵분열함, 보상전리함 및 비보상전리함 등을 이용하여 측정은 가능

하다.  선형출력정보는 광역 출력정보보다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핵분열함으로는 원자로 용기 밖의 낮은 중성자속 준위로 

인해 기존의 정확도를 맞출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선형출력의 경

우 검출기에서 발생된 직류전류모드에 의해 운전되며, 이는 0-10 VDC의 전

압으로 변환한 후 이를 다시 물리적 의미를 갖는 값인 0-200% 원자로 출력

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때 발생되는 전기신호는 중성자속의 세기와 비례

하는데 기존의 선형출력신호 보다 약 10,000 배 정도 감소한 신호가 출력된

다.  일체형 원자로의 신호처리회로가 기존의 회로와 비교하여 10,000 배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다면 요구하는 측정채널의 정확도를 만족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전자기술 수준으로는 이를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현재까지 검토된 핵분열함을 원자로 용기 밖에 설치하여 선형 출력신호

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핵분열함 보다는 감마선에 의한 전류노이즈 특성이 좋고 알파 붕괴로 인

한 전류가 발생하지 않아 노이즈에 거의 향이 없는 보상전리함

(compensated ion chamber)의 경우는 핵분열함 대신 선형출력 측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전리함의 경우도 측정민감도가 핵분열함 보다 

월등히 좋지 않는 한 실제 적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자로 밖에 모든 원자로 운전 역을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

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광역채널 측정 역의 일부와 협역(선형)채널 

검출기기의 경우 원자로 용기 밖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미약

한 중성자속 신호로 인해 측정신호의 정확도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

다고 판단된다. 

(2) 원자로 용기 근처 설치 검토 

일체형 원자로는 루프형 원자로와는 달리 노심과 원자로 용기 내벽 사이

의 반경방향 거리가 약 80 cm 정도되기 때문에 위치마다 중성자속 누설률 

값은 많은 차이를 지니다.  특히 원자로 용기 내벽근처는 약 109 nv 정도의 

중성자속을 갖는다. 이 값은 일반 가압 경수로에서의 원자로 용기 밖의 중

성자속 누설률과 유사한 값이다. 따라서 중성자속 측정 역 관점에서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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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용기 내벽 가까운 위치에 중성자속 검출기를 설치한다면, 상용로에서 

사용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를 활용할 수 있다.  상용로의 검출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역은 출력운전시 109 - 1011 nv의 중성자속 역을 갖는 부분

으로서 노심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약 50 cm - 80 cm 떨어진 역이다.  이 

역에 검출기를 위치할 경우 비교적 낮는 중성자속으로 인해 중자자속의 

누적선량이 기존 상용로와 유사하므로 검출기의 수명요건은 크게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즉 기존 상용로에 사용했던 핵분열함에서 사용한 핵분열물질인 

U-235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검출기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치위치에 따른 타 구조물과의 기계적 간섭, 원자로 내의 환경요

인에 대한 대처, 검출기 크기제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현재까지 검토된 결과 원자로 용기 내벽 근처는 타 구조물과의 기계적 간섭

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환경요인 및 검출기 크기 제

한요소 등은 해결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앞으로 

자세히 기술한다. 

(3) 노심지지배럴 근처 설치 검토

노심지지배럴 근처의 중성자속 누설률은 1012- 1014 nv 정도이다. 

이 위치는 타 구조물과의 기계적 간섭이 비교적 없는 곳이므로 가장 유력한 

설치위치이다. 이 위치에 중성자속 검출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다. 일체형 원자로 특성에 따른 제한사항 검토

일체형 원자로용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는 원자로 내의 노심지지배럴 

근처에 설치될 것으로 판단된다[37]. 이로 인해 기존 경수로의 노외 중성자

속 검출기가 직면한 설치환경보다는 휠씬 더 가혹환경에 직면한다.  설계제

한 사항은 크게 측정할 중성자속 세기관점, 환경적 관점, 그리고 기계적 관

점으로 나눌 수 있다.  

(1) 중성자속 세기

(가) 측정 중성자속 범위

원자로 출력이 100% 일 때 예상 설치위치에 대한 중성자속은 약 

1013 nv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200% 출력시의 최대 중성자속 세기는 약 

1.0 x 1013 nv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값은 기존 원자로의 노외 중성자

속 설치위치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세기인 약 1010 nv 보다 약 1,000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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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값이다. 설치 위치의 중성자속 세기는 이를 측정하는 검출기의 종류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BF3 계수기는 중성자속이 저준위일 때 즉 선원 역에

서 주로 사용되며 중성자속의 세기가 커지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기

존의 중성자속 감시계통 중 출력 역을 측정하는 검출기 종류는 비보상전리

함과 핵분열함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전리함(ion chamber)의 변형으로서 

중성자속이 일정준위 이상이면 중성자속에 따른 전류발생률이 포화상태가 

되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상용로에 사용된 핵분열함의 경우 약 중성

자속이 1011nv 이상인 경우부터는 측정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보상 전리함의 경우도 핵분열함과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기존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분열함 및 비보상 전리함의 사양으로는 

일체형 원자로의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의 사양을 만족할 수 없다.  

표 11를 살펴보면 미국의 TGM(Thermo Gamma-Metrics) 사가 개발하여 고리

1, 2호기 등, 웨스팅 하우스형의 기존 노외 핵계측기를 대체하여 설치된 핵

분열함의 경우 노외용으로 개발되어 고 중성자속 관련 현안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38,39]. 그러나 하나의 검출기(핵분열함)로 전 운전 역을 측정 가

능하다는 점은 일체형 원자로의 채널공유 목표에 부합된다. 다음으로 프랑

스의 Photonis 사에서 개발한 노내용 핵분열함은 원자로광역운전 역의 측

정이 가능하며 중성자속 측정 역도 최대 1013 nv 까지 측정이 가능함으로 

일체형 원자로의 중성자속 측정 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미국 

 

표 11  주요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의 중성자속 관련사양 비교 

중성자속 역 측정 역 최대 누적선량 비고

Maple unit 1&2

고리 1&2 

(Replacement)

10
-2
nv - 10

10
 nv

2.5x10
10
 nv max

10
-9
 - 200 %

BWR 노내 핵분열함

(Reuter-Storkes)
up to 10

-14
10
-8
 - 200 %

1.24 X 10
22 
nvt

(thermal)

1 % 

sensitivity 

loss

WL-24025

(YGN 3&4 FC)

2.0x10
10
 nv max

10
-1
nv - 10

10
 nv 

10
-7
 - 200 %

CFUE32

(Photonis)
10
3
 -10

13 
nv 10

-8
 - 200 %

2 X 10
19 
nvt

(thermal)

1 % 

sensitivity 

loss

GE사 형의 비등경수로에 사용된 노내 설치 핵분열함은 중성자속 측정 역이 

선원 역에서 최대 1014 nv 까지 측정이 가능함으로 일체형의 요건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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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1].

(나) 검출기 수명

원자로의 수명을 60년으로 가동율을 90%로 가정하여 산출한 속 

중성자속 조사량의 분포를 살펴보면 검출기 집합체의 설치위치에서의 조사

량은 약 1021 - 1022nvt 로서 기존 경수로의 검출기 위치와 비교할 때 약 

1,000배 이상의 많은 조사량을 가진다. 핵분열함의 수명은 핵분열함 내에 

코팅된 핵분열물질과 관련이 있으며, 중성자속의 누적 조사량이 검출기 사

양에 나타난 최대 허용 누적 조사량을 넘으면 검출기의 측정감도는 감소하

게 되어 검출기를 교체해야만 한다.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가 원자로 용기 내에 설치되므로 교체작업이 기존보다 번거러울 것으

로 예상되므로 검출기는 교체주기는 최대한 긴 것이 좋다. 검출기의 수명은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설계수명인 60 년과 동일한 수명을 갖는 것이 가장 이

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10 년 이상의 수명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

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 밖에 설치되었던 핵분열함의 경우 고 

중성자속 환경에 설치한다면 기존 수명의 약 1,000 배 감소한 수명을 갖는

다. 그러므로 검출기의 수명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에서 사용된 검출기는 일

체형 원자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GE 형 비등경수로에 사용되었던 노

내용 광역 핵분열함의 경우 최대 중성자 조사량 허용치는 열중성자 조사량

의 경우 1.24 x 1022 nvt, 속중성자 (>0.1 Mev) 조사량의 경우 1.98 x 1022 

nvt 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와 비교하면 60년의 원

자로 수명 동안 조사된 총 중성자 조사량은 비등 경수로의 경우 제시된 중

성자속 조사량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출기 내의 우

라늄 코딩물질의 수명은 원자로 수명인 60 년 정도는 보장될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검출기의 수명은 중성자 조사량 뿐 만 아니라 운전온도 그리고 

감마 선속에도 향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고온 및 고 감마선

속이 예상되므로 실제 수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기 검출기를 사

용할 경우 최소한 10년의 수명은 보장될 것으로 사료된다.   중성자속 측정

역 관점에서 일체형 원자로의 요건을 만족했던 photonis 사의 CFUE32 핵

분열함은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 2 x 1019nvt의 허용 조사량을 가

짐으로 일체형 원자로의 중성자속 요건에서 운전할 때 그 수명은 약 한달 

여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그러므로 검출기의 수명 측면

에서 CFUE32 핵분열함은 일체형 원자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다) 고 중성자속 요건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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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내 설치에 따른 고 중성자속의 측정능력과 광역운전 역

의 측정 능력을 갖는 검출기는 핵분열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현재까지 기존 원자로에 설치된 핵분열함 중 일체형 원자로의 측정 역 요

건에 부합하는 검출기는 GE형 비등경수로에 사용된 Reuter Stokes 사의 핵

분열함과 프랑스 Photonis사의 핵분열함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핵분열함의 

수명관점에서는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을 일체형에 적용할 경우 최소 

10 년 이상의 수명은 보장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Photonis 사의 핵분열

함은 1년 미만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일체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원

자로 내 설치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는 비등경수로에서 사용되었던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을 사용할 경우 기존 핵분열함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

작이 가능하고, Photonis 사의 핵분열함의 경우는 검출기의 수명연장을 위

해 핵분열함 내의 핵분열반응 물질을 교체하는 설계개선업무가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2) 환경요인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가 위치할 원자로 용기 내에는 가압 경수로

의 고온, 고압, 고습 환경이다.  즉 중성자속 검출기는 17 MPa 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350 
oC의 온도에서 제반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냉각

수의 흐름에 대비한 전기적 봉 및 격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2는 

중성자속 검출기가 설치될 공간의 환경에 대해 기존 경수로와 일체형 원자

로를 비교한 것이다.

표 12  일체형원자로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환경 비교

변수
상용로(한국표준원전) 일체형 원자로

정상조건 비정상 조건 정상조건 비정상 조건

온도
10 degree C 

-50 degree C

up to 188 

degree C

10 degree C 

-310 degree C

up to 350 

degree C

상대습도 5% -95% 100 % submerged submerged

압력
0 - 0 . 3 5 

Kg/cm2

0.35 - 4.2 

Kg/cm2

0- 165 

Kg/cm2
170 Kg/cm2

(가) 온도

핵분열함은 전리함의 일종으로서 중성자의 핵분열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는 온도에 의존한다.  개스로 채워진 전리함 내에 핵분열 반

응에 의해 생성된 이온은 전리함의 양단의 전압인가에 의한 전기장 형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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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양이온은 음극으로 각각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이

온의 이동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42].

v=μ
E
p

여기에서 v는 drift velocity, E는 electric field stength, μ는 

mobility, p는 gas pressure 이다. 

양단에 흐르는 전하의 drift velocity에 비례하므로[43] 결국 전리함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과 μ에 비례하고, 기체압력에 반

비례한다.  전리함에 인가한 전압은 상수로 가정할 수 있으며, μ는 전기장

이나 기체의 압력과는 무관한 상수이다. 따라서 전리함의 출력인 전류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C
1
p

여기에서 C는 상수이다.

전리함 내의 체적을 V라 하면 절대 온도 T 가 가해질 경우 기체압력은 온

도에 비례함으로 전류는 다음과 같이 온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I∝
1
T

핵분열함의 운전운도 범위 내에서 전류는 절대온도에 일차적으로 반비례

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핵분열함의 민감도 역시 온도에 반비례한다. 

일체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분열함은 모든 원자로 운전범위를 측정해야 

함으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측정민감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존 경수

로는 저온에서 핵적가열(nuclear heat-up) 대신에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의한 

간접가열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고온대기상태에서 실제 원자로의 출력의 증

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출기의 정상 운전온도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

로 온도효과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체형 원자로

의 경우 냉각재펌프에 의한 가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핵적 가열이 이루어지

므로 저온에서부터 중성자속의 지속적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검출기는 

이러한 지속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온에서부터 고온까지 넓은 측정

구간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표 13은 주요 검출기의 온도관련 사양이다.

  루프형 경수로에서 사용된 핵분열함의 경우 운전온도 범위 또는 최대 온

도가 일체형 원자로 내부의 온도보다 작으므로 온도 사양 측면에서 부적합

하다. 루프형 원자로의 경우 핵분열함이 원자로 용기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

므로 검출기의 운전온도 범위는 제한적이다. 고리 1, 2 호기에 교체 설치된 

핵분열함의 경우 0.05 %/
oC의 온도계수를 갖지만 운전온도 범위가 제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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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요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의 온도 관련사양 비교 

정상운전 온도 온도 drift 비고

Maple unit 1&2

고리 1&2 

(Replacement)

0-150 
o
C (normal),

Max. up to 220 
o
C 

0.05 %/
o
C

BWR 노내 핵분열함

(Reuter-Storkes)

25 
o
C - 300 

o
C

(Max. up to 350 
o
C)

0.18 %/
o
C

WL-24025

(YGN 3&4 FC)

10 
o
C - 50 

o
C 

Max. up to 188 
o
C

CFUE32

(Photonis)
Max. up to 600 

o
C

있어 온도계수에 의한 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은 약 0.18 /oC의 온도계수를 갖는데 운전온

도인 25 oC와 300 oC에서의 측정민감도는 약 38% 정도의 차이를 지니므로 측

정 불확실도 중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압력 및 상대습도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는 원자로 내의 계측기 안내관에 

설치된다.  계측기 안내관은 일차계통과의 압력경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일차계통 냉각수가 계측기 안내관에 유입됨에 따라 검출기 집합체는 물속에 

잠기는 상태가 된다.  검출기 집합체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매우 미약하여 

외부의 잡음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원자로에 사용된 검출기 

집합체의 경우에도 그림 49와 같이 외부와의 절연 및 차폐를 위해 절연벽, 

검출기 하우징, 다중 차폐 동축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다.  절연벽은 검출기 

집합체와 타 구조물과의 전기적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일차 장벽이며, 검출

기 하우징은 검출기 집합체를 기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 차 장벽일 뿐 만 

아니라 외부의 전자기장으로부터 검출기를 차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검

출기 하우징 내에는 3 개의 검출기가 포함되는데 검출기의 신호선은 2, 3 

중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노이즈 침투가능성을 줄이고 있

다. 

일체형원자로의 경우 계측기 안내관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여서 상용로의 

경우와 비교하여 안내관 자체가 절연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일체형 원

자로의 경우 검출기 하우징이 일차적인 절연 벽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검

출기 하우징 내로 수분이 침투할 경우 검출기의 출력 신호선과 발전소 접지

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외부 노이즈의 침투가 용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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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핵계측 루프의 그라운드 개략도  
검출기 집합체가 위치하는 계측기 안내관의 압력은 일차계통의 압력과 동

일하므로 검출기 하우징은 일차계통의 압력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야 한다. 표 14는 주요 검출기의 압력, 습도 관련 사양이다. 

표 14  주요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의 압력, 습도 관련사양 비교 

정상운전압력

(최대압력)
상대습도 비고

Maple unit 1&2

고리 1&2 

(Replacement)

0 - 0.035 MPa

(0.035-0.42 (DBE))

10%-95%(normal),

(steam (DBE))

BWR 노내 핵분열함

(Reuter-Storkes)
(최대 8.5 MPa)

Dry Tube 

Condition

WL-24025

(YGN 3&4 FC)

0-0.035 MPa

(0.035 - 0.42 MPa)

5% -95%

(100%)

CFUE32

(Photonis)

  루프형 경수로에서 사용중인 검출기 집합체의 압력요건은 표에서 살펴보

는 바와 같이 일체형 원자로의 압력요건인 17 MPa 매우 낮으므로 일체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상대습도는 정상운전동안에는 최대 95%,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100%의 수증기 환경에 직면하므로 일체형 원자로의 침수환경과는 다

르다.

일차계통의 압력에 바로 노출되는 검출기는 비등 경수로의 노내 설치 핵

분열함이다.  그러나 이 핵분열함은 비등경수로의 최대 압력이 1250 p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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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MPa) 정도이므로 가압 경수로의 운전압력에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않

는다.  상대습도 측면에서는 검출기 집합체를 위한 안내관이 건성조건이므

로 일체형 원자로의 침수조건에 맞지 않는다.   

(다) 가혹환경에 대한 해결방안

고온환경에 따른 기존 검출기를 검토한 결과 Reuter Stokes 사

의 노내용 핵분열함이 갖는 최대 온도는 400 oC, Photonis 사의 노내 설치 

핵분열함은 600 
o
C 의 최대온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까지의 온도변화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저온상태(20 
o
C)에서 350 

o
C 까지 검출기가 운전되어야 하므로 감도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의 경우 25 
o
C에서의 

측정 민감도와 300 
oC에서의 측정 민감도는 약 38 %의 차이를 보이므로 측정 

감도를 보상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핵분열함 자체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측정 민감도 변화를 보완하는 방법은 

핵분열함에 공급하는 전압준위를 조절하는 방법 외에는 거의 없다.  핵분열

함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는 온도에 반비례하는데 온도의 변화에 의해 핵열

함 내부의 개스압력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다.  분열함의 내부 부

피가 정해진 상태에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핵분열함의 압력변화율을 보정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핵분열함의 온도계수는 신호처리부에서 보정해 

주는 방법이 타당하다. 온도계수를 보정하려면 검출기 집합체 자체 내에 열

전대를 이식시키는 방법과 타 용도로 사용된 온도센서에서 온도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검출기 집합체의 위치에 열전대가 설치되므로 측정온

도가 정확하여 보정의 정확성이 보장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한된 계측기 

안내관의 크기 내에 열전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회로 및 구조물이 요

구되기 때문에 추가 설계가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RTD를 통해 측정되는 증

기발생기 출구온도 신호를 핵계측 신호처리기에 입력함으로서 온도계수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측정된 온도와 검출기 위치의 온도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가 위치하는 

곳은 증기발생기 출구 즉, 일차계통의 저온 역에 속하므로 검출기 위치의 

온도와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측정장소와의 온도차는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일차계통 저온 역에 대한 온도 구배 데이터가 없으나 

추후 본 방법이 확정되면 온도 구배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출기 위치의 온도

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압, 침수환경 측면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핵분열함은 일체형 원자로

의 압력, 침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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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성자속 측정 역, 수명 및 검출기

의 크기 등에서 일체형의 요건에 부합하는 핵분열함을 이용, 일체형 원자로

의 요건에 맞도록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핵분열함 자체

는 그대로 사용하고 각각의 핵분열함을 감싸는 검출기 하우징을 설계하여 

17 M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출기 하우징

은 전극으로 사용되는 핵분열함의 외부 몸통과 계측기 안내관 및 다른 원자

로 기기와의 전기적 절연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검출기 하우징과 

핵분열함 사이에는 전도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냉각수가 검출기 하

우징 내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기계 구조적 요인

일체형 원자로는 주요 일차계통 기기가 원자로 안에 설치되므로 

원자로 안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이에 따라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를 설치할 공간의 위치, 공간크기 등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일체형 원자로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를 설계 및 제작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검출기 집합체의 허용크기, 삽입 및 제거의 용이성 

등 보수유지 관점이다. 

(가) 집합체의 크기

기존 경수로의 검출기 집합체 크기와 허용 가능한 일체형 원자

로의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의 크기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기존 경

수로의 경우 설치공간이 충분히 커 검출기 집합체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았

으나,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는 엄격하게 그 크기가 제한된다.  검출기로 분

열함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 경수로의 검출기 집합체의 설계 및 제작

은 크기 측면에서 유연성을 많이 지니고 있으나,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는 

특수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출기 집합체 당 3 개의 검출

기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단일 검출기의 크기 및 반경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수직방향 노심 길이가 2,000mm 인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200 mm 내

에 3 개의 검출기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단일 검출기의 전극 및 케이블 공간 

등을 고려하면 최대 검출기 길이는 600 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체형 원

자로 실증로의 경우 수직방향의 노심길이가 1,000mm 이하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단일 검출기 크기는 250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검출기 집합체는 

직경이 50 mm 인 계측기 안내관에 삽입 인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검출기 집

합체의 직경은 50 mm 보다 작아야 한다.   

중성자속을 실제 감지하는 유효 길이 (sensitivity length)는 노심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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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노심의 반경방향 거리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유효길이의 최대는 단일 

검출기의 길이와 동일하며, 최소길이는 현재까지 계산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기존 검출기 검토 

표 15는 기존 경수로의 검출기 집합체의 기하학적 사양이다. GE 

형 비등경수로에 사용된 Reuter Stokes 사의 검출기는 단일 검출기 길이가 

200 mm 로서 일체형 원자로의 요건인 600 mm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기의 반경도 14 mm 로서 일체형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성자속을 실제 감지하는 유효 길이 (sensitivity length)는 75 mm 로서 비

교적 작게 나타났다. 프랑스 Photonis 사의 CFUE32 검출기의 경우 길이가 

150 mm, 반경이 14 mm로서 일체형 원자로 및 실증로의 만족하는 것으로 평

가된다. 유효길이는 56 mm로서 Reuter Stokes 사의 검출기보다 작게 나타났

다.

 

표 15  주요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의 기하학적 사양 비교 

단일 검출기 길이

(mm)
반경(mm)

Sensitivity 

Length
비고

일체형 원자로
600 mm이하(일체형원

자로)
50 mm 이하  

Maple unit 1&2

고리 1&2 

(Replacement)

as required

950 mm

(검출기 집합

체 반경임)

R e u t e r - S t o k e s 

Detector
200 mm 14 mm 75 mm

WL-24025

(YGN 3&4 FC)
1150 mm 160 mm 975 mm

CFUE32

(Photonis)
150 mm 14 mm 56 mm

(다) 기하학적 제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검출기 집합체는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계측기 안내관에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해야 한다.  계측기 안내관이 50 mm의 직경을 갖고 구부러짐 

역이 없는 직선형태이면 기존에 사용한 노내 설치용 핵분열함을 이용하여 

가혹환경 대비를 위한 하우징 설계를 통해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체형 원자로에서는 타 구조물에 의한 간섭 등으로 계측기 안내관

이 곡선구조를 가지므로 검출기 집합체를 계측기 안내관에 삽입 또는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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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큰 제약사항이 되며, 이로 인한 검출기 집합체의 설계 또한 큰 향

을 받게 된다.  검출기 집합체의 구성부분 중 절대 구부러질 수 있는 부분

과 구부러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구부러지지 않는 부분은 개별적인 

검출기 부분이며, 구부리는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검출기 사이의 연결부분, 

그리고 케이블 집합체 부분이다. 그림 50은 검출기 집합체의 개략적인 도면

(초안)으로서 검출기 집합체는 3 개의 구부러지지 않는 핵분열함 하우징과 

어느정도 유연성을 가진 핵분열함 하우징 연결부분, 그리고 케이블 안내관 

등이 포함된다.  상기의 구조는 계측기 안내관이 구부러짐 역을 갖는다고 

가정한 최악의 경우이다.  따라서 안내관 자체가 직선형태이어 검출기 집합

체의 삽입 인출이 자유로울 경우 검출기 집합체의 설계는 단순해진다. 그림 

그림 50 굴곡 역을 갖는 계측기 안내관에 대비한 검출기 집합체 

예비구조 

50 mm G.T

2000 mm 
Core

Rigid Area
300 mm one chamber
housing
(without housing 200 mm)

26 mm chamber radius with housing 
(without housing : 14 mm)

Flexible Area
About 367 mm flexible 
cable area

Chamber housing

Cable connection

Integrated Cable assembly
(flexible)

MI Cable assembly

Support Material to G.T

Inner
Insulator
housing
(dry condition)

Active length

Outer Insulator 
housing
(wet Condition)

Inner 
insulator

200 mm

300 mm

76.2 mm

50 mm G.T

2000 mm 
Core

Rigid Area
300 mm one chamber
housing
(without housing 200 mm)

26 mm chamber radius with housing 
(without housing : 14 mm)

Flexible Area
About 367 mm flexible 
cable area

Chamber housing

Cable connection

Integrated Cable assembly
(flexible)

MI Cable assembly

Support Material to G.T

Inner
Insulator
housing
(dry condition)

Active length

Outer Insulator 
housing
(wet Condition)

Inner 
insulator

200 mm

300 mm

76.2 mm

Inner
Insulator
housing
(dry condition)

Active length

Outer Insulator 
housing
(wet Condition)

Inner 
insulator

200 mm

300 mm

76.2 mm

51은 직선형태의 안내관에 적합한 검출기 예상구조이다. 

(4) 제어전략에 따른 광역 중성자속 측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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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제한사항

일체형 원자로의 운전모드는 루프형 원자로에 비해 복잡하다. 

이 중 기존 경수로에 비해 가장 특이한 운전모드는 핵적 기동운전(Nuclear 

Startup)으로서 원자로를 저온정지상태에서 임계상태로 가져오는 운전양식

을 의미한다.  상용로에서는 원자로를 저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대기 상태

로 변화시킬 때 주냉각재 펌프의 열을 이용하여 일차계통을 가열시킨 후 제

어봉을 인출하여 원자로를 임계상태에 도달시킨다. 그러나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주냉각재펌프의 용량이 매우 적어 주냉각재펌프의 열을 이용하여 일차

계통을 가열시킬 수 없다. 따라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원자로

를 가열시키는데 상용로와는 달리 붕상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어봉으

그림 51  직선형태의 계측기 안내관에 적합한 검출기 집합체 구조

5 0  m m  G . T

2 0 0 0  m m  C o r e

2 6  m m  c h a m b e r  h o u s i n g  

C h a m b e r  h o u s i n g

C a b l e  c o n n e c t i o n

I n t e g r a t e d  C a b l e  a s s e m b l y
( f l e x i b l e )

M I  C a b l e  a s s e m b l y

S u p p o r t  M a t e r i a l  t o  G . T

1 4  m m  f i s s i o n  c h a m b e r

2 0 0  m m  c h a m b e r

5 0  m m  G . T

2 0 0 0  m m  C o r e

2 6  m m  c h a m b e r  h o u s i n g  

C h a m b e r  h o u s i n g

C a b l e  c o n n e c t i o n

I n t e g r a t e d  C a b l e  a s s e m b l y
( f l e x i b l e )

M I  C a b l e  a s s e m b l y

S u p p o r t  M a t e r i a l  t o  G . T

1 4  m m  f i s s i o n  c h a m b e r

2 0 0  m m  c h a m b e r

로만 원자로를 임계상태에 도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원자로에서 나온 열은 

정격출력의 0.1%를 유지하며, 일차계통의 냉각재가 매우 낮은 온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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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원자로가 초임계(super critical)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세한 반응

도 제어가 필요하다. 이 때의 제어로직은 광역 중성자속 감시채널로부터 측

정된 노심출력을 출력배가시간(reactor doubling time)으로 전환하여 이를 

설정치와 비교하여 그 편차에 따라 제어봉을 인출하여 노심을 임계상태로 

보내도록 구성된다. 편차신호 값이 0이 될 때까지 자동운전하며 노심출력이 

0.1 %에 도달하면 노심 기동운전을 멈추도록 구성된다[44,45]. 

따라서 기존 발전소의 제어논리가 출력 역(0%-125% 원자로 출력) 사이의 

선형정보만을 요구하는데 반해 일체형 원자로는 10
-8
 % 부터 125% 사이의 광

역 원자로 출력 정보를 받아 원자로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이로 인해 발

생되는 설계 제한 사항은 제어 성능을 만족하는 광역 중성자속 검출기가 요

구된다는 점이다.   

(나) 해결방안 

일체형 원자로의 제어전략상 광역 중성자속 정보가 필요하므로 

광역신호를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한 협역채널의 비보

상 전리함 대신 분열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 신호는 분열함

에서 발생되는 펄스계수모드(pulse counting mode)와 교류모드 (mean 

square voltage mode)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서 약 11 디케이드(decades)의 

광역 신호가 생성 가능하다.  그러나 광역 신호의 경우 신호의 정확도가 협

역신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정 한 제어로직에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원자로의 정 한 제어를 요구하는 출력 역에서는 기존의 제어신호

와 마찬가지로 협역신호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협역신호는 분열함의 직류 

모드 (DC mode)인 선형 출력을 사용하면 기존의 협역신호와 유사한 사양을 

갖는다.     

7. 보호계통 공통모드고장 분석

 안전 관련 계측제어계통을 설계함에 있어 안전성과 높은 신뢰도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중성을 통한 신뢰

성 확보와 안전성 확보 등의 방법이 있으나 보호계통과 같이 네 채널로 구

성된 다중 계통에서도 하나의 원인으로 인한 공통모드고장의 발생시에 다중

성을 통하여 구축해 놓은 안전성과 높은 신뢰성이 동시에 무너져 안전 계통

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규제 기

관에서는 플랜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네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는 

심층방어 및 다양성 관점에서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은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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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호계통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아날로그 계통에 비하여 유연성, 확장성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기술에 내재한 복잡성, 특히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많은 현안

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통모드고장 역시 소프트웨어와 복잡한 마이크로프로

세서로 구동되는 디지털 기기를 계통 설계에 적용하는 경우에 기존의 아날

로그 계통과는 또 다른 현안을 가져오게 되었다. 디지털 기기 들은 환경적

인 요인에 의한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이 아날로그 계통에 비해 증가하게 

되었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무작위 고장 확률을 적용할 수 없

으므로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복사 본을 이용하더라도 하드웨어적으로 구축

된 다중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계측제어계통의 설계에서 심층방어 및 다양성 관점의 일부로써 계

통의 공통모드고장이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공통모드고장은 단일 사건이 다중 장비와 계통들에게 동시에 향을 끼쳐 

그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사건들로 정의된다. 보호계통의 설계에 있어

서 단일고장기준을 만족시키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다중

화 설계 기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중 장비간에 물리적 종속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공통모드고장 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안전계통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공통모드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설계 및 프로그래밍 오류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 계통은 기

존의 아날로그 계통과는 달리 많은 정보량과 정보처리능력을 갖게 되며, 또

한 아날로그계통에 비해 데이터 전송, 처리기능, 그리고 공정장비 등을 공

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유는 디지털계통이 갖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하지

만, 공통모드고장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하드웨어로써 구축된 다중성을 

파기시킬 수도 있다.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많은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완벽한 공통모

드고장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다양성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설계된 하나의 안전 계통의 공통모드발생 가능성과 공통모드발

생에 대한 방어수단이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한 계통의 

공통모드고장의 평가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요건은 따로 제시되고 있

지 않고 전체 플랜트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 방법론의 일부로 공통모드

고장의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70,71]. 한 계통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 평가는 전체 지침 중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미국의 

규제기관에서 제시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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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초기의 NUREG-0493[69]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NUREG/CR-6303[68]에서 

공통모드고장의 방어수단과 함께 관련 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하는 방어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안전 계통이 갖추어

야 하는 품질, 다중성, 격리의 요건에 추가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

다. 다양성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이나 계통 내부의 

기기 들이 완전한 복사 본으로 구축되는 다중성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나 다른 구현 방법을 이용하여 중복된 기능 수행을 하는 방법이다. 

다양성의 종류로는 인적, 설계, 기기, 신호, 소프트웨어, 기능 다양성이 

있으며 너무 많은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품질, 안전

성을 저하시키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보된 다양성과 공통모드고장의 방어수단을 평가하기 위한 

블록개념과 한 계통의 공통모드고장 분석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블록개념

공통모드고장을 분석하려면 계통의 구성요소들을 정의하여 공통모드

고장에 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한데 모아 

놓아 블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블록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은 공통모드고

장을 가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계통의 부품이나 모듈들을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블록으로 정의한다. 공통모드고장분석을 위해 블록 X에서 가

상된 고장이 블록 Y의 출력신호에 기능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블록 Y의 

출력신호가 블록 X와는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공통모드고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블록을 정의하는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사항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나 기능상 독립되지 않은 경우와 종속적인 관계로 보이는 블록

이 서로 독립된 경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다중 송

신 기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신호들을 송신하는 경우 또는 어떤 한 모듈

에서 여러 개의 신호들을 조합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한 채널의 

신호가 송신되는 시점과 조합되는 지점에서부터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상실

되고, 그러한 신호들은 기능계통 내부에서 다른 블록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

다.

나. 평가지침

다음은 NUREG/CR-6303에 나타난 세부적인 평가지침을 단계 별로 기

술하 다. 아래와 같은 평가지침은 단순히 한 계통의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 원자력 플랜트에 대한 심층방어와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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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결정하는 평가지침이지만 일부 지침을 적용한다면 하나의 안전 계통

에 대한 공통모드고장 분석 지침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공통모드고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소 분석 단위인 블록을 설정해야 

한다. 이 분석방법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구조적 기법에 명시된 분

할 및 정복 알고리듬과 유사하게 분석대상 설계를 하향식으로 상세한 수준

까지 내려가면서 개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블록 선정을 위한 주요기

준은 어떤 한 블록 내부에서의 실질적인 고장이 다른 블록에는 동시에 직접

적으로 파급되지 않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블록이라 함은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하부집합체로서 소프트웨어 오류의 향을 비

롯한 내부 고장이 다른 장비나 소프트웨어로 파급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하

게 가정한 것이다.

공통모드고장에 관련하여 고장 파급 모드는 물리적인 고장과 논리적인 고

장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고장은 전기적인 고장 등이 

있으며 논리적 고장은 소프트웨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파손된 데이터나 파손

된 내부작용에 의한 것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결함에 대한 고장 파

급의 방지 방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설계 시절부터 충분히 고려되어 왔으며 

디지털 계통 역시 아날로그 계통과 유사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 분리, 

전기적 격리, 전기적 차폐, 그리고 전력공급장치들을 분리해서 쓰는 경우로

도 적절히 공통모드고장의 파급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기적으로 연

결된 백플레인 버스 상에 꽂혀져 있는 회로기판용 카드들이 단일 전력공급

장치로부터 전력을 받아쓰는 그러한 디지털 기기는 한 개의 블록으로만 가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분리된 전력공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에 의

한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공통모드고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설계오류로 인한 논리적 고장

의 파급은 하드웨어와는 달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논리적 결

함은 수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는 수신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데이터 송신이 실패할 경우에 생길 수가 있다. 대부분의 

동일한 백플레인 버스에 물려 있는 회로기판용 카드상의 프로세서들은 만약 

그러한 상호작용이 하드웨어 설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공유

된 메모리나 버스상의 통신 왕래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서로 간에 간섭을 일

으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설정된 블록들을 단위 모듈로 구성하여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하

기 위한 다양성분석을 수행한다. 다양성의 속성은 설계다양성, 장비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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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다양성, 인적다양성, 신호다양성, 소프트웨어다양성 등 6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설계 다양성은 동일한 요건을 만족하는 두 설계 방법에 대해서 다

양성을 높이는 방법을 뜻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구현 기술에 대한 내

용이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같이 서로 다른 기술

을 이용하는 방안과 교류와 직류 전원을 이용하는 동일한 기술 하에 서로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장비 다양성은 계통을 구성하는 장

비들간에 공통모드고장의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 입장에서의 다양성

을 뜻하며, 두 그룹들 또는 기기 간의 장비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서로 

다른 설계하의 다른 제작자 혹은 동일한 제작자 그리고 동일한 설계에 대한 

서로 다른 제작자나 서로 다른 버전, 동일한 설계와 동일한 제작자 하에 서

로 다른 CPU 적용 등이 있다. 서로 다른 CPU 구조는 서로 다른 컴파일러, 

링커, 그리고 다른 보조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다양성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성들 간에 접

한 관계를 가지며, 즉 6 가지 속성들이 평가의 편의성을 위해 분류되었을 

뿐이지 그것들이 서로 독립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능 다양성은 두 개의 독립된 하부계 통들 간의 기능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들로서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기본 메커니즘의 적용(중력과 펌프 

이용한 흐름 제어), 서로 다른 작동 및 기능 제어 논리(제어봉 삽입과 붕산

수 주입)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 다양성은 두 개의 계통뿐만 아니라 하나

의 계통 내부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며 공통의 기능적 특성을 가지는 신호부

터 최종 구동단까지 분리된 하드웨어 채널이나 구역으로 구현되는 하나의 

계통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 다양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인적 다양성은 설계에 관련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측

면이 아니라 설계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하며 계통 설계에

서 인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서로 다른 설계회사, 같은 회사 내에서 

서로 다른 관리팀, 서로 다른 설계자, 엔지니어, 또는 프로그래머, 서로 다

른 시험 요원, 설치 요원 또는 인증 요원 등이 있을 수 있다. 관리조직이 

다양성에 가장 크게 향을 주는데 그 이유는 투입되는 재원과 설계자, 기

술자 또는 프로그래머들이 작업하는 공통의 설계 문화를 관리하기 때문이

다. 인적 다양성을 평가하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속성들의 평가보다도 

가장 어렵다. 다만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리 조직을 채

택하는 경우에 각 관리 조직들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

은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보호계통에 경험이 적은 별도의 

조직을 이용하면 다양성은 보장될지는 모르지만, 경험은 훨씬 많으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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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한 조직에서는 피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오류들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 공통모드고장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최

대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신뢰도, 안전성 혹은 품질과 

같은 다른 관점에서 나쁜 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다양성과 정해진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적 해를 찾아야 한다. 

신호 다양성은 간접적으로 서로 같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두 개 이

상의 신호원들을 존재시켜 각 센서 혹은 신호 처리 관점에서 기능의 다양성

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각 신호원들간의 신호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서로 다른 물리적 향들에 의해 감지되는 측정 변수(온도와 압력), 동일한 

물리적 향에 의해 감지되는 측정 변수(압력과 차압 유량계),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유사한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측정 변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다양성은 다양성의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디지털 안전 

계통이 설계되면서 공통모드고장에 가장 취약한 것이 소프트웨어로 판명되

고 있다. 이에 따른 방어수단으로 소프트웨어 다양성이 요구되며 소프트웨

어 다양성은 동일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개발 그룹들에 의

해 설계되고 구현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동일한 요건을 만족

하는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인적 다양

성에 따른 방법을 제외하면 서로 다른 알고리듬이나 프로그램 구조, 서로 

다른 타이밍이나 실행 순서, 서로 다른 운 체제(OS), 서로 다른 프로그램 

언어 등이 가능하다. 

일단 다양성 속성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들을 조합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거나 또는 충분한 신호 혹은 기능 다양성이 존재하는지를 평

가할 수 있다. 어떤 다양성 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

진다.

공통모드고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통의 고장유형을 분류하여야 한다. 규제 요건에서는 계통의 블록들에서 

가상된 공통모드고장이 계통 수준에서 미치는 향들을 3 가지 유형의 계측

제어계통 고장으로 분류한다. 유형 I 고장은 대개가 제어계통에 의해 생긴 

플랜트 과도현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원자로 정지계통 또는 공학적안

전설비 작동계통의 기능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통된 신호 또는 

신호원의 고장으로 인해 원자로 정지계통 또는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안전기능이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한 방어는 공통

된 신호들 또는 장비들과는 다양하게 안전기능들을 달성하는 수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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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Ⅱ 고장은 플랜트 과도현상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지만 환경적 향

이나 물리적 설비의 고장이 플랜트 과도 현상이나 설계기준사고를 일으킬 

때까지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가 필요시에 보호 계통이 대처하지 못한 경우

이다.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보호계통의 다중 채널에서 생긴 

공통모드고장으로 기인한다. 유형 Ⅱ 고장에 대비한 방어수단은 가상된 사

건을 완화시키기에 충분한 다양한 제어계통, 원자로 정지계통, ATWS 완화설

비,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그리고 감시 및 지시기능에 달려 있다.

유형 Ⅲ 고장은 어떤 설계기준사건에 대처해야 할 일차측 센서들이 비정

상적인 값을 나타낼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사고에 따른 향으로 센서의 

응답이 변경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혹은 예상치 못했던 사건 순서가 계측

제어설비에서 취득한 값들을 변경시켰을 수도 있다. 유형 Ⅲ 고장에 대처하

기 위해서는 심각한 사건들을 검출해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호 다양성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 계통의 전체적인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하여 계측제어계통은 플

랜트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어, 원자로 정지, 공학적안전설비 작

동, 그리고 감시 및 지시 계층 등과 같은 네 가지 심층방어 계층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제어계층은 불안전한 운전 역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안전 계통들로 이루어진 계층이며 

원자로 정지 계층은 제어할 수 없는 출력 폭주에 대응해서 원자로 정지와 

같이 반응도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 계통들로 구성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층은 사고 후에 사고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일차 

계통내의 열을 제거하거나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계적, 물리적 

방벽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급 계통들로 이루어져 있

다. 마지막으로 감시 및 지시계층은 사건과 사고들에 따른 인적 대응에 필

요한 센서, 경보 및 지시기 그리고 독립된 수동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어 최

종적인 방어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계층이다. 이러한 기능들을 만드는 계통

은 일반적으로 각 계층별로 제어계통, 원자로 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작

동계통, 안전변수지시와 수동제어기들이 있다. 대부분의 과도현상이나 사고

에 대비한 정상적인 운전체계는 첫 번째 계층 즉 제어기능으로 과도현상을 

완화시키고 완화에 실패하는 경우 두 번째 계층, 원자로 정지가 기능을 발

휘하고, 그리고 사고 조건에 따라 세 번째 계층인 공학적안전설비가 작동하

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층인 감시 및 지시기능이 운전원의 개입을 

통하여 앞에서 열거한 계층들의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

안전 등급의 계층들이 안전 등급의 계층들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공통모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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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상할 때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동작 순서가 반대로 된다. 이러한 

계층을 구성함에 있어 각 계통의 독립성에 더불어 다양성을 확보하여 하나

의 공통모드고장으로 인하여 여러 개의 계층이 동시에 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즉,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는 설계된 계측제어계통들이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이 적음을 평가하고 정해진 순서 혹은 절차에 따라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없이 요구되는 플랜트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보호계통의 공통모드고장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보호계통은 일반적으로 

다중 채널로 나누어지며, 각 구역에는 서로 연결된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

다. 각 블록은 블랙박스로 간주하여 하나의 블록 내에서 가상된 어떠한 고

장도 그 블록의 모든 출력 신호를 상실케 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블록의 

출력 신호들이 가지는 값은 분석할 때 가장 위험한 상태를 초래한다고 가정

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블록의 경우 소프트웨어 고장을 가정한

다는 것은 그 출력은 입력과는 무관한 값을 갖고 최악의 출력 신호를 생산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입력과 출력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논

리는 소프트웨어이고, 그 소프트웨어가 출력에 미치는 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통모드고장분석은 모든 다중 채널들 내에 있는 동일한 블

록이나 유사한 블록들에서 동시에 고장난다고 가정하고 수행한다. 어떤 채

널들은 동일한 블록이나 유사한 블록들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의 

공통모드고장은 한 구역 내에 있는 여러 채널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일한 고장이 모든 보호계통 채널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호

계통 내부에 적절한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하나의 공통모드고장에 

의해 보호계통 전체가 고장나는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다. 고장난 것으로 

가상된 블록들의 출력신호는 고장난 블록으로 들어간 신호들은 보호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출력이 최악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하고 모

든 구역들 내에 있는 유사한 블록들 각각에 대해서는 동시성 고장들을 차례

로 가정해야 한다.

가상된 공통모드고장 발생시 고장난 블록에서 나온 신호들이 하위 블록들

로 전파되며, 그 하위 블록들은 잘못된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동작

하게 된다. 평가지침에 따르면 공통모드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블록들

은 입력의 정확성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입력에 따라 정확하게 기능을 발휘

한 것으로 가정한다.

출력신호는 출력 방향으로만 전송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고장이 직전

의 블록 출력단으로 거슬러 역으로 전파할 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어떤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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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한 개 이상의 출력신호들을 받는 경우 어느 한 출력신호는 다른 출력

신호를 보낸 장비에서의 고장에 의해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못하면, 블록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이고, 출력 상호결선으로 인

해 서로 향을 받은 블록들을 한 개의 블록으로 합쳐서 다시 공통모드고장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호계통 공통모드고장 분석

전술한 보호계통의 구조에 따른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설정

블록은 공통모드고장 분석을 위하여 공통모드고장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적은 최소 분석 단위가 되므로 보호계통의 구조를 다시 블록으로 재

구성하 다. 개발된 보호계통은 네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채널은 

두 개의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또한 각 구역은 각각의 기능 모듈로 하드

웨어 모듈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분할 역은 입력과 출력 신호가 분

리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상호 간의 기능 

수행이나 고장이 서로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 구역별로 소프트웨어 결함 

전파나 공통의 입력과 출력 신호 그리고 공유 메모리의 사용은 배제되어 있

다. 따라서 한 채널내의 각 구역을 공통모드고장의 분석을 위한 블록으로 

설정한다. 다만 전원 역은 공통적으로 같은 채널의 전원을 이용하므로 전

원 모듈의 공통모드고장 발생 가능성은 각 채널별로 분석한다. 블록 설정은 

그림 52에 채널 A 만을 표시하 다. 공통모드고장 분석을 위한 블록들은 그

림 상에서 약간 짙은 색깔의 네모 상자로 표시되어 있고 옅은 색깔의 네모 

상자는 하나의 블록 내부에 존재하는 기능 및 하드웨어 모듈들을 표시한다. 

그리고 하나의 모듈로 하나의 블록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따로 모듈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논리모듈(coincidence)은 다른 채널과 신호가 연

결되어 있으므로 기능 관점에서 연결됨을 나타내고 있다. A 채널과 다른 채

널은 A 채널과 완벽하게 동일하므로 채널 A만을 표시하 다. 

블록 1은 구조에서 설명된 디지털 모듈들로 채널 A 내에서 구성된 하나의 

구역을 블록 1로 정의하 다. 블록 1 내에서 각 기능 별로 디지털 모듈이 

나누어지나 같은 하드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하나의 전원을 공

유하므로 각 고장이 서로 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커서 하나의 블록으로

정의하 다. 블록 2는 채널 A 내에서 블록 1과 다른 구역을 나타낸다.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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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은 하드웨어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나 전원부를 제외하고 신호부

터 개시 신호 생산까지 서로 다른 입력 신호와 다른 논리를 사용하는 기능

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신호 결선이 단 방향으로만 이루어

지므로 블록 1과는 독립된 블록 2로 정의하 다.

블록 3은 디지털 모듈에서 생산된 신호를 입력받아 최종 원자로 트립 신

호를 생산하는 아날로그 회로부로써 두 구역 모두에서 트립 신호를 입력받

으나 이 회로부의 고장이 다른 부분으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독립된 

블록으로 설정하 다. 블록 4는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신호를 생산하는 아날

로그 모듈로써 블록 3과 같은 이유로 하나의 독립된 블록으로 설정하 다. 

블록 5 와 블록 6은 실제 원자로 트립 및 공학적안전설비 구동단으로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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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공통모드고장 분석 블록 (채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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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상세 설계가 진행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념적으로 다른 블록들에 대한 고

장 파급 효과가 없으므로 독립된 블록으로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블록 7

과 블록 8은 제어실에서 운전원 수동 조치가 입력되는 모듈을 의미하며 마

찬가지로 다른 블록들과의 고장 파급 효과가 없으므로 각각 독립된 블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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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 다. 

유지보수패널은 보호 기능 수행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보호계통의 공통모드고장 분석을 위한 블록과는 관련이 없

으며 원격정지제어반과 노심보호연산계통은 계속 설계가 진행 중이므로 현

재 공통모드고장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추후 고려한다.

     (2) 품질

품질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는 품질보증, 실증설계, 내환경, 고장-

안전설계, 운전원연계, 운전 및 보수 절차, 시험 등이 있으며 원자로 보호

계통은 안전 등급 기기로 제작되므로 품질과 관련된 공통모드고장의 발생가

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안전 등급 기기를 사용하

는 보호계통의 품질에 의한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적다. 소 프

트웨어 품질 역시 안전등급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에 의해 개발되고 확인 및 

검증이 수행되므로 잘못된 품질 보증에 의한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은 희박

하다.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다시 검토한다. 

(3) 격리

격리에 요구되는 다양성 확보 수단은 다중성, 독립성 등이 있다. 

다중성과 독립성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성적으로 

평가된다. 평가 결과를 보면 설계된 보호계통은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한 충

분한 다중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된다. 먼저 다중성은 보호

계통의 구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전체 독립적인 네 개의 다중화 채널로 

각 채널은 두 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역은 물리적으로 분리되

어 있으며 전기적으로는 격리되어 있지 않다. 구역이 전기적으로 격리되지 

않은 이유는 플랜트 전체적으로 네 채널로 격리된 전원을 사용하고 있으므

로 더 이상의 격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 구역별로 요구되는 전

원 모듈을 이중화하여 전원 모듈에서 발생하는 고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

다. 두 개의 구역으로 구성되는 보호계통 각 채널은 전원 계통부터 최종출

력 신호까지 전기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하나의 

전원 모듈 고장에 의한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은 각 채널별 전기적 격리를 

통해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 다. 그리고 각 구역별 물리적 분

리를 통해 다른 구역의 하드웨어 모듈들이 공통된 환경의 향을 받을 가능

성도 최소화하 다. 그리고 최종 트립 판단을 위해서 2/4 동시논리 유지보

수 시에는 2/3 동시논리를 수행한다. 독립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각 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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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기능 수행이 아무런 간섭 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하드웨어

적으로 분리 및 격리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서로 고장의 전파가 일어날 가능

성이 없다. 다만 하나의 채널을 구성하는 두 개의 구역은 공통 전원 선을 

사용함에 따라 전원 선에 의한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는 

보호계통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다.

(4) 다양성

다양성은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한 가장 효율적인 방어수단으로써 

인적다양성, 설계다양성, 소프트웨어 다양성, 기능다양성, 신호다양성, 장

비다양성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호계통에서 설계된 다양성 특성은 다

음과 같이 상세히 기술한다.

(가) 인적다양성

다양한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보호계통의 개발 및 설계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보호계통

을 개발한 경험을 가진 설계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계통을 개발, 설계하

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을 가진다. 만일 다른 보호계통

의 개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수단으로 보호계통을 개발, 설계하면 다양성

은 좋아지나 품질관리와 계통 사양의 일관성 유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계통의 개발 및 설계는 동일한 설계자가 수행하고 충분한 검

토 과정과 관련 분석을 통해 개발 및 설계에 대한 인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인적 다양성은 실제 현장에서 정해진 운전 

요원과 유지보수 요원에 따라 결정되며 충분한 훈련과 잘 정의되고 체계적

인 운전 및 유지보수 절차를 통해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설계다양성

인적다양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품질

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정해진 설계절차와 분석방법론에 의해 설

계와 개발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 경우 역시 충분한 검토 과정과 관련 분석

을 통해 개발 및 설계에 대한 설계 다양성을 확보한다. 세부적으로 기능 모

듈은 모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 으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다양한 백업 수

단으로 최종 출력단은 아날로그 회로로 구현하여 디지털 모듈의 이상 상태 

발생시에 최종 출력 신호는 안전한 방향을 유지하도록 고장-안전 요건을 만

족하고 디지털 모듈의 고장에 대처하기 위한 아날로그 설계를 도입하여 공

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이 낮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운전원의 수단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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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하여 최종출력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아날로그 백업 스위치를 운

전원모듈과 유지보수 패널에 장착하 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기술의 조합을 이용하여 적절한 수준의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방어수단을 확

보하 다.

(다) 소프트웨어다양성

소프트웨어다양성은 설계다양성의 특수한 경우이다. 디지털 보

호계통의 설계에 있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드웨어적으로 

구축된 다중성이나 다양성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다양성과는 다

른 항목으로 처리한다. 동일한 명세서를 가지고 한 프로그래밍 조직인 의도

적으로 다양한 설계들을 구현하는 경우에 충분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

므로 동일한 계통설계자와 프로그래밍 조직이 정해진 소프트웨어 요건 명세

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각 구역의 기능 모듈을 프로그램

하여 소프트웨어 다양성을 확보한다. 다만 소프트웨어다양성을 완전하게 확

보할 수단은 현재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 구역내의 기능 모듈은 공통모드고

장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기능다양성을 이용하여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라) 기능다양성

각 채널은 모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나 각 채널내의 모듈들은 

블록 1과 블록 2로 표시된 각 구역별로 다른 입력신호를 선정하고 다른 트

립 논리를 수행한다. 각 구역별 출력 신호는 운전이력에 의해 비교적 공통

모드고장에 강인한 아날로그 회로부에서 통합하여 출력을 생산한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를 위한 최종 출력은 릴레이를 이용하여 비여자 방식과 여자 방

식을 직렬 조합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입력 신호부터 최종 출력 신호까지 

기능다양성을 통해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아직 완전한 

기능다양성을 위한 보호 입력 신호 분할은 수행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을 통해 기능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력 신호

를 각 구역별로 분할한다.

(마) 신호다양성

기능다양성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호 기능 수행을 입력 신호

를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하여 블록 1과 블록 2에 각 구역별로 분할한다. 따

라서 입력신호 관점에서 신호다양성을 살펴보면 신호다양성을 이용한 공통

모드고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최종 구동 신호 

관점에서 신호다양성을 살펴보면 최종 구동 회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므

로 기존의 보호계통과 유사한 정도의 공통모드고장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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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보호계통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력 신호의 적절한 분할과 이에 따른 

기능다양성의 확보를 통해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은 줄었다고 판단된

다.

(바) 장비다양성

블록 1과 블록 2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디지털 모듈은 동일한 사

양을 통해 동일한 DSP 프로세서를 이용하 지만 각 구역별로 모듈은 다른 

회사의 설계 및 제작을 거쳐 구현되었다. 장비다양성의 수준으로 보면 완벽

하지는 않으나 품질 관련의 측면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회로기판의 설계를 

통하여 공통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보호계통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은 최소

화할 수 있다.

라. 공통모드고장 분석결과

보호계통의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완벽하지는 않으

나 각 다양성 항목에 대하여 기본적인 요구 수준 이상의 다양성을 확보하

다. 물론 같은 메인 프로세서의 사용(DSP), 같은 설계 방식 등의 몇 가지 

제한 사항은 가지고 있으나 너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품질 저하와 신뢰성을 감소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다양성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층방어 개념의 한 계층인 원자로 보호계

통 자체적으로도 예상 가능한 공통모드고장에 강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는 평가지침에 따라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심층방어 계층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해야 한다. 현재는 심층방어 계층 중의 하나인 보호계통 내부의 공통모드고

장에 대비한 다양성 방어수단을 분석하 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로 이루어

지는 계통은 정량적으로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

로 제어계통과의 다양한 설계와 장비 다양성을 통하여 보호계통의 공통모드

고장 발생에 대처하고 있고 백업 스위치와 같은 수동 제어기를 통하여 심층

방어 개념에 입각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어계통은 보호계통과 디지

털 기술은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비와 인적다양성 측면에서 완벽

하게 다양한 설계, 제작, 기능, 신호, 장비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는 보호계통과 달리 상용 실시각 운 체제를 도입한 C 언어로 기

능을 구현한다. 따라서 제어계통과 보호계통은 충분한 다양성 설계를 하여 

심층방어 1,2 계층간의 다양성도 확보하 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는 근본

적으로 다른 아날로그 기술을 채택한 백업스위치를 설계하여 심층방어의 마

지막 계층인 운전원 수동 조치에 대하여 다양성 수단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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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시스템 프로세서 및 버스 선정 평가

가. 프로세서 선정 평가

디지털 보호계통에서 사용할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속도와 신뢰성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프

로세서를 비교, 분석하여 보호계통에 사용할 프로세서를 선정하 다. 프로

세서 선정시에 기준이 되어야 하는 보호계통의 기능과 관련된 요건은 소프

트웨어의 동작에 대한 명확한 일대일(line by line) 분석이 가능해야 하고 

저급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명확성 요건, 

디지털 보호계통의 시스템 버스로 선정된 VME 버스의 어드레스 제어 및 인

터페이스 제어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해야 하는 VME 버스 규격 준수 요건, 

디지털 입력신호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하며 고속의 연산제어를 

위해 입출력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실시간 신호처리 요건, 신

뢰도 분석을 위한 분석 자료 제공 요건, 보호계통내의 각 모듈은 10msec 이

내에 허용 제한치를 넘지 않는 응답 시간 보장 요건, 전자부품 환경요건 중 

인허가에 필요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기능 저하 없이 동작해야 하는 열부하 

감당 요건 등이 있다. 또한 원활한 보호계통의 설계를 위하여 제공받아야 

하는 일반 요건으로는 기술지원, 운전이력, 품질보증 확인, 시장 점유율 등

이 있다. 프로세서 자체의 기술적 요건으로 하드웨어적인 요건과 기능 요건

이 있을 수 있으며 먼저 하드웨어적인 요건은 프로세서 성능과 관련하여 명

령어-세트 구조, 프로세서 구현 및 제어 기술, 캐시와 메모리 계층 구조에 

대한 기술 분석을 선행하여 안전등급 기기로 사용 가능한 명확한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세서 기능에 관련된 요건으로는 명령어 처리속도, 

데이터 형식, 버스 및 메모리 구조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선정 요건은 표 

16에 나타나 있다. 

현재 산업계에서 멀리 사용되는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거의 인텔과 모

토롤라, TI(Texas Instrument)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

는 호환성이 중시되는 DOS 운 체제의 퍼스널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모토롤러 범용프로세서와 TI의 DSP는 성능과 신뢰성이 중요시되는 산업계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모토롤라 범용프로세서(MC68040)와 TI의 

DSP(TMS320C40)를 비교하여 프로세서로 선정하 다. MC68040은 120만개 이

상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0.8μm HCMOS 마이크로 프로세서로서, CISC 아키

텍처를 사용하며 인텔의 i80486과 비교될 수 있다[75,77]. VME 버스 규격을 

준수하며 신뢰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MIL. SPEC.을 만족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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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표준의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고 장기간의 운전이력을 통한 폭넓은 기

술지원을 하고 있다. TMS320C40은 TI사에서 개발한 고성능 32비트 부동소숫

점 연산 방식의 범용 DSP 마이크로프로세서 소자이다[73]. 신뢰도 평가의 

기준이 되는 MIL SPEC을 만족하고, VME 컨트롤러를 통하여 VME 버스와 인터

페이스 할 수 있다. 부동소수점 표현에서 빠른 계산을 위해 IEEE 표준과 다

른 데이터 형식을 쓰지만, 빠른 데이터 변환이 가능하다. 운전이력은 

MC68040보다 짧지만 현재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기술지원도 원활

하게 이루어진다.

디지털 보호계통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세서를 선정하기 위해 프로세서의 

적용성, 용이성, 경험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모토롤라와 TI DSP를 주 선정대

상으로 하 으며, 디지털 보호계통의 기능요건, 프로세서 제공 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프로세서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프로세서의 기능에 

따른 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설정하 다. 이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모토롤라 프로세서와 TI DSP 프로세서

를 평가하 으며 Upgrade/기술지원, 실시간 디지털 신호처리, VME 버스의 

규격 준수, 병렬처리 기능 지원, 프로그램의 명확성, 마이크로프로그래밍 

용이성, 메모리 구조와 같은 일부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 다.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모토롤라 범용프로세서와 TI의 DSP는 

근본적으로는 CISC기반 프로세서들로서 구조적인 조건은 모두 만족한다. 모

토롤라 범용 프로세서(MC68040, MC68060)는 VME 버스와 호환성이 좋다는 장

점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분야에서는 DSP에 비

해 성능이 떨어지고, SCOPS와 연계 시 호환성 문제, 소프트웨어에 의한 병

렬처리 기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TI DSP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74,76]. 

또한, 과거의 DSP는 디지털 신호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부기능을 

축소하는 경향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신호

처리 뿐만 아니라 고속 연산제어 분야에서 응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입출력 

제어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등 범용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TI DSP를 선정하

다. 디지털 보호계통 프로세서로 선정된 TI DSP는 VME 버스 컨트롤러를 통

하여 VME 버스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 내부에 입출력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범용

프로세서로 사용할 수 있다. 프로세서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MIL-PRE-38535를 만족하며, TI의 기술지원 센터 및 Relex 라이브러리를 통

하여 신뢰도 분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프로세서의 동작온도는 -55∼

155℃로 MIL SPEC을 만족하고, SCOPS와 연계 시 프로세서 변경 없이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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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프로세서 선정 평가요소

구      분

보호계통

기능요건에 따른 

선정기준

프로그램의 명확성

VME 버스의 규격 준수

실시간 디지털 신호처리

신뢰도 분석 자료 제공

프로세서 응답시간

동작 온도

Upgrade/기술지원

일반요건에 따른 

선정기준

기술지원

운전이력

시장점유율

품질 확인

프로세서 

일반

명령어-세트 구조

프로세서 구현 및 제어기술

캐시와 메모리 계층 구조

용이한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병렬처리 기능 제공

IEEE 표준 데이터 형식 지원

프로세서 기능

명령어 처리 속도

데이터 형식

버스 구조

캐시메모리 구조

메모리 구조

주소지정 범위

주변장치와의 동기방법

병렬처리의 구현 방법

명령어 처리 방법

부팅방법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VME 버스에서도 모토롤라 68K의 단

종으로 인하여 DSP 또는 펜티엄 등 범용 CPU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단종

의 위험이 없으며, 프로세서 내부에 ROM, RAM, DMA 제어기, 카운터/타이머, 

직렬통신 포트와 같은 입출력 제어기능 내장하고 있어서 모토롤라 MC68040, 

MC68060보다는 융통성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디지털보호계통 시스템 버스 선정기준 및 평가

디지털 보호계통에서  사용될 시스템 버스가 가져야 하는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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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지털 보호 계통 요건과 시스템 버스 기능적 구조에 의한 요건이 있다. 

A/D 카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통신카드의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속도와 

신뢰성을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버스를 선정하는 것이 디지털 보호 계통에

서 중요하다.  여기서는 디지털 보호 계통의 선정기준의 제시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4개의 대표적인 산업용 버스인 Multibus, VMEbus,  FutureBus, 

Nubus를 일반적 시스템 버스 선정 요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디지털 보호 계

통의 선정 조건에 맞추어 비교 평가하여, 적합한 버스를 선정하 다[72]. 

각 버스의 주요 특성은 표 17과 같다. 

시스템 버스의 기술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버스 선정의 요소 설

정과 디지털 보호계통의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

을 만족하는 버스를 선정하 다. 시스템 버스의 선정기준은 크게 일반요건

에 따른 기준, 디지털 보호계통 설계요건에 따른 기준, 시스템 버스 기능적 

구조에 따른 기준 등으로 구분하 다. 세부적인 선정기준으로는 먼저 기술

지원, 시장 점유율 및 운전이력과 같은 일반요건과 버스 전달 방식,  주소 

부여의 유연성, 전송 속도, 데이터 버스의 넓이, 주소 버스의 넓이, 인터럽

트 지원, endian 처리, 버스감시와 같은 시스템 버스 기능적 구조에 따른 

기준 그리고 프로세서와 인터페이스, 신뢰성, 안정성, 표준 규격과 같은 보

호계통의 설계 요건에 관련된 요건이 있다. 

선정조건에 맞추어 평가한 결과 VMEbus가 디지털 보호계통 시스템 버스로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VMEbus를 사용하는 사용자중 대부분은 VMEbus 규격 

자체의 우수성도 있지만 개발 시스템의 편이성 때문에 사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시스템 개발 기기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미 개발

된 제품의 재사용 및 확장성 용이하다. 또한 고신뢰성의 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신뢰성 시스템 개발이 용이하다. 그리고 산업 표준 규격으로 

채택되어 있고 진동, 먼지, 가스등에 대한  내환경이 좋으며 멀티 프로세서 

환경을 지원한다. 최종적으로 프로세서로 선택된 DSP와의 인터페이스에 문

제가 없기 때문에 VMEbus가 보호 계통의 시스템 버스로서 적절한 버스라고 

평가되었다. 시스템 버스의 비교 분석 결과는 표 18에 나타나 있다.



- 214 -

표 17  주요 시스템 버스의 특성 비교

구분 FutureBus MultibusⅡ Nubus VMEbus

지원 회사 IEEE896 Intel TI(MIT)
Motorola, 

Philips, Mostek

시스템 최적화 32비트 연합식 

다중 프로세서

중앙 서비스 

모듈이 있는 

16비트 자연식 

다중 프로세서

32비트 연합식 

다중 프로세서 

클락 모듈

16비트 집중식 

다중 프로세서 

주소 비트 32 32 32 32

주소 공간 MEM, JSR MEM, 메시지 MEM
6주소 수정자 

비트

데이터 넓이 8, 16, 24,  32 8, 16, 24,  32 8, 16, 24,  32 8, 16, 32

패리티 강제적 강제적 선택적 없음

최적화 비트 32비트 16비트 32비트 16비트

넓이 조정
개별적 바이트 

스트로브
주소 + 크기 주소 + 크기

주소 + 크기 + 

doublet내의 

바이트 스트로브

순차 전달 예, unbounded 예, unbounded 예, unbounded 예, unbounded

지리적 주소 5비트, 와이어드
T핀, 중앙서비스 

모듈 필요
5비트, 와이어드 없음

중재 비집중
비집중, 초기화에 

CSM 필요
비집중 데이지 체인 

인터럽트
메모리 맵 혹은 

직렬버스

메시지 공간 혹은 

직렬버스
메모리 맵 7단계 인터럽트

프로토콜
Three-way

handshake
동기 10MHz 동기 10MHz Handshake

전달모드 Multiplex Multiplex Multiplex Simplex

Broadcasting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기술
100mA AC special 

drivers

48mA 3S

 60mA 3S TTL

48mA 3S 

60mA 3S TTL
48mA 3S TTL

최대속도 200 Mb/s 106 Mb/s 106 Mb/s 152 Mb/s

보드크기 
Triple*280 

1024cm
2  

double*280 

512cm
2  

Triple*280 

1024cm
2  

Double*160mm 

373cm
2 

연결기 1 DIN 1 DIN 1 DIN 2 DIN

슬롯 수 32 20 16 19

보조 버스 직렬버스(미정의) iLBX 없음 VMX/VMS

제작 년도 1985 1983 1983 1981

상태(1989) 실험 소수 적용 NuMachine 사용 많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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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시스템 버스의 평가 결과

                                    

                종류

항목

FutureBus Multibus Nubus VMEbus

일반요건
 기술지원 B B B A

 시장 점유율 및 운전이력 B B B A

디지털 

보호계통 

요건에 

따른 

선정기준

 프로세서와 인터페이스 A A A A

 응답시간 A A A A

 신뢰성 A A A A

 안정성 B B B A

 국제적 표준 규격 A A A A

 호환성 및 확장성 B B B A

시스템

버스 

기능적

구조에 

따른 

선정 

기준

 버스전달방식(비동기식) O X X O

 버스구조(non-Multiplex) X X X O

 버스대역폭 O O O O

 데이터 버스의 넓이 O O O O

 주소 버스의 넓이 O O O O

 거리 O O O O

 정렬 O O O O

 인터럽트 지원 O O O O

 DMA지원 O O O O

 Mad-endian 버스 O X X O

 패리티 비트 O O O X

 감시 O O O O

평가 점수 (100점 환산) 90 76 76 95

9. 소프트웨어 개발절차

 컴퓨터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품질요소로서 

성능과 안전성 보장을 들 수 있다. 산업계에서 디지털 시스템의 현격한 발

전속도로 인해 시스템의 성능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디지털 

시스템의 발달과 개발의지는 오히려 안전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개발된 디지털 시스템을 단 시간 내에 시장에 출시하려는 개발자의 조급함

으로 인해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성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신뢰성

(reliability)과 안전성(safety)이 그것들이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소프

트웨어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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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분석 및 대처방안 수립

o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수행

o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와 절차 확립

o 소프트웨어 등급 분류

o 소프트웨어 개발조직 설정

o 소프트웨어 개발방법 및 환경 구축

o 소프트웨어 개발지침 작성

o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할 표준체계 구축

o 기성소프트웨어 사용 인증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분석 및 대처방안 수립과 안전성분석 수행에 대

한 지침을 제공하는 작업은 중요한 설계항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소프

트웨어공학 기술로서는 소프트웨어의 공통모드고장규명과 정량적 안전성 분

석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추후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과 안전성 분석을 위한 기

술현황을 파악하 으며,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절차확

립을 위한 지침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가.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분석 및 대처방안 수립

소프트웨어가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구체

적인 규명은 소프트웨어가 갖는 다양성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예를 들어, 고급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된 소프트웨어의 복잡

도는 무한대로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요

소를 규명한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어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유발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고장요소를 규명하고 그러

한 고장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설계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소프

트웨어가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고장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

들을 들 수 있다.

o 시스템 커널(kernel)과 드라이버(driver) 등을 포함한 펌웨어의 오류

o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시스템자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오류

o 프로그래밍 논리 자체의 오류 및 구현상의 오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에 유발할 수 있는 오류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

을 들 수 있다.

o 데이터 정의, 선언, 사용의 오류

o 로직, 제어 흐름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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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산상의 오류

o 외부 입출력 및 연계의 오류

o 기타 오류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들 수 있다.

o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다양한 하드웨어 플렛폼을 사용하다

o 동일한 요건에 대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그룹을 통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기법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도록 한다.

o 동일한 요건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하도록 한다.

  그밖에 설계의 다양성, 기능의 다양성, 신호의 다양성 등은 소프트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디지털 시스템 전반적인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대처방안

이라 할 수 있다. 다양성과 다중성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공통모드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처방안이다.

나.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수행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수행은 소프트웨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모든 고장요소를 규명하고 그 고장이 일어날 확률값 또는 고장율을 도출하

고 그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에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제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안전성분

석은 소프트웨어 요소가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성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가

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은 하드웨어의 동작과 무관하지 

않으며 결부되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로 인해 향을 받는 하드웨어의 

동작요소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프트웨

어 안전성분석 활동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인 요건분석, 설계, 구현, 설치, 운전, 유지보수 

단계 모두에 걸쳐 안전성분석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써 고장유형 향분석(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과 고장수목분석(Fault Tree Analysis)을 들 수 있다. 고

장유형 향분석은 소프트웨어 동작에 잠재된 고장요소를 최대한 밝혀내는 

작업이다. 소프트웨어의 동작요소를 나열하고 그 동작에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인해 시스템의 기능에 어떠한 향이 발생되는지 규명하고 평가한다.  

  고장유형 향분석은 테이블 형식으로 작성되며 테이블에는 소프트웨어 동

작요소 명, 기능, 고장모드, 고장발생원인, 고장 향, 고장발견방법,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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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등이 채워진다. 이 테이블에는 설계초기에 완벽한 데이터를 채워 넣을 

수 없으며 설계공정에 따라 그 내용이 채워질 수 있다. 따라서 고장유형

향분석이 설계진행에 향을 끼칠 수 있다. 고장유형 향분석업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동작요소를 규명하는 일과 그 동작요소가 고장났을 

경우 대처 수단을 설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고장수목분석은 고

장이라는 요소를 더 이상 하부고장으로 세분화 할 수 없을 때까지 세부고장

요소를 수목형태의 그래픽 다이어그램 형태로 세분화하는 하향식 분석작업

이다. 고장유형 향분석과 고장수목분석은 병렬적으로 작성되거나 고장유형

향분석에서 규명한 고장요소를 토대로 고장수목을 그려나간다. 소프트웨

어 고장수목분석업무에서 중요한 업무는 소프트웨어요소를 더 이상 세분화 

할 수 없는 고장요소까지 수목을 그려나가는 것과 각 고장요소가 발생될 확

률값을 얻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고장율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소프트웨어 

시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시험기술의 다양성과 강인한 

소프트웨어 시험이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과 접한 관계가 있다. 다양하고 

강인한 소프트웨어 시험수행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분석 수행을 위한 

신뢰로운 소프트웨어 고장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원자력규제기관

은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정량적 데이터만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여

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와 절차 확립

일체형원자로 MMIS에 적용할 개발 수명주기로는 그림 53과 같이 

NUREG-0800에서 제시된 계측제어계통의 개발 수명주기를 따른다. 그림으로

부터 수명주기의 흐름은 시스템 요건 도출 및 시스템 설계가 주요 수행요소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사용자 인터페

이스, 소프트웨어 설계를 수행한 후 통합업무를 수행한다. 통합된 시스템은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가 수행되며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확인 및 검증 절

차가 수행된다.

  일체형원자로 MMIS 개발 수명주기로부터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는 그림 54

와 같다. 그림 54는 NUREG-0800에서 제시된 수명주기이며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별 활동계획과 생산하여야 할 문서를 보여주고 IEEE Std 729 및 ASME 

NQA-2a-1990 Part 2.7[79]에 기술된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와도 일치되며 소

프트웨어 공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라 할 수 있다[80]. 따라서 

MMIS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는 그림 54와 같은 수명주기를 적용하여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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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MMIS 개발 수명주기

     /( )    ( )

/

다. 단, 안전-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 분석 수행은 권고 사항이며 

비안전 소프트웨어는 안전성 분석 수행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림 54의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

획 예를 들어, 품질보증 계획, 확인 및 검증 계획, 안전성 분석 계획, 형상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설정한다. 즉, 구조적 또는 객체지향적 방법을 설정한다. 이 단계에

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일정관리를 위한 퍼트(Pert)를 작성하며, 각 부

서별로 통용될 공문 양식, 각 단계별로 사용될 문서 양식 등을 작성한다.

(2) 소프트웨어 요건 분석 단계

소프트웨어 요건 분석 단계는 계통의 설계 요건, 연계 요건, 설계 

사양서를 검토하여 개발하여야 하는 시스템의 요건 및 기능을 파악하고 도

출한다. 이 단계에서 시스템의 성능 즉, 실시간 요건 등을 분석하며 또한 

사용자(운전원, 관리자 등)와의 연계요건을 분석한다.

(3)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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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MMIS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에 따른 활동 및 설계문서

QA 

V&V 

CM

V&V 

(Listings)

V&V V&V 
/

V&V 
/

V&V 
/

V&V 
/ V&V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는 소프트웨어 사양서 및 알고리즘을 작성하

는 단계이다. 소프트웨어 사양서는 개발자가 사양서만으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모듈단위까지 작성한다. 이 단계에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형적 기법을 이용하여 사양서를 작성한다. 안전-관련 및 비안전

은 소프트웨어개발지원도구를 이용하여 Context Diagram, Data Dictionary, 

Data Flow Diagram, Control Flow Diagram을 작성한다. 사양서를 통해 분석

된 실시간 요건이 만족되는지 다이어그램을 통해 확인한다.

(4) 소프트웨어 코딩 단계

소프트웨어 코딩 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에 따라 코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단위시험이 수행되며 시험결과를 분석 및 기록한다.

(5) 소프트웨어 통합 단계

소프트웨어 통합 단계는 기능별 또는 그룹별로 분리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단위시험을 통과한 후 통합되는 단계이다.

(6)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단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로 생산

되는 결과물이 그 단계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각 단계별로 확인하며 소프트

웨어가 통합되어 전체 기능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증하는 단계이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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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건서 및 사양서로부터 확인 및 검증할 

항목을 작성한다. 확인 및 검증 작업은 문서 및 코드 검토를 포함하여 시험

의 결과 및 각 단계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결과물을 검토한다. 안전-필

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석이 수행된다. 확인 및 검증 결과는 

분석 및 기록되어야 한다.

(7) 소프트웨어 설치 단계

소프트웨어 설치 단계는 통합시험을 마친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운전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장착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완성된 시스

템에 대해 현장 인수 시험과 시운전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의 통과성

(acceptance)을 확인한다.

(8)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단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단계는 최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 및 보

수 계획 및 절차가 수립되며 이를 통하여 시스템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확

인한다.

그림 54의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를 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즉,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정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상세히 정립하는 일은 추후 진행

될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틀

(framework)을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는 개발

자, 시험자, 독립검토자가 수행하여야 할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자의 

역할과 업무가 지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55와 같

다.

라. 소프트웨어 등급 분류

소프트웨어 구현관점에서 분류해 보면 개발 소프트웨어와 기성 소프

트웨어로 구분된다. 개발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 또는 기기의 설

계요건에 맞게 새로 개발된 응용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기성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소스(source) 또는 목적(object) 코드, 이진 코드,

그리고 디지털 장비에 내장된(embedded) 소프트웨어로서 단순한 디지털 계

기 또는 지시기의 사용에서부터 복잡한 디지털 제어기 또는 원자로 보호계

통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설비에 적용된 것들이다. 또한 소프

트웨어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도구(tool)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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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MMIS 소프트웨어 개발절차(typical)

/
( , )

(CASE )

기성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들어간다. 일체형원자로 MMIS를 위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및 기성 소프트웨어는 위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안전-필수, 안

전-관련 또는 비안전 소프트웨어로 등급을 분류하며 그에 상응하는 개발절

차 및 확인 및 검증 방법을 적용한다.

(1)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는 원자로 트립계통과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계통을 포함하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동 계통들의 안

전 중요도에 상응한 가장 엄격한 소프트웨어 기술기준 또는 공학관례를 적

용 받게 된다. 특히 안전성-필수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따른 안전성 분석에

서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또는 위해 요소 

분석을 수행하여 공통유형고장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활동은 설계팀과는 기술, 조직, 책임, 권한 및 재정적으로 독

립된 확인 및 검증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즉,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핵심

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규명하는 것과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확인 검증 업무 수행이다.

(2)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소프트웨어는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 또는 다양성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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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통에 사용되며,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보다는 완화된 설계 및 규제요

건들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비안전 소프트웨어보다는 강화된 설계 및 

규제요건들을 적용한다. 특히, 안전성분석활동에서는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인들을 찾아서 시정해야 

하며, 확인 및 검증활동은 설계팀과는 적절히 독립된 확인 및 검증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즉, 안전-관련 소프트웨어는 규범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적용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규명에 대해서는 권고사

항이다. 

(3) 비안전 소프트웨어

비안전 소프트웨어는 비안전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되며 일체형원자

로 안전운전에 적합한 수준의 품질요건이나 기술기준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

다. 비안전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 또는 안전-관련 소프트웨어와 함께 동

일한 컴퓨터 하드웨어에 적재(loading)되어 실행된다면 비안전 소프트웨어

가 안전-필수 또는 안전-관련 소프트웨어들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risk) 

요인들을 분석하고 필요시에 적절한 시정조치(예, 격리)를 취해야 한다.

  표 19는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적용되는 확인 및 검증방법을 보여준다. 표 

19와 같이 적용되는 확인 및 검증방법을 바탕으로 등급별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업무가 정의될 것이다. 

마. 소프트웨어 개발조직 설정

일체형원자로 MMIS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그룹조직은 다음

과 같이 크게 품질보증그룹, 개발그룹, 확인 및 검증그룹과 같이 세 조직으

로 구성할 것을 제시한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품

질보증조직과 확인 및 검증조직이 소프트웨어 개발조직과는 기술, 조직, 책

임, 권한 및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

다. 특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조직과 확인 및 검증조직은 개발조직에게 보

고하지 않고, 그리고 개발조직으로부터 재정적인 통제를 받지 않도록 보장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조직이 품질보증예산, 안전예산, 확인 및 검증예

산을 전용해 쓰지 않도록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78]. 이것은 품질보증조

직과 확인 및 검증조직이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안전

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전-관련 및 비안전 소프트웨

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조직과 확인 및 검증조직이 소프트웨어 개발조직과

는 독립성 보장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의 신뢰성 및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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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MMIS 소프트웨어 등급별 적용되는 확인 및 검증방법

확인 및 검증방법
소프트웨어 등급분류

안전-필수 안전-관련 비안전

개념문서 평가 ○ ○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요구사항 할

당분석
○ △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 수립 및 이행 ○ ○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분석 ○ ○ ○

정형적 요건 및 설계방법의 사용 △ - -

정형적 요건 및 설계검토 △ - -

소프트웨어 설계평가 ○ ○ △

정형적 언어의 사용 △ - -

정적 원시코드 분석 ○ △ △

요건 추적 분석 ○ △ △

필수성 분석 ○ △ -

위험요소 및 위해도 분석 ○ △ -

연계사항 분석 ○ △ -

고장유형 및 향 분석 ○ △ -

알고리즘 분석 △ - -

데이터베이스 분석 ○ △ -

크기 및 타이밍 분석 ○ △ △

제어 및 데이터 흐름 분석 ○ △ △

시스템 확인 및 검증 시험계획 수립 ○ ○ △

구조적 시험 ○ ○ △

기능적 시험 ○ ○ ○

통계적 시험 △ - -

응력(스트레스) 시험 ○ △ △

회귀 시험 ○ ○ △

검증 시험 ○ ○ △

범례: 요구사항(○), 권고사항(△), 해당없음(-)

율성을 감안하여 조직을 별도로 유지함을 권고한다.

(1) 품질보증그룹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보증을 위한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 개

발그룹 및 기타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이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품질보증그룹의 주요 임무는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공정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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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공정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정의하고 생산하여야 할 출력물의 주

요 내용 및 형태를 생성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

도(metrics)를 개발하여 개발그룹과 확인 및 검증그룹에 제공한다.

(2) 개발그룹

소프트웨어 설계 요건을 분석하고 설계 사양서를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자체적으로 개발된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소프트웨어 단위시험을 수행하여 원시 프로그램의 건전

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그룹에는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관리자는 개발조직의 구성원의 업무 할당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및 출력물을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개발그룹에서는 소프트웨어 생산물에 대한 형상관리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그룹은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및 일정 수립하여 일정별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3) 확인 및 검증그룹

소프트웨어 설계 요건을 분석하며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요건에 부

합되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개발그룹에서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공정별 

또는 일정별로 생산되는 결과물이 각 공정 또는 일정별로 적합하게 생산되

는지 확인한다[82]. 확인 및 검증 그룹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양식을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그룹과 연계업무를 수행한

다. 즉, 확인 및 검증그룹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일정한 양식을 통해 개발그

룹에 통보되어야 하며 개발그룹은 문제점 해결에 대한 답신을 일정한 양식

을 통해 확인 및 검증그룹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소프

트웨어 수명주기 전 과정에 걸쳐 반복된다. 확인 및 검증 그룹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 안전성 및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여 소프트웨어 위해요소

를 규명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가 계통의 안전성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안전성분석 수행요원과 확인 및 검증 수행요원들은 소프트웨어 

안전과 확인 및 검증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공

학에 대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바. 소프트웨어 개발방법 및 환경 구축

일체형원자로 MMIS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소프트웨어 설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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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개발 방법론의 대표적인 예로써 구조적 기법과 객체지향 기법이 

있다.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개발 방법론이 다를 

수 있다. 구조적 기법은 전통적으로 사용된 기법으로써 원자력 분야에도 다

분히 적용된 경험을 갖고 있다. 객체지향 기법은 90년대에 부각된 기법으로

써 원자력 분야에서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기법이다. 구조적 기법은 하향식 

분석 기법에 근간을 두며 상위 요건 또는 기능으로부터 하위 요건 또는 기

능으로 점차 세분해 나가는 기법이며 하위는 상위에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다. 따라서 구조적 기법은 상위 요건 또는 기능이 수정되면 그와 종속된 하

위 요건 또는 기능도 수정되어야 한다. 즉, 상하의 소프트웨어 내용이 서로 

명백히 이해되어야 한다. 구조적 기법은 점진적 분할에 의해 체계적 이해와 

상하 관계에 의해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것도 시스템의 복잡

도에 따라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기법은 과거 소프트웨어 

공학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람에게 친숙히 이용되어 왔다. 객체지향 기법

은 모든 대상을 하나의 객체로써 정의하며 각각의 객체는 상호 독립적이다. 

상호 독립적인 객체는 서로의 소프트웨어 내부구조에 개의치 않고 상호의 

특성과 기능만을 인식함으로써 메시지 전달방식을 이용하여 서로의 기능을 

이용한다. 객체지향 기법 역시 클라스(class)의 계층적 구조가 이용되고 있

고 또한 다중 상속이라는 다소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 프로그래

머에게는 생소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객체지향 기법은 대상 시스템을 독

립적인 객체로 용이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그래픽 시스템 개발과 같은 것이다.

(2) 소프트웨어 설계절차

소프트웨어 설계절차는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와 구별된다. 일반적

으로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는 계획, 설계, 시험, 설치, 운 , 유지보수 등과 

같이 일관된 개발 흐름을 의미한다. 설계절차는 위와 같은 수명주기를 소프

트웨어 개발 시 어떠한 전략에 따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IEEE/EIA 12207에서 제시된 설계절차로서 대규모 설계 절차(grand design 

procedure), 증가형 설계 절차(incremental design procedure), 개선형 설

계 절차(evolutional design procedure)가 있다. 대규모 설계절차는 설계 



- 227 -

요건과 기능이 초기에 완전히 확립되어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에서 요건 및 

기능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설계절차이다.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별로 생산되어야 할 결과물을 확인하며 최종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실행 프

로그램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각 단계

별 확인 및 검증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요건의 변경사항을 반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가형 설계

절차는 요건을 세분화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요건을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요건을 점차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프트웨

어 개발을 초기에 신속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건 분석단계에

서 각 요건을 통합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각각의 소

프트웨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개선형 설계절차는 기능이 완성

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프로토타입

(prototype)을 통해 임시의 기능을 확인 후 사용자와 개발자가 기능의 개선

사항을 확정하고 반 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요건 및 기능을 확립

하기 위해 초기에 수행되어야 하는 프로토타이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후반 소프트웨어 설계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설계 개발환경으로는 Native 또는 Cross 개발환경이 있다. Native 

개발환경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인도할 대상(target) 컴퓨터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그 환경에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Native 개발 환경은 다중 처리가 요구되는 운

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래픽 환경 등이 갖추어지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방식이다. Cross 개발환경은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실행되는 대상(target)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 소프트웨어를 생성하지 않

고 개발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여 원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컴파일러, 디버

거, 편집기를 개발환경에 장착시킴으로써 별도의 환경에서 개발하는 방식이

다. 개발환경에서 개발된 실행 프로그램은 대상 컴퓨터에 장착되어 기능시

험을 수행한다. 이 환경은 대상 컴퓨터에는 최소한의 실행환경만 갖추어지

는 단순한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Native 또는 Cross 개발환

경에 대한 선정 기준은 개발하고자 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선정 기준에 좌

우된다.

(4) 소프트웨어 개발언어



- 228 -

소프트웨어 개발언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개발 환경과도 

접한 관계를 갖는다. 구조적 기법을 지원하는 언어로써 C, Fortran, 

Assembly 언어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객체지향적 기법을 지원하는 언어로

써 C++, Ada 언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밖에 블록 다이어그램 형식의 

언어도 있을 수 있으며 프로그래머블 로직 콘트롤러(PLC)와 같은 경우에는 

래더(ladder) 언어도 있을 수 있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위한 언어는 

안전성 분석이 가능한 언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현재로선, C와 C++ 언어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실행 행위가 개발

자와 확인자에게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관련 소프트웨어는 

C 언어를 사용하기에는 C 언어가 내재하고 있는 부효과(side-effect) 때문

에 권고하지 않으며 Assembly는 로직의 복잡도에 따라 구현 및 확인의 어려

움 때문에 권고하지 않으며 그 중간 정도의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비안전관련 소프트웨어는 방대한 로직 때문에 개발의 용이성이 강조되므로 

고급언어를 권고한다.

사. 소프트웨어 개발지침 작성

품질 및 신뢰성 제고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일체형원자로 MMIS의 소

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침에는 소프트웨어 코딩지침, 형상관리지침, 단위시험지침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1) 소프트웨어 코딩지침

소프트웨어 코딩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코딩 오류를 저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코딩지침은 소프

트웨어 개발그룹에서 작성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양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 생성, 코딩 스타일의 일관성을 위한 지침서 생성과 같은 두 가지 주

요 업무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사양서는 소프트웨어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되어

야 하는 문서이다. 소프트웨어 설계 요건을 분석한 후 소프트웨어 코딩이 

가능하도록 외부 입출력 데이터 흐름, 내부 데이터 흐름, 제어 흐름 등을 

포함한 의사어 또는 알고리즘 형태의 사양서를 작성한다. 소프트웨어 사양

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표준은 IEEE 1016-1987,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Design Descriptions"와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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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1993, "IEEE Guide to Software Design Descriptions"이다.

코딩 스타일은 모든 원시 프로그램을 동일한 양식(format)의 형태로 작성

하기 위한 지침이다. 원시 프로그램은 크게 머리부분, 데이터 선언부분, 논

리 처리부분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주석이 붙게 된다. 원시 프로그램의 머리

부분에는 모듈이름, 버전번호, 과제이름, 최초작성자이름, 최초작성일자, 

모듈목적, 모듈기능설명, 수정내역(수정자이름,수정날짜,수정내용간략기술,

관련수정로그번호), 소프트웨어 사양서와의 관련성 표시와 같은 정보가 체

계적으로 표기된다. 데이터 선언부분에는 변수이름을 붙이는 체계가 제시된

다. 다음은 변수선언 체계를 예로 보여준다.

-  광역변수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시한다.

- 지역변수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표시한다.

- 외부변수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ex_로 시작된다.

데이터 표기는 데이터가 사용되는 기능별, 용도별로 그룹핑하며 표기법은 

그룹별로 공통되는 알파벹으로 표기한다. 또한 그룹별로 모아진 데이터는 

반드시 주석을 달아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논리 처리부분은 논리

의 흐름을 주석으로 구분하여 타인이 논리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논리에 순환(loop)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각주 형식으로 구분하여 논

리의 포함관계가 쉽게 이해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이해는 주석의 충실도

에 의해 좌우된다. 개발자로 하여금 주석 사용에 대한 지침을 참조할 수 있

도록 소프트웨어 코딩 지침서는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프로그래밍언어를 

부효과(side-effect)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NUREG-6463, "Review 

Guidelines on Software Languages for Use in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을 참조한다.

(2)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지침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모든 결과물을 관리 및 통

제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개발에 필요한 요건서 및 사양서를 형상관리

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개발결과물을 형상관리를 통해 소프

트웨어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따라서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관련 결과물에 

대한 sign-in, sign-out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여 일련의 절차를 통해 결과

물이 보전 및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가 시작되는 시

점은 결과물을 기준선(baseline)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개발자가 개발

한 결과물을 기준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결정한다. 형

상관리하에 들어간 결과물이 수정될 필요가 발생 할 경우, 소프트웨어 관리

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변경 요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여 수정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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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이러한 절차 역시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지침에 기술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 요청서”의 양식 및 형상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ANSI/IEEE Std 1042, "IEEE Guide to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와 IEEE Std 1219, "IEEE Standard for Software Maintenance"를 참조한다.

(3) 소프트웨어 단위 시험지침

단위 시험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건

전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화이트박스(white-box) 시험작업이다. 이에 대

한 지침으로써 IEEE 1009-1987, "IEEE Standard for Software Unit 

Testing"을 참조한다. 단위 시험 지침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그룹에서 작성되

며 본 지침서가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단위 시험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

다. 그러나 최대한의 노력으로 개발자로 하여금 단위 시험을 위한 test 

case를 생성할 수 있는 단위 시험 지침서를 생성한다.

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할 표준체계 구축

일체형원자로 MMIS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표

준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준은 IEEE 표준을 들 수 있다. IEEE 표준은 원자력 규제지침에서 인준하

고 있으며 일반 산업체에서 적용하는 국제표준인 ISO/IEC에서도 많은 부분

을 IEEE 표준의 내용을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MMIS 소프트웨어 설계에 

IEEE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표준체계는 그림 56과 같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림 56의 표준체계를 적용하여 설계하되 

기본 설계기준은 IEEE 7-4.3.2-1993을 만족하여야 한다.다음은 일체형원자

로 MMIS의 품질보증 요건이다. 

- 일체형원자로 설계에 대한 품질보증요건으로써 미국의 10CFR50 Appedix 

B와 10CFR21을 적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일체형원자로 MMIS 소프트웨어 품

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써 1997년도에 발간된 RG-1.168에서 

RG-1.173까지를 참조한다.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에 대한 ASME 요건으로서 ASME NQA-2a-Part 2.7을 

적용하며 이에 상응하는 국내 품질보증요건으로서 대한전기협회(KEA)의 전

력산업기술기준(KEPIC) 가운데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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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제목

1.168

Verification, Validation, Reviews, and Audit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1.169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1.170
Software Test Documentation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1.171
Software Unit Testing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1.172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1.173

Developing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IEEE/EIA 제목

12207.0

Industry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2207:1995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12207.1

Industry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2207:1995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life cycle data

12207.2

Industry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2207:1995 software life cycle 

p r o c e s s e s - im p l em e n t a t i o n 

considerations

                     인준                               참조 

 

IEEE Std 제목

610.12-1990 IEEE Standard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inology
730-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ning
730.1-1995 IEEE Guide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ning
828-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s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
830-1998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s
982.1-1988 IEEE Standard Dictionary of Measures to Produce Reliable Software

982.2-1988
IEEE Guide for The Use of IEEE Standard Dictionary of Measures to Produce Reliable 

Software
1008-1993 ANSI/IEEE Standard for Software Unit Testing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1016-1987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Design Descriptions
1016.1-1993 IEEE Guide to Software Design Descriptions
1028-1997 IEEE Standard for Software Reviews
1042-1993 ANSI/IEEE Standard Guide to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1044-1993 IEEE Standard Classification for Software Anomalies
1044.1-1995 IEEE Guide to Classification for Software Anomalies
1045-1992 IEEE Standard for Software Productivity Metrics
1058-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Project Management Plans
1059-1993 IEEE Standard Guide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1061-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Quality Metrics Methodology
1062-1998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Acquisition
1063-1987 IEEE Standard for Software User Documentation
1074-1997 IEEE Standard for Developing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1074.1-1995 IEEE Guide for Developing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1209-1992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CASE Tools
121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Maintenance
1220-1998 IEEE Standard for The Application and Management of The Systems Engineering Processes
1228-1994 IEEE Standard for Software Safety Plans
1233-1998 IEEE Guide for Developing System Requirement Specifications
1298-1992 IEEE Standard for Software Quality Management System
1348-1995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Adoption of CASE Tools
1420-1995 IEEE Standard for Information Technology - Software Reuse
1420.1a-199

5
IEEE Supplement to Standard for Information Technology - Software Reuse

그림 56  MMIS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되는 표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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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스템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규제지침에서 인준하고 있는 대

표적인 산업체의 표준으로서 IEEE 7-4.3.2-1993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의 많

은 IEEE 표준이 디지털 시스템 설계에 참조 및 적용될 수 있음을 인준하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 중심으로 설계되는 일체형원자로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안전성검토는 1997년도의 NUREG-0800(SRP) 7장을 참조하며 여기에는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강인한 품질보

증계획과 규범화된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공정을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 

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TP-14는 컴퓨터기반의 디지

털 계측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에 대한 검토지침을 상세히 기술하

고 있다. 일체형원자로 MMIS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는 BTP-14에서 제시한 소

프트웨어 수명주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현재,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어서 참

조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은 ISO/IEC와 IEEE를 들 수 있다. 국제표준인 

ISO/IEC 12207은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의 기본 골격(framework)만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체에서 구현한 IEEE/EIA 12207.0~12207.2는 소프

트웨어 수명주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준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국방성

(DoD)에서 군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그간에 적용해왔던 MIL Std 

498 표준 적용을 취소하고 IEEE/EIA 12207을 적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

한 사실을 통해서 국제표준이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내용을 일관되고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 MMIS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기술하기 위하여 ISO/IEC와 IEEE 표준을 참조한다.

자. 기성 소프트웨어 사용 인증

기성 소프트웨어란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써 상용화되었거나, 지

적소유권을 갖거나, 연구목적으로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따

라서 COTS(Commercial-Off-The-Shelf) 소프트웨어도 기성 소프트웨어이다. 

일체형원자로 MMIS에 기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정 절차에 의

거 기성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여야 하며 블랙박스 시험을 통해 요구되는 기

능의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체형원자로 MMIS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

할 기성 소프트웨어 선정절차는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문서화되었다. 기성 

소프트웨어 인수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IEEE Std 1062,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Acquisition"에 나타난 check list를 

참조하여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개발지원도구(CASE)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IEEE Std 1209,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CASE Tools"와 IEEE Std 1348, "IEE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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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for the Adoption of CASE Tools"를 참조하여 선정한다.

10. 안전 소프트웨어 시험지침서

  안전 소프트웨어 시험지침은 개발된 MMIS 안전 소프트웨어가 기능적, 

성능적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지정된 환경에서 실행되고 관리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계획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계통설계자에게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시험지침은 안전 및 비안

전 소프트웨어의 시험계획 및 단위모듈 시험, 모듈 통합시험, 시스템적 시

험 그리고 운용 및 허락시험에 대한 방안을 제공한다. 시험검증설비의 소프

트웨어 시험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에 따라 그림 57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한다.  

  단위모듈시험은 각각의 모듈이 하나의 단위로서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적

절히 수행하는가에 시험의 중점을 둔다. 즉, 단위모듈시험은 모든 소스코드

가 실행되었는가, 각 조건 분기는 발생하 는가, 모든 경계값(최소-최대 

값)과 편집기준은 수락되었는가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위모듈 통합시험

은 모듈들은 완전한 소프트웨어/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 조합되고 통합되어

야 한다.  단위모듈 통합시험은 단위시험이 끝난 모듈을 체계적으로 결합하

그림 57  시험단계

여 소프트웨어 구조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시험한다. 통합시험은 검증과 조

합(assembly)의 두 가지 문제에 관련한 상황에 중점을 둔다.  

  시스템 시험은 모듈이 통합된 전체 시스템이 기 설정된 요건, 사양을 만

족하여 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시험한다.  또한 계획단계에서 설정

한 요구사항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시스템 시험은 모든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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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연결되고 전체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이 보장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

이다. 운용 및 허락시험은 목표 하드웨어에서 수행하는 현장 환경에서 행하

는 사용자 시험으로서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제 운용환경 하에서 수

행하는 시험이다. 

가. 시험방법 및 절차

소프트웨어시험 조직구성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시험을 수행하기 위

해서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시험 조직은 소프트웨어 개발조직으로부터 예

산 및 관리측면에서 완전히 독립되어야 시험활동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

다. 소프트웨어시험 조직의 최소 구성인원은 시험관리자, 시험분석가, 시험

수행원이다. 시험관리자는 시험계획을 설정하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그룹, 

개발그룹과 시험그룹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개발그룹과 시험그룹간의 

상충된 의견이 발생한 경우 시험관리자는 이를 중재하고 일정을 재조정한

다. 시험분석가는 시험항목(test case)을 작성하여 시험수행원이 시험항목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력으로써 제공한다. 또한, 시험수행원이 수행한 시

험결과를 분석하고 자신의 평가와 결론을 내린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시

험수행원은 시험항목의 내용을 수행하며 완료된 시험항목을 시험분석가에게 

제출한다. MMIS 소프트웨어 시험을 위한 임시 조직은 아래와 같이 설정한

다. 즉, 각 계통 설계자는 시험계획을 설정하고, 개발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시험항목과 절차를 기반으로 실제시험 수행을 감독 및 평가한다. 개발자는 

생성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듈 및 시험항목을 기반으로 단위시험을 

수행하며, 계통설계자의 평가에 따른 사후조치 및 변경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각 계통설계자는 운용 및 허락 시험계획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실제 

시험을 수행한다. 시험검증설비 소프트웨어 시험에 적용한 시험요건은 

ANSI/IEEE-829에 따라 소프트웨어시험 계획서, 소프트웨어시험 명세서, 시

험항목명세서, 시험절차명세서, 시험로그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험분석 보고

서를 작성한다.  

(1)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서

소프트웨어시험 계획서는 소프트웨어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서로써 소프트웨어시험 전체의 윤곽을 기술한다. 소프트웨어시

험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표 20과 같다. MMIS 소프트웨어는 점검표

(checklist)에 의한 시험평가를 적용하되 이는 반드시 입력값과 기대값,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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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소프트웨어 시험 계획서

항목 내용

식별자
본 시험계획에 부여된 식별자를 기술

모든 시험계획은 고유의 식별자를 가져야 함

개요 수행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기술

시험대상 시험할 요건서, 프로그램 모듈 이름을 나열

시험할 기능 시험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시험할 기능을 설명

시험하지 않을 

기능

시험대상 가운데 본 시험계획에서 시험하지 않을 기능을

기술하고 그 이유에 대해 기술

시험방법
시험을 위해 사전에 숙지해야 할 문서를 기술하고 시험에서
주안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항목, 시험을 위해 특별히 요구
되는 장비 또는 기술(techniques) 등을 기술.

시험 합격기준 시험이 통과될 기준을 전반적으로 기술

시험실패 기준 시험이 실패할 기준을 전반적으로 기술

시험중단/
재시작 기준

시험이 중단될 조건과 중단된 시험이 재시작될 조건을 기술.
시험이 재시작될 경우 재시험할 대상을 기술.

시험 결과물 본 시험을 완료 후 인도할 결과물을 나열

시험 일정 시험직무를 구분하고 각 직무의 일정을 기술

환경 조건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환경을 기술.
특히, test bed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함.

책임 사항 시험에 참여하는 인원의 책임 사항을 기술 

제한 사항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선결사항을 기술.
시험조직, 시험자의 훈련사항, 예산 등을 기술.

승인 절차
시험을 승인할 사람을 기술. 기본적으로 시험 수행자, 시험 
분석가, 시험 관리자가 최소 승인자임

후조치등을 포함하는 시험사례가 갖추어야 할 양식으로 문서화한다. 요구사

항 및 사양서에 설정된 요구범위를 넘는 것은 시험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소프트웨어 시험 명세서

소프트웨어 시험 명세서는 자세한 시험 방법의 정립 및 시험에 관

련된 항목들의 자세한 명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다. 소프트웨어 시험 명

세서에 포함될 내용은 표 21과 같다. 

(3) 시험항목 명세서

시험항목 명세서는 시험 명세서에 의해 확인된 시험 항목들을 정

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험항목은 프로그램의 어떤 동작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자료를 경우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시험자료와 기대

되는 출력결과를 포함한다. 좋은 시험 항목 작성은 소프트웨어의 시험을 준

비한 긍극적인 목표로서 일종의 최적화 문제라고 한다. 즉 모든 가능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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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시험평가절차

험사례 중에서 “결함 발견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시험사례가 무엇인가”

를 찾는 문제로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시험항목 설계방법이다. 

소프트웨어 시험항목 명세서에 포함될 내용은 표 22와 같다. 

(4) 시험 절차 명세서

시험절차 명세서는 시험항목의 실행순서를 기술하고, 특질을 평가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다. 세부내용은 표 23과 

같다. 

(5) 시험 로그 

시험 실행과정동안의 상황을 남기기 위해 작성한다. 세부내용은 

표 24와 같다. 

(6) 시험분석보고서

계획되었던 시험의 결과를 정리하고 또한 결과를 기반으로 시험을 

평가하는 문건이다. 세부내용은 표 25와 같다. 

소프트웨어 시험을 위한 절차를 정보흐름으로 표시하면 그림 57과 같다.  

시험과정에서는 두 가지 입력이 필요하다. 즉,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설

계 명세서, 소스코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구성과 시험계획 및 절차, 시

험사례, 기대되는 결과를 포함하는 시험구성이다. 시험절차는 그림 58과 같

이 한 개의 모듈 또는 여러 모듈들의 통합된 집합인 특정 소프트웨어 코드

에 시험항목을 수행시킨 결과를 기대값과 비교 및 평가한다. 결과치가 기대

치와 다를 때는 결함이 발견되었음을 뜻하며 디버깅 작업을 거쳐 수정하게 

된다. 또한 결함이 얼마만큼 발견되었냐는 신뢰도 측정 모형의 입력 값이 

되어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예측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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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소프트웨어 시험 명세서 내용

항목 내용

식별자 본 시험 명세서에 부여된 식별자를 기술. 관련된 시험계획을 따름

특질 시험에 관련된 특질들을 기술

시험 재정립

o 시험계획서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들의 재 정립 기술

o 사용할 특정 시험기술 포함. 시험결과의 분석 방법도 기술(예를 들면 

비교기 프로그램 혹은 시각적 조사)

o 소프트웨어 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시험의 오버헤드가 됨)

o 시험환경과 시험에 필요한 자원

o 어떤 분석의 결과가 시험항목 선정의 근거를 제공함을 기술

o 어떤 시험항목들의 공통 속성(atrribute)을 다음과 같이 요약   

- 입력 제한사항들이 모든 관련된 시험항목, 공유된 환경적 필요, 어떤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나 공유된 항목 의존도등에 대하여 모든 입력에 정

당한 것인지 기술 

시험 확인

o 시험 식별자와 간단한 설명을 리스트 

- 특정 시험항목은 한 개 이상의 시험명세서로 정의됨

- 각 시험명세서와 관련한 각 절차서의 간단한 기술

시험합격 및 실

패 기준의 특질
시험합격 인지 실패인자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을 기술 

표 22  시험 항목 명세서

항목 내용

식별자 본 시험 항목에 부여된 식별자를 기술. 

시험헝목 

o 시험항목의 특성정의 및 설명

o 각 항목별 요건 시방서, 설계시방서, 사용자 지침서, 운전지침서,설치

지침서의 참조 문서 제공을 고려 

입력명세서

o 시험자료 수행에 필요한 각 입력들의 명시

o 입력은 값 및 이름에 의해 지정

o 모든 적절한 데이터 베이스, 파일, 메시지, 기억장소 그리고 운 체제

에 의해 통과되는 값들을 명시, 특히 각 입력간의 모든 관계성을 명시

출력 명세서 o 시험항목에 필요한 출력과 특성명시 또한 정확한 값으로 제공 

특수절차 o 시험자료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시험절차상 제한 사항을 명시

시험자료간의 

상관성

o 각 시험자료의 수행시 반드시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들의 목록명시 및 

상관 관계의 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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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시험 절차 명세서

항목 내용

식별자 본 시험 절차에 부여된 식별자를 기술. 

목적
o 절차의 목적 기술

o 시험항목에 연관된 참조사항들을 기술

특정요건 

o 절차서 실행에 필요한 특수 요건들을 기술

 - 필수적인 절차

 - 특정 기술요건

 - 특정 환경적 요건   

절차단계

아래와 같은 단계를 포함

 - 로그 : 시험실행의 결과를 로그하기 위한 특정 방법이나 

          포맷을 기술

 - 셑업 : 절차 실행의 준비에 필요한 행위(action)의 순서 기술

 - 시작 : 절차의 실행에 필요한 행위의 순서 기술

 - 처리 : 절차의 실행동안 필요한 행위를 기술

 - 측정 : 시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방법 기술 

 - 셭다운: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이 발견시 시험정지에 필요한 

           행위기술  

 - 재시작 : 절차적 재시작 포인트 기술하고 재시작에 필요한 

           행위 기술

 - 정지 : 바른순서의 정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기술

 - 요약 : 환경을 재저장 하기 위한 행위 기술 

   - 긴급계획 : 실행 중에 발생한 비 정상적인 사건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사항 기술 

표 24   시험로그

항목 내용

식별자 시험 로그에 부여된 식별자를 기술. 

설명

o 로그 엔트리에 특별히 기술될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을 기술 

  - 버전/개정 수준을 포함한 시험의 정의

  - 실행될 시험 환경의 특질 기술(메모리 양, CPU모델넘버,저장장치등)

   

행위 및 사

건 엔트리

o 행위 및 사건 엔트리 

  - 실행: 실행될 시험절차의 기록 및 참고사항리록, 참여자의업무

  - 절차결과:각 실행의 결과를 보이는대로 기록(생성된 메시지, 운전원 

    요구등)

  - 시험의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기록

  - 환경적 정보: 환경적인 조건 기술

  - 비정상적인 사건: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의 발생 전.후에 일어났던 일  

     들을 기록, 시험절차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했던 주변 상황들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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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시험 분석보고서

항목 내용

식별자 본 시험 분석에 부여된 식별자를 기술. 

요약

시험항목의 평가를 요약

  - 시험항목에 대한 버전및 개정레벨을 포함한 확인

  - 시험행위의 환경적 요인들 기술

  - 시험에 대한 참고자료 기술(시험계획, 명세서, 절차서 등) 

차이 

o 명세서와의 차이를 리포팅 

o 시험계획, 시험설계, 시험절차와의 차이를 리포팅

o 각 차이의 원인을 기술 

이해력 있는 

평가

o 시험계획에 기술한 시험절차의 이해력 있는 평가

o 불충분한 시험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

결과요약
o 시험결과를 요약

o 모든 해결된 사항이나 결과들을 기술 또한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 기술

평가

o 모든 제한사항들을 포함한 각 시험항목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제공

o 평가는 시험결과와 시험레벨 통과/실패 기준들을 기반으로 함

o 실패 위험의 평가 또한 포함 

행위 요약

o 시험의 주된 사항들을 요약 기술

o 자원 소비데이터 기술(총 스태핑레벨, 총 기계시간, 총 시험에 소요된 

소비시간 기술)

허용
o 리포트를 승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 및 직함을 기술

o 서명 및 날짜의 공간을 제공함

 나. 소프트웨어 시험전략

일체형원자로 MMIS 소프트웨어 시험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시험검증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기준(metrics)

을 정의한다. 둘째, 일반적인 시험방법 중 시험기준의 특성에 따른 MMIS 소

프트웨어 시험의 세부적인 방법을 정의한다. 또한 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별로 적합한 시험방법을 정의한다.  셋째, 각 개발 단계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한다. 

  MMIS 소프트웨어 시험기준은 표 26과 같고 소프트웨어 시험기준의 특성에 

따른 각 시험단계별 적절한 시험방법을 표 27과 같이 정의하 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시험기준 평가방법은 체크리스트(check list), 검토

(walk-through). 시험도구 사용 등의 기법이 있다.  MMIS 소프트웨어 시험

에서는  우선 가장 일반적이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간단한 방법인 체크

리스트 법을 기준으로 각 시험기준을 시험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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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단계별 검토 목록

각 단계별 시험평가의 시험 기준과 기준 요소별 검토 목록(check 

list)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위 모듈 시험평가 검토 

단위 시험은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최소 단위인 모듈에 대한 검증

에 역점을 둔다. 설계명세서를 지침으로 하여 모듈내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

하여 중요한 논리적 경로를 시험한다. 시험에 대한 상대적 난이도와 발견되

는 오류는 단위시험을 위해 설정된 제한범위에 의해 규제를 받게된다. 단위

모듈 시험은 다중 모듈을 처리하기 위해 병렬로 수행될 수 있다. 단위시험

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듈에 대한 5가지 주요특성들에 대하여 평가한다. 

- 모듈 인터페이스 

- 지역자료구조

- 중요한 실행경로

- 오류처리경로

- 이상의 사항들에 향을 미치는 경계(Boundary) 조건

(2) 모듈통합 시험평가 검토 

통합시험은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오류를 발견해내는 시험을 수

행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조합하는 것이다. 즉,  단위모듈의 통합은 단위시험

이 끝난 모듈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설계된 소프트웨어 구조로 만들어 가

는 과정이므로, 여기에는 빅뱅(big-bang)시험, 점진적(progressive)시험(상

향식, 하향식)이 있다. 통합시험단계에서 적용하여야 할 상세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접속무결성

- 기능적 유효성

- 정보의 내용

- 성능

(3) 시스템  시험평가 검토 

모듈이 통합된 전체 시스템이 요구사항, 사양서, 등에서 제기된 

모든 요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완벽한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는가의 여부

를 시험한다. 즉, 개발된 실시간 시스템을 사용자 요구사항과 사양서를 참

고하여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동적시험평가 방법 중 동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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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시험검증 소프트웨어의 시험 기준 

시험기준 정의 상세기준 비고

표준

적합성
각 개발단계에서의 표준
준수척도

표준 준수성 개발
기술
요소기술

적합성
각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개발기술의 적합성 정도

개발기법 사용성, 개발도구 사용
성

신뢰성
옳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된 기능을 수행
하는 정도

일관성, 완전성, 오류허용성, 정
성, 간단명료성, 시험적합성, 기
억장치효율성, 실행효율성, 응답속
도성

성능
기능
요소

가용성
시스템이 운용 가능한 
상태로 있을 확률에 대한 
정도

MTTF,MTTR

무결성
허용되지 않은 사용이나
자료변경을 제어하는 정도

사용 통제성, 사용감시성

효율성
시간요건을 따르는지, 최
악의 부하에서 적절한 성능
을 내는 지 여부

성능

보안성
접근제어가 적절히 설계 
및 구현되었는지 정도

무결성

이용성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운용성,교육훈련성, 의사전달성, 
출력결과 적절성

연계성
연계기준 및 스타일을 
따른는지 정도

내부연계, 연계일관성

정확성
제어구조가 정확한지의 
정도

간단명료성

유효성
요건 및 기능을 따르고,
구현결과가 적절여부

허용성

유지

보수성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쉽게 교정되는 정도

일관성, 구조적 단순성, 모듈성, 
원시코드 해독성

확장성
새로운 기능 추가나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쉽게 
수정될 수 있는 정도

모듈성, 범용성, 원시코드해독성

이식성
여러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운용가능 하도록 쉽게 수정
할 수 있는 정도

모듈성, 자기기술성, 기계
독립성, 응용독립성, 원시코드
해독성

재이용성
전체나 일부가 다른 운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
도

모듈성, 범용성, 기계독립성, 
응용독립성, 원시코드해독성

상호

운 성
다른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

모듈성, 통신공통성, 자료
공통성, 원시코드해독성

문서

적합성
산출물 구성에 대한 적절
성 정도

산출물의 종류, 산출물 구성, 
기술내용 문서

작성
요소문서

표현성
산출물의 내용에 대한 표
현의 적합성 정도

용어정의, 일관성, 객관성, 
정확성



- 242 -

표 27  시험단계별 시험방법

단위모듈 단위모듈통합 시스템 운용 및 허락

정적
분석

1) 정 성
 - 지역자료구조
 - 계산과정의 오류
 - 비교와 제어 흐름
2) 일관성
 - 변수의 일관성
3) 연계성
 - 모듈내부 
  호출함수 연계
 - 외부 입출력연계 

화이트
박스 
시험

1) 유지보수성
 - 가독성
 - 내포루프정도
2) 정확성
 - 실행 기본경로
 - 루프, - 조건
 - 자료흐름

1) 정확성
 - 지역 및 광역변수 
범위 및 연계 

 1) 유지보수성
 - 일관성
 - 구조적 단순성
 - 모듈성
 - 원시코드 해독성

블랙박
스
시험

1) 정확성
 - 경계값 분석
2) 무결성
 - 오차예측
 - 원인-결과 확인
 

1) 무결성
 - 접속무결성

2) 유효성
 - 기능적 유효성

3) 효율성
 - 성능한계
  

1) 실용성
 - 사용자 화면의  
   적절성
 - 사용자 운 의  
   친근성

2) 내구성
 - 복구시험
 - 신뢰성 

3) 보안성
 - 보안

4) 호환성
 - 호환성  

1) 신뢰성
 - 일관성
 - 완전성
 - 오류허용성
 - 시험적합성
 - 기억장치 효율성
 - 실행효율성
 - 응답속도성
2) 이용성
 - 운용성
 - 교육훈련성
 - 의사전달성
 - 출력결과 적합성
3) 무결성
 - 사용통제성
 - 사용감시성
 - 장애대책성
4) 상호 운 성
 - 모듈성
 - 통신공통성
 - 자료공통성
 - 원시코드 해독성
5) 문서화
 - 문서적합성
 - 문서표현성
6) 확장성

통계적 
시험

1) 가용성 
 - MTTF
 - MTTR

스트레
스시험

1) 용량성
 - 기억용량
 - 처리용량
 - 스트레스(기억  
  용량+처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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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법,  오차예측기법, 경계값 분석기법 등 블랙박스 시험기법을 이용한 

시험항목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또한 점검표에 의한 시험평가를 적용하되 

이는 반드시 입력값과 기대값, 사후조치등을 포함하는 시험사례가 갖추어져

야 할 것이며, 요건서 및 설계서에 설정된 요구범위를 넘는 것은 시험범위

에 포함하지 않는다. 성능중심 시험평가 검토 목록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실용성 시험, 용량시험, 내구성 시험, 보완 및 호환성 시험을 중심으로 다

음과 같은 검토 목록에 의해서 성능시험 공통 점검사항과 분야별 점검사항

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한다. 성능은 실시간 또는 임베디드

(embeded)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만일 소프트웨어 부품의 시간

이 다른 부품에서 기대되는 시간보다 크거나 작으면 시스템의 동기화는 이

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결함극복기능 또는 시스템 실패를 일으키는 

사건을 발생한다. 성능시험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증한다.

- 실용성

- 용량

- 내구성

- 보안

  어떤 성능시험은 단위 시험 과정에서도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완

전한 시스템이 통합되고 테스트될 때까지 성능은 정확하게 시험될 수 없다. 

어떤 모듈이 시스템 전체 성능에 별로 향을 주지 않음에도 그 모듈의 단

위성능시험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성능 테스트 

결과는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성능 측정은 성능에 관

한 요구사항을 필요로 한다.  

(4) 운용 및 허락 시험 평가 검토 

운용 및 허락 시험은 시스템이 기능적인 측면, 구동적인 측면,  

안전성 등에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가를 사용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시스템

의 실제상황에서 행하는 시험 방법이다. 허락시험은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  확인과정이다. 이 때에 사용자는 수행할 시험항목을 직접 설계하고 

기술한다. 기대되는 출력과 미리 정의된 기준에 대하여 결과를 측정하는 밴

치마크 테스트가 또한 수행된다. ANSI/IEEE-829 및 MIL-STD-498을 시험기준

으로 기술 시험평가와 운용시험을 수행한다. 

  기술시험평가는 시스템개발단계에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성능

으로 문서화, 확장성, 이식성, 재이용성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

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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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실제 운용환경 하에서 수행하는 시험이다. 실시간 시스템은 최종적으

로 요건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 목록과 점검 기준을 정

의하고 모든 점검 항목들이 품질평가 기준을 통과했다면 올바르게 설계되었

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시험(문서화 시험평가)

- 확장성 시험평가

(5) 운용시험평가 

실제 운  환경 하에서 실시하는 운용시험은 시스템시험에서 실시

하 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실제 운  환경 하에서 중복하여 실시한

다. 이런 운  시험의 목표는 첫째,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발생 제거, 둘째, 

사용자 요구사항과 사양서에 명시된 대로 시스템이 운용되는지를 확인, 셋

째, 지정된 장비/환경 하에서 소프트웨어의 제 기능 수행여부를 확인한다. 

11. 디지털시스템 전자파대책

가. 배경 및 목적

(1) 배경

최근 재료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 첨단 학문의 발달로 계

측제어 시스템은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 기술의 도입에 보수적인 원

자력 관련 계측제어 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의 계측제어 시스템은 고

도의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제어 기술, 감시 기술 그리고 이들 기술이 

조화롭게 집적된 고도의 시스템 기술을 적용하는 추세에 있다. 원자력 플랜

트에 장착될 장비들은 플랜트의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기본 기능 

및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원자력 플랜트의 아나로그 장비들은 일부 디지

털 장비로 교체되어 사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이미 빠른 정

보처리와 대용량의 계산이 가능한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여 큰 성과를 거두

고 있다.

디지털 장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플랜트에 장

착하기 위해서는 기기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높은 주파수 및 

낮은 동작전압 때문에 전자파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디지털 계측제어계

통은 플랜트 환경에서 전자파에 대한 건전성을 갖도록 계측제어계통 설계시

나 원자력 플랜트에 설치시 전자파로 오동작 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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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원자력 플랜트의 환경에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자들은 전자

파 내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전

자파 관련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원자력 플랜트 장비의 전자파 규

격인 Reg. Guide 1.180은 IEEE-STD-518, 665, 1050을 고려한 설계와 MIL 규

격 및 IEC 규격에 따라 장비의 전자파 시험을 하도록 권고한다.

따라서, 전자파 장애에 대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시 대책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기기들의 전원선, 신호선, 차폐선 접지와 내, 외부

의 방사성 잡음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차폐기술등을 다룬다.

나. 디지털 장비 및 발생 잡음

디지털 장비는 대체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아나로그 장비와는 전기, 물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장비의 특성을 파악하고, 디지털 장비에서 발생되는 주요 

잡음원 및 잡음의 특징에 대하여 기술한다.

(1) 디지털 장비(equipment)의 특성

(가) 전기적 특성

디지털 기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한 보드, 메모리, 입/

출력 카드, 통신 카드등으로 구성되며, 빠른 정보처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구동전압과 함께 빠른 동작 주파수로 작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낮은 구동전압 및 신호처리의 특성은 디지털 장비 자체와 외부 장비

에서 발생되는 잡음에 대하여 취약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아나로그로 구성

되는 계측제어계통보다 디지털 기기로 구성되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전

자파나 전기적 왜란에 더욱더 취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전자파 내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나) 물리적 특성

디지털 소자 및 기기류의 견고한 조립과 구조는 디지털 기기에 

전해지는 진동에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려되는 사항은 진동에 의한 접착

부 손상이다. 그러나 원자력 플랜트에서 발생되는 진동은 대개 5∼2000Hz정

도의 낮은 주파수로서 전선 접착물을 심하게 여기시키는 데 필요한 주파수 

범위보다는 낮다. 

(다) 환경적 특성

온도는 디지털기기의 고장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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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온도는 단락과 단선 모두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도

로 인한 고장은 운전 허용범위내의 온도변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장기간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발생된다. 디지털기기가 온화환경(Mild Environment)중 

가장 조건이 나쁜 스위치기어 설치장소나 케이블 설치장소등에서의 온도를 

최대 40 C로 가정하 을 때 최대 고장율 증가는 10% 이내로 추정된다.

습도는 부식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부식은 일반적으로 미세회

로의 단선을 야기한다. 부식의 진행은 매우 복잡한 모델로 표현되는데 온도

와 습도가 주 향인자이다. 24 C, 100%의 습도에서는 부식에 의한 고장발

생시간이 4.63배 정도로 빨라진다.

방사능은 디지털장비에 대하여 여러 향을 끼친다. 누적방사능에 의한 성

능감소, 이온화 방사능에 의한 메모리 혹은 플립플롭의 비트오차, 집적회로

의 Latch-up등이 일어난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가 설치되는 온화환경에서의 

이온화 방사능은 미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기가 수명동안 받게되는 누적

방사능의 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디지털장비는 아날

로그 장비보다 방사능에 대한 내성에 있어서 심각한 취약성을 보인다. 발전

소의 60년 수명동안 온화환경에서의 총 누적방사능은 103rad이하로 설계될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집적회로 소자의 방사선 내성강도는 위의 값보다 

크지만 일부 CMOS(103∼105)와 NMOS(5×102∼104)의 경우에는 발전소 전 수

명동안의 동작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전소의 수명기간중에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새 장비로 교체되지 않는다면 수명후반기에는 누적방

사능에 의한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된 장비의 사용이 증대됨으로서 제기되는 환경인

자중 하나가 화재발생으로 인한 연기의 유입이다. 디지털장비의 연기에 대

한 취약성을 여러 가지 연구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스템간의 

통신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2) 일체형원자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부계통들은 캐비넷, 전

자장비, 정보처리기, 화면 표시기 등으로 구성된다. 캐비넷 및 전자장비는 

수백 MHz의 클럭주파수로 동작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보드, 입출

력카드, 통신카드등으로 구성된다. 일체형원자로의 경우 제어기기실에는 

많은 캐비넷 및 전자장비들이 접히 위치하고, 각각의 캐비넷 및 전자 장

비들의 신호선들과 전원선등의 케이블들이 배열이 매우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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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잡음 발생 장비 및 잡음 종류

잡음은 전파 경로에 따라 분류하면 공간에 전파되는 복사성 잡음

과 신호선이나 전원선등을 통해 전파되는 전도성 잡음이 있다. 복사성 잡음

이나 전도성 잡음은 전파 경로를 따라 복사성 잡음에서 전도성 잡음으로, 

전도성 잡음에서 복사성 잡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제어기기실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복사성 잡음의 향이 매우 커진다.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EMC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잡음을 발생하는 장비와 이에 대한 피

해를 받는 장비의 파악은 중요하다. 원자력 플랜트 내부의 예상 잡음원은 

다음과 같다.

o 고전압 스위칭 장비 : 고전압의 AC/DC, DC/AC, AC/AC 변환장비들이 사

용되며, 이런 장비들은 스위칭 주파수의 강한 잡음을 발생시킨다. 잡음의 

주파수는 스위칭 주파수와 동일하게 발생되며 대략 수십 kHz가 된다.

o CBS(Capacitor Bank Switching) 장비

o CCVT(Coupling Capacitor Voltage Transformer)

o GIS(Gas insulated switchgear)

o 변류기(Current Transformer)

o 회전기기 : 전동기, 발전기의 내부의 슬롯등에서 회전으로 인한 전기적 

잡음이 발생한다. 

o 싸이리스터 : 싸이리스터는 전류로 제어하는 스위치로서 전원공급장치

에 사용된다. 이 또한 일반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큰 에너지를 갖는 잡음이 

발생되며 잡음의 주파수는 대략 수십 kHz의 잡음을 발생시킨다.

o 컴퓨터 장비 : 컴퓨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메모리, 그 주변장치들

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장비보다도 높은 주파수의 잡음을 발생시킨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보드는 클럭 주파수에 의한 수백 MHz의 잡

음발생

-CRT는 10∼20MHz의 잡음 발생 

-디스크 드라이버, 플로피디스트 드라이버는 400kHz∼2MHz의 잡음을 발

생  시키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의 경우 1∼10MHz의 잡음 발생

-스위칭전압공급장치는 수십 kHz의 잡음 발생

위의 장비들은 주변 장비들로 전자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잡음발

생장비의 차폐가 필요하고, 이에 근접한 주변장비도 잡음에 대한 차폐 및 

필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생된 잡음은 공간으로 복사성 잡음이 전파되

어 타 장비에 전자파 간섭을 야기하고 또한 전도성 잡음은 신호선이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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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따라 연결된 타 장비에 전파되어 전자파 간섭을 야기한다. 

다. 원자력 플랜트 전자파 요건

전자파는 전자장비에 향을 주는 환경으로 고려되며, 기존의 원자

력 플랜트내의 아나로그 장비는 고유의 전자파 내성의 특징을 가지므로 원

자력 플랜트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전자파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

나, 1970년대 ABB-CE는 ANO-2 발전소에 노심보호 계산기의 설치를 위해 전

자파 검증을 군사 규격인 MIL-STD-461A에 따라 수행하 다. 최근의 노후 계

측제어계통 교체시 적용되는 관례는 교체 디지털 장비를 사업자가 설치장소

의 잡음수준에서의 전자파 내성을 충족하는 것을 제시하여, 규제기관은 제

출된 검증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하여 사안별로 처리한다. 디지털 장비의 원

자력 플랜트 적용 추세로 인한 전자파 장애에 대한 규제입장과 규제기준의 

필요에 따라, NRC는 원전내의 전자파 환경과 전자파 내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Reg. Guide 1.180을 전자파에 관한 시험기준으로 정하고, 전자파에 

관한 검증은 MIL-STD-461C/D, 서지내성에 관한 검증은 IEEE C62.41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EPRI-TR-102323을 전자파에 관한 시험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EPRI-TR-102323은 미 전력연구소 EPRI가 미국의 대표적인 원자력 플랜트의 

전자파 방사수준들을 조사평가하고, 원자력 플랜트내에 설치될 안전계통 장

비을 위한 전자파 간섭 및 내성시험의 기준을 정하 다. 주요 내용은 미국

의 원자력 플랜트 전자파 조사를 근거로 하여 광범위하게 원자력 플랜트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파 시험기준을 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자력 플랜트

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파 검증 기준은 두 가지이며, 첫째는 Reg. 

Guide1.180을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EPRI-TR-102323을 적용하는 것이

다. 원자력 플랜트 환경에서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제약된 공간에 다수

의 캐비넷 및 전자장비가 배치될 것이며, 또한 전자파 내성이 취약한 디지

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전자파 내성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시 고려할 설계규격은 표 28과 

같은 규격이 있다. 표 28의 IEEE-STD-518, 665, 1050은 원자력 규제지침 

Reg. Guide 1.180에 의하여 EMC 방안으로서 승인된 문서이며, 그 외의 IEEE 

문서는 인용된 문서이다.

라. 전자파 장애 대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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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원자력 플랜트 EMC 관련 설계 규격(추후 관련 규격 추가)

접지(grounding) 차폐(shielding) 필터링(filtering)
그밖의 잡음 

최소화기법

 IEEE-STD-665   

 IEEE-STD-142    

IEEE-STD-518    

IEEE-STD-1100   

IEEE-STD-1050   

 IEEE-STD-1050  

  IEEE-STD-518

IEEE-STD-665  

IEEE-STD-1050

IEEE-STD-518

IEEE-STD-665   

 IEEE-STD-518

IEEE-STD-665

원자력 플랜트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전자파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

한 설계시 전자파 간섭에 대한 대책으로서 캐비넷 및 전자장비 접지, 잡음 

필터특성 및 설치위치, 캐비넷 및 전자장비 외함 차폐와 케이블 차폐선 접

지, 각종 장비 케이블의 EMC를 고려한 적절한 케이블링, 접속, 잡음 저감 

기술 및 장비사용을 기술한다.

전자파에 대한 대책은 원자력 플랜트의 안전계통뿐만 아니라 비안전계통에

도 적용되어 설계한다. 따라서 모든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기본적으로 전

자파에 대한 내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 접지(grounding)

원자력 플랜트내의 계측제어계통은 단일점 접지와 다중점 접지를 

혼합한 혼성접지개념을 적용한다. 접지 계통은 DC에서 고주파수까지 연속적

인 전위가 되도록 유지하고, 접지선 간에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설계한

다. 접지시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o 고전압의 과도 현상발생동안에도 계통내에 안전한 전압을 유지한다.

o 저임피던스 접지로 누설전류(leakage current)의 경로를 제공한다.

o 장비에 축적될 모든 정전하에 대한 저 임피던스 누설 경로를 제공한다.

o 소자, 회로, 계통들사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피던스의 공통 신호 기준

을 제공하여 계측계통에서의 잡음 간섭을 최소화한다. 원자력 플랜트 기기

실 및 제어실 내부의 각 캐비넷 및 전자장비는 접지되어야 하고, 접지는 접

지하고자 하는 접지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종류로 분류된다.

o 장비 접지 

계통내에 속하는 캐비넷, 랙, 전자장비의 외함을 접지하며, 접지선은 연속

적이고, 차폐된 도선이어야 한다.

o 신호 접지 



- 250 -

캐비넷 및 각 전자장비의 신호, 통신카드간에는 신호 및 정보의 교환이 발

생하고, 이러한 회로의 접지는 장비접지와는 별개의 접지를 한다. 신호접지

는 주파수와 장비간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단일점접지 또는 다중점 접지를 

한다. 광통신 기술의 발달으로 이러한 신호선을 외부의 전자파에 강한 내성

을 갖는 광통신 케이블의 사용을 권장한다.

o 차폐선 접지

신호선이 외부로부터의 전자파를 차폐하기 위한 케이블일 경우, 차폐선은 

발생된 잡음전류의 경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접지가 되어야 한다. 제어기기

실에서는 산재한 캐비넷 및 전자장비의 케이블 차폐선을 하나의 접지에 묶

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근접한 차폐선들만을 하나로 묶는 중앙배치 프레임접

지(Central Distributed Frame Grounding)를 하도록 한다. 

o 전원선 접지

전원접지선은 전원인입선과 함께 인입되어 장비접지선과 연결되며, 전원접

지선은 원자력 플랜트 접지망에 연결한다.

계측제어계통의 접지를 요약하면 캐비넷에 결선된 케이블의 차폐선 접지

선 또는 버스는 캐비넷과 전기적으로 격리하여, 차폐선 접지 격자(Shield 

Ground Grid)에 연결한다. 전원접지버스(Power Ground Bus)는 캐비넷 구조

물에 연결해야 하고(캐비넷 접지) 다시 장비접지버스(Equipment Ground 

Bus)에 연결해야 한다.   

각 캐비넷에 하나의 계통신호 기준선(System Reference Bus)이 제공되어 공

통신호를 사용하는 캐비넷들 간의 결선에 사용해야 한다. 계통신호 기준선

은 현장기기, 차폐선 접지와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각 접지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장비 접지

장비접지의 목적은 원자력 플랜트 제어실의 전자장비 및 제어기

기실에서 인명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해 전자파 간섭으로 인한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과 전기적 과실에 의해 위험한 전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장비접지는 콘솔(console), 캐비넷, 랙(Rack)등의 외함(exterior housing)

을 인입전원의 접지선 또는 접지에 연결하는 것이다. 장비접지는 다음 사항

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o 모든 외함들은 장비접지 케이블을 종단하는 전원접지 버스와 같은 설비

가 있어야 한다. 전원접지선은 인입 전원선과 함께 제공되는 접지 도선이

다.

o 장비접지 케이블을 지정된 전원접지선에 연결하고 외함과 접지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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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연결을 한다. 

o 장비접지 케이블은 stranded conductor를 사용하고, 부식이 심각한 위

험을 초래한다면 이 도체는 절연되어야 한다. 부식성 환경에서는, 모든 접

지선들의 통합성에 관한 주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o 외함내의 모든 개개의 새시들(특히 operable sliding chassis)은 

braided, insulated 스트랩들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구조물에 연결하든지 또

는 다른 접지 형태로 연결한다.

o 제어기기실의 장비접지는 근접한 각 캐비넷의 접지를 전원접지버스에 

하나로 묶어 원자력 플랜트 접지망(station ground mat)에 단일점 접지한

다. 

o 각 캐비넷 및 전자장비의 접지도선 및 접지케이블은 가급적 짧게 사용

한다.

(나) 신호 접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서 공정계측계통 캐비넷을 거친 정보들은 

자료통신망을 거쳐 각 계통에 입력변수로 제공되며, 캐비넷으로 구성된 각 

세부 계통들은 캐비넷 과 전자장비간에 많은 정보를 주고 받는다. 장비접지

와는 별개로 이러한 신호회로들도 적절한 접지가 필요하며, 신호선들이 차

폐된 선이라면 차폐선 또한 접지를 해야 한다.  원자력 플랜트내의 제약된 

공간으로 인해 디지털 장비로 구성된 계측제어계통 캐비넷 간에 고주파수의 

간섭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각 캐비넷 접지는 다중점 접지방법을 선택하

여 장비접지와 신호접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그밖의 저주파수로 

동작되는 신호의 캐비넷 및 전자장비의 신호접지는 단일점 접지, 다중점 접

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Floating을 하도록 한다. 접지는 다음과 같이 단일

점 접지, 다중점 접지, floating으로 나누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o 단일점 접지 

단일점 접지 설계는 캐비넷 및 장비 접지(equipment ground)와 신호 접지

(signal ground)를 분류하여 각각 접지한다. 각 접지들은 각각 완벽히 분리

된 다른 경로로 접지버스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버스에서 원자력 플랜트 

접지(station ground)로 함께 묶여져야 한다. 캐비넷 및 전자장비의 단일점 

접지는 다음과 같다.

- 단일점접지 계통은 신호회로의 접지를 접지버스의 한 점에 연결하며, 

동상모드 잡음을 야기하는 접지 전류의 순환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 300kHz이하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장비를 사용할 때 단일점 접지 방

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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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캐비넷 집시, 단일점 

접지(저주파수인 경우)

- 단일점접지 계통은 신호 파장이 장비의 외함 면적 또는 접지 케이블 

길이에 근접한 고주파수에서 비효과적이므로, 고주파시에는 다중점 접지를 

한다.

- 신호접지의 목적은 계통내에서 모든 신호의 단일 기준을 잡는 것으로

서, 단지 하나의 도선이 장비 외함에서 인출되어 단일 접지 기준점에 접지

한다.

- 접지선은 접지점간의 전위차를 최소화하고, 기계적인 강도를 충족할만

한 두께의 치수를 갖는 절연 도선으로 한다.

o 다중점 접지(Multiple-point grounding)

300kHz이상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캐비넷이나 전자장비의 접지선은 가장 

가까운 접지점에 다중점 접지를 한다(그림 61 참조). 디지털 장비로 구성되

어 수백 MHz의 고주파수 신호로 동작되는 각 계측제어계통 캐비넷 및 전자

장비들은 다중점 접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공간적인 제약이나 다

중점접지의 케이블링이 복잡할 경우 단일점 접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중점 

접지는 회로의 구성이 쉬운 반면, 부식, 진동, 온도 변화에 대한 유지, 보

수가 어렵고, 다중점 접지가 다중 접지 루프를 만들어내어, 의도하지 않은 

동상모드 잡음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신호 접지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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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캐비넷 산재시, 단일점 접지

(저주파수인 경우)

접지 전위차를 없애고, 발생된 동상모드 잡음의 차단이 필요하다. 다중점 

접지는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주파수 신호인 경우에 사용하며, 접

지에서 캐비넷으로 결선되는 케이블의 차폐선 접지를 위한 차폐선 접지버스

는 구조물과 격리되며, 차폐선 접지 격자(Shield Ground Grid)에 연결된다. 

전원접지선(Power Ground Bus)은 캐비넷 구조물에 연결되고 (캐비넷 접지) 

다시 장비접지버스(Equipment Ground Bus)에 연결된다. 각 캐비넷의 공통된 

신호를 사용하는 회로의 신호 접지선을 캐비넷의 장비접지에 접지한다. 신

호 접지선은 현장기기, 차폐선 접지와 연결되지 않는다. 

o Floating 

전자장비를 순환전류와 동상모드 잡음이 발생하는 공통접지판 또는 공통 배

선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필요시 Floating을 한다(그림 63 참조). 캐

비넷으로 결선되는 케이블의 차폐선 접지를 위한 차폐선 접지버스는 구조물

과 격리되며, 차폐선 접지 격자(Shield Ground Grid)에 연결된다. 전원접지

버스(Power Ground Bus)은 캐비넷 구조물에 연결되고 (캐비넷 접지) 다시 

장비접지버스(Equipment Ground Bus)에 연결된다. 각 캐비넷에 하나의 계통

신호 기준버스(System Reference Bus)가 제공되어 공통신호를 사용하는 캐

비넷들 간의 결선에 사용된다. 이 계통신호 기준버스는 접지하지 않고 

Floating 한다. 계통신호 기준선은 또한 현장기기, 차폐선 접지와 연결되지 

않는다.  Floating은 정전하가 축적되고, 결과적으로는 잡음 발생 방전전류

가 흐르게 되어 위험하므로, 정전하의 축적을 피하기 위하여 접지에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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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다중점 접지(고주파수의 경우)

그림 62 캐비넷 산재시의 다중점 

접지(저주파수의 경우)

그림 63  Floating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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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leeding resistor를 사용하여 계통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차폐선 접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디지털 장비 및 연산장치로 구성된 캐비

넷 및 전자장비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캐비넷 및 전자장비에 연결된 케이블

의 차페선은 차폐접지 격자(Shield Grounding Grid)에 접지되어야 한다. 차

폐선의 접지방법은 차폐선 다중점 접지, 단일점 접지가 있으며, 차폐선의 

접지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접지해야 한다.

o 케이블 차폐선은 도체 길이 대 신호파장비가 상대적으로 클 때(도체길

이 대 신호파장비가 0.15이상인 경우) 다중점접지를 해야 한다. 

o 파장에 비해 케이블이 상대적으로 짧은 저주파수의 경우, 케이블 차폐

선의 한 쪽 끝단만을 단일점 접지한다.

o 케이블이 긴 경우 공진효과를 막기 위하여, 차폐선의 양 끝단만을 접지

하는 것보다 차폐선 중간 부분을 접지점에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중점 

접지가 효과적이지만, 중간지점에서의 차폐선 접지는 설치시에 케이블의 물

리적 손상과 습기에 의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설치

해야 한다.

신호에 대한 잡음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상적인 케이블 차폐선 접지 

방법은 모든 차폐선을 단 하나의 차폐선 접지격자에 접지하는 방법이나, 이

러한 접지방법은 원자력 플랜트 도처에 접지(Distributed ground system)가 

넓게 산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몇몇 설비의 차폐선을 

묶어 하나의 접지 기준에 접지하는 차폐선의 중앙 배치 프레임(CDF) 접지을 

한다. 중앙배치 프레임 접지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o 하나의 절연된 접지선을 원자력 플랜트 접지망(station ground mat)에

서 CDF의 절연된 구리 버스로 직접 연결한다. 

o 원자력 플랜트 제어실에 인접한 제어 기기실에서는 CDF 접지를 하는 것

이 적절하다.

o 개별의 CDF 접지 버스들이 많다면, 절연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방사상으

로(“tree” 또는 “star” 구성) 연결한다. 

(라) 기타 주요 기기의 접지

원자력 플랜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자장비중 안전에 중요한 장

비, 전자파를 많이 발생시키거나 예민한 장비들의 접지는 다음과 같이 수행

한다. 

o 변류기, 변압기와 CCVT(Coupling Capacitor Voltage Transformer) 접지

CT, VT, CCVT의 접지는  CT, VT, CCVT의 2차측 중성선은 부하를 충분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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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접지선에 연결해야 한다.

o Gas-Insulated Switchgear(GIS)

GIS는 높은 수준의 EMI를 발생시키므로, GIS에 접히 설치된 제어회로는 

완벽히 차폐되어야 한다. GIS의 차폐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 GIS위에 직접 설치된 모든 소자들(예, gas density relay, disconnect 

switch auxiliary switch, interlock, drive, circuit breaker control, CT

와 VT의 이차측 연결)은 완벽히 금속 폐 되어야 하고, 소자들의 외함

(housing)과 덮개(cover)는 GIS의 외함에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 모든 제어 케이블은 차폐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케이블 차폐는 연속적

인 원통형으로 적용된 주름잡힌 금속차폐이어야 한다. 

- 제어 캐비넷이 GIS에 접한 경우, 캐비넷을 완벽히 차폐하도록 설계

한다.

- 낮은 과도현상 내성 수준(low-transient immunity level)을 갖는 장비

(예: 컴퓨터)가 GIS와 동일 구조물(building)내에 설치될 때, 장비를 포함

한 방의 완벽한 차폐(Faraday cage)가 고려되어야 한다

o 도관과 케이블 트레이(Tray) 접지

도관과 케이블 트레이(tray)는 접지를 해야 한다. 접지 관련 규격은  

IEEE-STD-665, 1050등이 있으며, 접지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도관들은 전력선을 폐하고, 설비 접지 계통(facility ground 

system)에 연결되어야 한다

- 도관, 부속(fitting), 박스(box)간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모든 파이프와 나사의 나사선은 맞물리거나 조이기전에 전도성 윤활유

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접지 고정나사(Grounding locknut)는 페인트칠이나 다른 비전도성 칠

들을 관통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서, 도선의 불연속적인 이음매(joint)는 적절한 

크기의 점퍼선을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 Pull box의 덮개판(cover plate), 접합점 박스(junction box)와 출구 

박스(outlet box)위의 나사는 단단히 조여져야 한다.

- 모든 도관 받침대와 걸이들은 도관과 전기적인 한 부분으로 접속되어

야 한다. 

- 모든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지 

받침대와 걸이(hanger)를 포함한다.

o 상기기 신호의 접지



- 257 -

정보처리계통, 개괄정보표시기, 경보 및 지시계통에서 동축케이블로 전송되

는 상신호(예: CRT에 전송되는 상신호)는 잡음에 대단히 민감하다. 

상기기 및 그 외 주변기기의 설치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RF 신호 전송을 위해서는 고주파수용 차폐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 CRT가 표시 발생기(display generator)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

는 다른 접지점을 갖을 때 절연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차폐(Shielding)

장비가 많이 탑재되는 원자력 플랜트 제어실이나 기기실에서는 공

간에 복사잡음이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좁은 공간에서는 전자파 간섭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각 장비의 외함은 전자파 간섭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제

로 제작되어야 하고 철판은 최소 3.2mm의 두께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 또

한, 잡음의 발생원인 전자 장비는 타 장비에 비해 상위수준의 EMC 방법을 

사용하여 타 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을 줄여야 한다. 

(가) 장비 차폐

캐비넷 및 전자장비의 차폐를 위해서는 전자파 침투 또는 방사

경로에 대한 차폐 설계가 필요하다. 캐비넷 및 전자장비의 경우 출입문, 투

시창, 통풍구 및 케이블 관통부등과 같이 여러 부위에 대한 차폐성능의 연

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차폐재를 캐비넷에 장착하고, 

이음새, 케이블 인입, 구멍(aperture)과 같은 전자파 유입경로에 대한 차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자파 유입은 캐비넷 차폐 통합성을 저해하고, 캐비

넷 안팎에서의 전자파 결합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전자파 결합의 향은 간

섭파의 파장과 관련하여 구멍 또는 이음새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외함의 

모든 opening은 어떤 주파수에서도 효과적인 결합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

며, opening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 결합 효과 또한 증가하고 파장의 

1/20보다 큰 opening은 전자파 에너지가 감쇄없이 opening을 자유롭게 지나

갈 수 있다. 캐비넷 및 전자장비에 opening이 존재할 때는 언제나, 전자파 

결합을 줄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o 캐비넷의 가장 큰 opening이 파장의 1/20보다 작아야 한다. opening이 

파장의 1/20보다 크다면 부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o 케이블 인입이 있는 부분의 차폐는 차단주파수이상에서 동작되는 도파

관(waveguide)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도파관의 전도성 축의 길이는 적어도 

케이블 인입폭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o 플라스틱 또는 비전도성 물질의 캐비넷안에 봉합된 전자 시스템은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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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기 위한 전도성 물질로 처리된 케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 밖에 

금속입자를 포함한 특별한 전도성 페인트를 가지고 캐비넷 안쪽에 흡입액을 

뿌리는 방법도 적절하다.

o 캐비넷 또는 전자장비의 계측표시기 또는 지시를 위한 opening이 필요

할 때, 전자파에 대한 차폐를 제공할 수 있는 도전성 window를 사용해야 한

다. 

o 캐비넷 및 전자장비 이음새

- 전기적 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접합 표면은 페인트, 산화 피막, 

산화물, 유지등이 없어야 한다.

- 두 표면의 접합부는 겹쳐져야 한다. 접합부의 두 표면은 커패시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접합부가 고주파수에서 전기적으로 단락이 되도록 충분한 

용량성 결합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 접합부 폭은 접합 표면간의 최대 이

격거리의 다섯 배이어야 한다.

- 견고한 전기적 접합은 파장의 1/20보다 크지 않은 간격으로 접합부의 

길이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접합은 나사 금속구나 접지 패드, 이음새

를 가로지르는 접촉 스트랩 또는 전도성 개스킷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o 장비 외함 접합부 처리방법

구조물 차폐에서 두 금속면의 접합부위 처리방법에는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리벳팅 및 볼팅 등 직접 접속방법과 도전성 개스킷(예, Knitted Wire Mesh 

Type, 도전성 고무)을 이용한 간접 접속방법이 있다. 리벳팅 및 볼팅등 직

접 접속에 있어 접속면의 도전성 표면처리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금속 접

합부 두께에 비례하여 체결나사 간격을 길게 한다.

o 출입구 또는 탈착 Panel 개스킷 

전자파차폐의 불연속점, 즉 고정 이음매(fixed seam), 가동이음매(access 

seam)를 차폐하기 위하여 캐스킷을 사용한다. 캐비넷 및 전자장비등의 불연

속 이음매는 캐스킷을 이용하여 차폐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외부 인출 전자

파 또는 외부 전자파를 차단한다.

   전자파 실딩 캐스킷은 재료의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핑거 스트립(finger strip)

- 스파이럴 핑거(spiral finger)

- 금속와이어 직물

․편조선, mesh, 금속화 섬유

o 캐비넷 및 전자장비 통풍구 및 화면표시기 차폐

통풍구에 적용되는 차폐는 벌집형 통풍구(Honey Comb Vent) 또는 Screen 



- 259 -

Mesh등을 사용하며, 차폐성능뿐 아니라 최소 Air-Pressure Drop특성, 내식

성 및 내구성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화면표시기 차폐에 사용되는 

차폐재질은 Metal Coated Window 또는 Wire-Mesh Laminated Window로 구분

되며 광 투과율은 80%이상 유지해야 한다.

o 캐비넷 및 전자장비 외함 관통부 설계

캐비넷 및 전자장비의 전력공급선, 타 캐비넷 및  장비간 인터페이스(통신, 

신호, 제어선등) 케이블 및 기타 관통구들은 내/외부 전자파환경에 노출되

어 불요신호의 안테나 역할을 하므로 캐비넷 통과시 도파관을 이용하여 철

저히 차폐시켜야 한다. 또한 전력선은 케이블을 통해 들어오는 고주파수의 

전도성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력선 인입 부분에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해

야 한다.

(나) 케이블 차폐 및 케이블 배열

디지털 장비로 구성된 캐비넷 및 전자장비의 전력선, 신호선등

은 잡음경로가 되거나 잡음의 결합이 발생되는 매체가 된다. 따라서 케이블

의 잡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캐비넷 및 전자장비의 케이블의 일반적인 배열

은 다음과 같다.

o 제어 케이블을 방사상(radial)으로 배열한다. 한 장비에서 다른 장비로 

루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o 모든 전원 공급선과 귀환선(Return Line)은 큰 전자파 유도를 피하기 

위하여 공통 케이블(common cable)내에 있어야 한다.  

o 변류기(Current Transformer)의 두 이차측 도선들이나, 두 양/음극의 

직류 도선은 동일한 케이블안에 있어야 한다. 또한 변압기(Voltage 

Transformer)의 2차측, 3상과 중성선도 동일한 케이블내에 있어야 한다.

o 전원 공급선과 귀환선들이 분리되어 있다면, 동일한 배선관(raceway)내

에서 루프를 최소화하고, 유도성 결합으로부터의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가

능한한 서로 근접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o 가능하다면 두 선의 부드러운 꼬임으로 유도잡음의 크기를 줄여야 한

다. 

o 케이블 결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어 케이블들을 1차측 과도 전류가 

존재할 수 있는 buswork 및 전력도선들과 직각으로 배열한다. 직각배열이 

불가능한 경우 평행하게 배열된 버스들의 분리 거리를 최대한 크게 한다 .

o 제어케이블 길이를 최소화하도록 제어실을 중심부에 위치시킨다.

전력선과 제어선간은 최대 거리를 둔다. 전력선 및 제어선은 전도성 캐비넷 

또는 기준 접지판에 접히 배열해야 한다. 케이블의 차폐와 더불어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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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격은 전자파 간섭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며, 차폐 

케이블 및 차폐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 케이블 차폐와 이격

o 케이블 차폐

각각의 캐비넷 및 전지/전자장비의 전원선, 신호선, 통신선, 제어선등은 공

간의 복사성 잡음의 전자파 간섭에 대한 방안으로 연속적인 케이블 차폐를 

유지해야 한다.

o 차폐 케이블 및 케이블 차폐 유형

디지털 계측제어계통내의 전원선, 신호선은 동축케이블이나 꼬임선 케이블

을 사용하여 전자파 간섭에 대한 연속적인 차폐를 제공하고, 캐비넷 및 랙

간의 자료통신망 케이블은 전자파간섭에 강한 광통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

- 동축케이블(Coaxial cable)

300kHz이상의 주파수 신호는 가급적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송한다. 차폐

물이 실질적으로 감쇄하지 않은 주파수이하의 특정한 주파수를 차단주파수

(cutoff frequency)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 c= Rs/(2πL s )

여기서, Rs : 차폐저항(shield resistance)

       Ls : 차폐물의 인덕턴스(self-inductance of the shield)

표준 동축 케이블에 대한 차단 주파수는 0.5에서 10kHz범위이다. 주파수

가 차단 주파수이상으로 증가하면 차폐물은 증가된 감쇄를 제공한다. 브레

이드(Braid)는 안쪽 도선을 완벽히 폐하기 위하여 연결 접합부

(connection junction)에서 납땜되어야 하며, 동축 케이블을 배열할 때에 

최대 가능한 골곡 반경을 적용해야 한다. 그 굴곡 반경은 케이블의 공칭 지

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 꼬임선 케이블(Twisted Pair Cable)

평행한 두 도선사이에서는 하나의 루프가 생성되는 것과는 달리 도선을 꼬

면 일련의 근접한 루프들이 형성된다. 자계장에 의하여 근접한 루프로 유도

된 전류가 각각의 도선에 반대방향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에, 꼬인 도선들을 

통과한 모든 자계장들은 서로 상쇄된다. 꼬임선 케이블은 용량성 결합에 대

해 효과적이고, 용량성 결합으로부터 발생된 공통 모드 잡음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마련되어야 한다. 꼬임선(twisted pair)의 꼬임새(lay)을 짧게 하면 

할수록 잡음 감소가 더 커진다. 최소 18 turns/m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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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통신 케이블

광섬유는 전송손실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주파수가 마이크로파보다 수만배 

높은 광파장을 캐리어로 사용하므로 매우 높은 전송대역폭을 제한없이 장거

리에 전송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광섬유는 비전도체이므로 습기의 향을 

받지 않고 전자파나 유도장해를 받지 않아서 전자파간섭의 향을 거의 받

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캐비넷 간 통신선은 가급적 광

통신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캐비넷 내부 랙간의 통신에서도 광통신 케이

블을 사용한다.

(라) 케이블간의 이격

다른 구동 전압 또는 다른 에너지 레벨로 동작하는 케이블들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낮은 에너지의 아나로그 신호는 더 높은 에너

지의 제어신호와 동일한 케이블(same cable)을 사용해선 안 된다. 또한, 직

류 배터리와 교류 제어전력 회로는 동일한 케이블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격리된 케이블들은 그 기능에 따라 그룹핑되고 적절한 

거리를 두어 이격되어야 한다. 하나의 케이블 트레이(tray)내에서 다른 범

주의 회로들이 거리를 두고 평형 하게 뻗을 때, 접지된 금속 장벽(metallic 

barrier)으로 두 회로를 분리하는 방법도 적절하다.

   

(3) 필터링(filtering)

잡음은 전파경로에 따라 공간을 경유하는 복사성 잡음과 전원선이

나 신호선등을 경유하는 전도성 잡음이 있다. 전도성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감쇄비를 갖는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캐비넷 및 전자장비로 

인입하는 전력선, 교류접지 도선, 출력 도선, 모든 제어 및 로직신호 도선

들이 전도성 간섭을 야기한다. 일단, 고주파수 잡음이 전자 회로내에 들어

오면, 회로 내에서 고주파수 신호의 일부가 잡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캐

비넷 및 전자장비를 고주파수 잡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역통과필

터(Low Pass Filter)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해야 한다. 

(가) 필터 

o 필터 종류

- 주파수특성에 따른 필터 분류

‧ 저역통과필터

원하지 않는 고주파수의 잡음을 저주파수의 신호로부터 여파하는 필터로서 

고주파수의 신호를 차단하여 낮은 주파수의 신호만 통과시켜 원하는 신호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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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역통과필터

원하는 신호의 주파수가 고주파수일 경우 고주파수의 신호만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의 신호는 차단한다.

‧ 대역통과필터

원하는 신호가 일정 주파수대역폭내에 있다면 그 신호만 통과시키고, 그 외

의 주파수는 차단하는 필터이다.

‧ Notch 필터

원하지 않는 신호의 주파수가 일정 주파수 대역폭내에 있는 경우, 그 주파

수 신호만을 차단하고, 그 외의 주파수 신호는 통과시키는 필터이다.

- 사용용도에 따른 필터 분류

‧전원용 필터

‧신호용 필터

o 필터 구성

필터는 단순한 커패시터, 패라이트 비드부터 대역 필터등이 있고, 필터의 

구성은  필터링될 잡음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필터를 구성하는 소자들

은 다음과 같다.

- 페라이트 비드

- 관통형 콘덴서

- 코일

- 캐퍼시터

필터는 전도성 전자파간섭의 두 형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급적 동상모드타

입과 차상모드타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o 필터 설치 요건

전력선 필터들은 캐비넷 및 전자장비의 인입 전원선을 경로로 하는 전도성 

잡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캐비넷 또는 

각 장비내에 설치한다.

- 캐비넷 및 전자장비내부에 설치된 필터의 인입된 전력선과 필터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한다. 고주파수에서, 입/출력 기생 커패시터에 대한 보

호와 설계,제작된 필터의 효과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필터를 캐비넷 및 전

자장비 내부 전원입력부에 바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인입된 전력선과 근접하게 배열된 필터링된 전력선의 재결합을 피한

다.

- 전력선과 신호/로직케이블의 결합이 생기지 않도록 잡음결함경로를 차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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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할 잡음의 주파수를 고려하여 필터의 유형을 선택하고 차단주파수

를 설정한다. 불필요하게 큰 필터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잡음 저감 장비

원자력 플랜트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캐비넷 및 전자장비는 디지

털 회로와 연산장치로 구성되며, 고속의 통신을 한다. 따라서 수 MHz의 전

도성 및 복사성 잡음이 발생하며, 전도성 잡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전원선

이나 신호선에 다음의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전자파 간섭을 줄인다. 

o 절연 변압기

신호회로의 균형(Balance)을 위해 절연변압기를 사용한다. 절연변압기은 신

호가 교류일때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매우 높은 고주파수의 잡음은 1차

측과 2차측 권선간의 기생 캐퍼시턴스를 경유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Noise 

Cut 변압기를 사용하여 1차측과 2차측의 코일의 용량성 결합을 차단시킨다.

  

o 중성 변압기(Neutralizing transformer)

o 차동 증폭기

차동증폭기의 사용은 동상모드 노이즈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o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한다.

(4) 잡음 결합 경로 차단 방법

잡음 전송형태를 고려하면 잡음 전압은 대부분의 경우 신호선이

나, 전원선을 통해 결합되므로 이를 차단하여 잡음 발생을 저감시킨다.   

(가) 공통 임피던스 결합 차단

공통 임피던스 결합에 대한 저감 기법은 다음과 같다.

o 가능한 회로들 사이의 동상 임피던스 점을 제거한다.

o 접지연결은 가능한 짧게 한다. 

o 접지선의 저항과 임피던스를 최소화한다.

(나) 용량성 결합 차단

   용량성 결합에 대한 저감 기법은 다음과 같다.

o 민감한 회로(sensitive circuit)의 임피던스를 줄인다.

o 전도성 차폐물을 설치, 연결하여 용량성 결합 전류가 신호선을 통한 흐

름없이 접지로 흐르도록 한다. 용량성 차폐물들은 신호 회로를 적절히 차폐

해야 하고 잡음 전류를 위한 우회로(bypass path)를 제공하기 위한 저임피

던스 물질로 구성한다.

o 결합을 최소화하도록 케이블을 배열한다(물리적 분리와 직각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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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차측과 이차측 권선사이에 용량성 차폐를 제공하는 변압기를 사용한

다.

(다) 유도성 결합 차단

   유도성 결합에 대한 저감 기법은 다음과 같다.

o 민감한 회로(sensitive circuit)의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o 저 자기저항(reluctance) 물질로 차폐하여 자기장을 우회시킨다.

o 고 유전율(permeability) 물질로 차폐하여 자기장을 견제한다.

o 결합과 루프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제어회로를 배열한다(물리적 분리, 

직각 교차, 방사상의 배열, 신호선의 꼬임)

o 주파수 간섭 지역에서, 세로로 차폐된 케이블(longitudinally shielded 

cable)을 사용한다.

o 신호의 상승시간(rise time)을 크게 한다.

(라) 복사 결합(Radiative coupling) 차단

복사 결합에 대한 저감 기법은 다음과 같다.

o 손실이 많은 유전체 차폐(dielectric shield) 또는 자기 차폐(magnetic 

shield)를 사용하여 복사계를 흡수한다.

o 금속차폐를 사용하여 복사계(radiated field)를 반사한다.

o 전자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emitter와 receiver의 이격거리

를 가능한 크게 한다.

o 캐비넷 opening을 제 2절의 장비차폐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설계한다.

(마)공통 모드 잡음 저감

동상모드 잡음은 위에 언급된 4가지 결합에 의해 발생될 수 있

다. 동상 모드 잡음은 차상 모드 잡음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동상모드 

잡음은 제어회로의 주 잡음원이다. 동상모드 잡음은 다음의 기법을 사용하

여 저감한다.

o Balanced transducer와 동일한 신호선을 사용하여 신호 회로를 대칭이 

되게 한다.

o 다음 방법에 의해 동상모드 결합임피던스를 최대가 되게 한다.

- emitter와 receiver사이의 물리적 분리를 증가시킨다.

- 간섭원(interference source)과의 직접연결의 수를 줄인다.

o 민감한 회로에의 전자파 간섭을 막기 위해 차폐기술들을 사용한다.

o 동상모드 제거소자를 사용한다.

- 차동 증폭기(Differential Amplifier)

- 절연 변압기(Isolation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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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격리기(Optical isolator)

o 다중점접지 기법을 피하고, 광범위한 계통(extensive system)에서는 수

행하기 어려울지라도 단일점 접지와 floating 접지를 적용한다. 

(5) 접속(Bonding)

(가) 접속 종류

전자파의 유입 및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금속간의 전기적인 

경로를 형성하거나, 금속간의 접속이 필요하다. 접속은 두 금속을 직접 접

속하는 직접 접속과 두 금속간에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간접접속

이 있으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o Class A(직접 접속)

용접 또는 납땜으로 두 금속 또는 그 표면사이를 구적으로 결속시키는 방

법으로서 가장 낮은 임피던스를 형성한다.

o Class B(간접 접속)

장비 설치시 볼트등을 사용한 금속 대 금속접속에 의한 결속방법이다.

o Class C(간접 접속)

금속 접속스트랩 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 결속시키는 방법으로서 검사 및 

교체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진동, 팽창, 수축등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 

부러지거나 접속부분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접속 스트랩 

간접접속인 Class C를 선택할 경우 접속 스트랩은 폭 1 [inch]

의 편조구리선을 사용한다.

(다) 접속 처리

o 장비 접속

장비 접속시 간접 접속인 Class B, Class C를 적용할 경우 주요사항은 다음

과 같다.

- 모든 접속면에는 도장, 기름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볼트를 이용하

여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물 접속면의 넓이는 장비 접촉면보다 1.5배 

이상이어야 하며 도전성 표면처리가 요구된다.

- 충격 및 소음대책용 Mount를 이용하여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접속 스

트랩은 접촉이 빈번하지 않은 2개소(서로 반대위치)에 부착한다.

- 접속 처리후 접속부위의 부식방지 및 방수가 요구될 때는 Sealing 

Compound처리를 한다.

o 케이블 및 도관(Conduit)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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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케이블 또는 도관의 길이가 3m이상일 때는 각 종단부로부터 1.5m이내 

지점에 접속처리를 한다. 접속부간 거리는 1.5m를 넘지않도록 한다. 케이블 

및 도관의 길이가 3m이내일 때는 중간 한 지점에 접속한다. 접속 스트랩 러

그와 도관이 접속되는 부분은 청결해야 하며, 비전도성 물질이 없어야 한

다.

o 이종 금속간 부식방지

서로 다른 금속면이 간접접속(Class B)될 때 두 금속간 전위차로 인해 부식

이 발생되므로 재질 선정시 또는 접속면의 표면처리시 전위차 0.6V이하가 

되도록 한다.

12. 디지털 시스템 신뢰도 분석방법[93,94]

가. FMEA의 개요

FMEA란 설계된 시스템이나 기기의 잠재적인 고장형태를 찾아내고, 

시스템이나 기기의 가동 중에 이와 같은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임무 달성

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향이 큰 고장형태에 대하여는 적절

한 대책을 세워 고장의 미연방지를 꾀하는 방법으로서 설계의 평가뿐만 아

니라 제조공정의 평가나 안전성의 평가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FMEA에 의거 설계된 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

템의 설계 자료 외에 과거에 생산된 유사 제품에 관한 설계 자료와 고장보

고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석을 실시하는 팀은 설계 내용을 충분

히 이해하고, 시스템이나 기기의 동작과 기능 그리고 성능을 충분히 파악하

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FMEA는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을 찾아내고 상

향식으로 이들의 고장이 제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나. 고장 형태에 따른 활동 및 책임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치명 구성품들(Critical 

Components)은 단순한 설계 검토로는 알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전체 시스

템의 치명도를 완화시키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한 시스템의 치명 구성품들을 찾아내고 순위를 정하는 조직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되며, 치명적인 구성품들이 발견되어 순위가 부여되었다면 순위

가 높은 구성품부터 치명도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장형태와 향분석의 정확성을 최대로 보증하기 위해서는 구성품 설계

자, 시스템 설계자 및 신뢰도 공학자들이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고장형태

의 집행을 관리하고 이행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신뢰도 공학자에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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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고장형태에 따른 활동 및 책임

이며, 구성품과 서브시스템의 수준에서 수행되는 특정한 고장형태의 분석은 

구성품 설계자와 시스템 설계자 각자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책

임이 따르는 활동들의 순서가 그림 64에 요약되어 있다[98,99].

(1) FMEA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FMEA를 시작하기 전에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설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스템의 구성, 동작원리, 기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

다. 그 때문에 신뢰성 분석 담당자는 설계사양, 설계문서, 도면, 설계 데이

터, 각 구성품의 신뢰성 데이터 등을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일반

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기술한다[98].

(가) 시스템 구조 및 환경

시스템 구조 및 환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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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요소의 기능, 특징, 성능, 역할

- 구성요소 간의 연결 관계

- 중복 레벨(redundancy level) 및 중복시스템(redundancy system)의 성

격

- 시스템이 동작하는 환경조건, 예를 들면 온도, 습도, 방사능, 진동, 

압력 등

-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연결 관계

(나) 고장형태

고장형태는 고장이 시스템 구성품에서 관찰되는 향(effect)을 

말한다. 고장형태는 FMEA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가

능한 모든 고장형태를 열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장형태에 대한 정보

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소스(data source)로부터 얻을 수 있다.

o 구성품 또는 장비(equipment) 제조업자

새로운 구성품인 경우에는 구성품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과 구조

를 가진 구성품과 그것에 수행되는 시험에 대한 고장형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으며, 기존에 이미 사용 중인(in service) 일반적인 구성품인 경우에는 

그것의 성능, 고장보고서, 실험실 시험(laboratory test)에 대한 고장형태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o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활용

EPRI의 ALWR 원전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와 IEEE STD-500의 신뢰도 데

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구성품이나 부품의 고장형태를 수집하는데 표 

3.3.12-1은 부품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의 고장형태 및  고장형태의 

발생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다) 치명도 개념

치명도는 각 기능블록의 고장형태가 시스템이나 기기에 어느 정

도 치명적인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고장 향의 중대도, 고장 발생빈도, 

고장 검출의 곤란도,  고장 방지의 곤란도 등의 향인자들과 접한 관계

가 있으며, 응용에 따라 이 향인자들의 조합으로 치명도를 나타내는데, 

FMEA 수행 전에  미리 어떤 향인자를 치명도 분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라) 기준 요건

FMEA는 시스템이 어떤 기준(criteria)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낸다. 즉 FMEA는 시

스템이 명시된 설계요건(예를 들면 설계요건서 또는 ANSI/IEEE 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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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FMEA 의 분해레벨(Typical)

603-1980)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은 FMEA를 통해 증명(확인)해야하는 기준 요건들에 대한 예이다[93].  

- 채널 독립성(channel independence)

- 단일고장(single failure)

- 자동 조치(automatic action)

- 시험성(testability)

다. FMEA의 실시 절차[97,100]

(1) 시스템 구성과 임무 기술

시스템은 여러 개의 요소들(elements)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구

성요소들은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떤 목적을 수행한

다. 그러므로 이들 구성요소들의 연결과 기능을 파악하고, 시스템이나 기기

의 임무를 분석한다.

(2) 분해레벨의 결정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FMEA는 서브시스템 레벨로 분해하여 실시하

고, 서브시스템의 FMEA는 그룹 레벨로 분해하여 실시한다. 보통은 부품이 

최소의 단위이지만 다시 적은 요소로 분해하여 부품의 FMEA를 실시하는 경

우도 있다. 그림 65는 전형적인 FMEA의 분해 레벨을 나타낸다[96]. 시스템

을 어느 레벨까지 분해하여 FMEA를 실시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

는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정보가 이용 가능한 레벨을 선택하여 분석의 출발

점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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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별 블록도의 작성

시스템이나 기기를 분해하는 경우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중요한 기능별 블록으로 분류하고, 기능 

블록도를 작성한다. 

(4) 신뢰성 블록도의 작성

기능별 블록으로 분해된 컴포넌트 등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신뢰

성 블록도를 작성한다. 그러면 직렬, 병렬 또는 이들이 혼합된 신뢰성 블록

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서브시스템과 컴포넌트가 혼합된 신뢰성 블록도를 

만들게 되면 해석상 지장을 주게 되므로 서브시스템의 신뢰성 블록도를 먼

저 만들고, 필요에 따라 서브시스템을 컴포넌트 레벨의 신뢰성 블록도로 전

개하는 것이 좋다. 

(5) 고장형태의 검토

서브시스템, 컴포넌트 등 블록별로 고장형태를 열거한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제품이 있으면 그것의 고장기록이나 사용자의 클레임 등을 포

함시켜 고장형태를 검토한다.

(6) 고장형태의 정리

위에서 찾아낸 고장형태 중에 FMEA의 실시에 효과적인 고장형태를 

선정한다. FMEA에 유효한 고장형태 선정 시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유사제품

에 대한 고장 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적절한 고장형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사

한 제품의 고장내력을 무시하고 고장형태를 선정하게 되면 중요한 고장형태

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장형태의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

다.

(7) 추정원인의 기입

선정된 고장형태별로 추정원인을 열거하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을 

3~5항목을 FMEA 용지에 기입한다. 추정원인은 FMEA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원인의 검토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FMEA 양식에 결과를 요약 기입

FMEA 양식에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입하되 간단 명료하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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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부품의 고장형태 분포

기기 유형 고장형태
고장형태별 

발생 확률

Coil

Short 

Open

Change in Value

.42

.42

.16

Circuit Breaker
Open without Stimuli

Does not Open

.51

.49

C a p a c i t o r , 

Tantalum

Short 

Open

Change in Value

.57

.32

.11

Connector/Connec

tion

Open

Poor Contact/Intermittent

Short 

.61

.23

.16

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할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9) FMEA 고장등급의 결정

실제조건과 고장의 중요성을 대조하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장

등급을 매긴다. FMEA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신뢰성 보증을 위한 대책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설계부분 외에 시험실이나 품질보증부의 의

견을 충분히 듣고 고장등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대책 또는 개선 제안의 수립

고장등급이 높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o 설계변경

o 고신뢰성 부품의 사용

o 품질관리 및 절차의 변경

o 시험 및 검사 등의 절차 변경

라. 고장등급의 결정방법[101]

고장등급은 고장이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등

급을 매기는 것으로써 응용에 따라 평가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한 평

가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아래의 방정식( C s)은 평가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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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 1, C 2, C 3를 이용해 고장등급을 계산한 예를 나타낸다. 

Cs = C 1 *C 2*C 3

C 1 : 고장 향의 중대도

C 2 : 고장의 발생빈도

C 3 : 고장검출의 곤란도

C 4 : 고장방지의 곤란도

C 5 : 고장 시정시간의 여유도

이것들은 각각 적절한 수치를 평가에 따라서 부여하는 것이다.

(1) 고장 향의 중대도 평가

각 기능블록의 고장에 의한 향의 중대도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은 등급으로 나누고 각각 Category에 수치를 부여하여 C 1을 평가할 수 있

다.

o Category I - 파멸적(Catastrophic) : 시스템이나 기기의 완전한 손실 

혹은 인원의 사망을 야기시키는 고장

o Category II - 치명적(Critical) :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될만한 시스

템이나 기기의 손실이나 인원의 중상을 야기시키는 고장

o Category III - 중대(Major) : 임무 수행의 저하나 가용성

(availability) 저하를 초래하는 경미한 기기의 손실이나 인원의 경상을 야

기시키는 고장

o Category IV - 경미(Minor) : 기기의 손해나 인원의 부상을 야기시키는 

정도는 아니지만 경미한 고장으로 보수나 수리를 요하는 고장

(2) 고장형태 발생빈도의 평가

고장형태의 발생 확률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고 

각각 수치 C 2를 부여해서 평가한다.

o Level A : 운용기간 내에 대단히 자주 일어난다. 발생확률은 0.2 이상

o Level B : 보통 일어날 수 있다. 발생확률은 0.1 ~ 0.2

o Level C : 적지만 때때로 일어날 수 있다. 발생확률은 0.1 ~ 0.01

o Level D : 드물게 일어난다. 발생확률은 0.01 ~ 0.001

o Level E : 일어나기 어렵다. 발생확률은 0.001 이하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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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고장등급 순위

고장등급 C s

I 7점 이상 ~ 10점

II 4점 이상 ~ 7점

III 2점 이상 ~ 4점

IV 2점 미만

개발설계하는 시스템이나 기기의 특수성에 따라서 혹은 위험도 분

석, 공정 관리 등 적용 목적에 따라서 각각 치명도의 평가항목이나 등급 부

여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고장검출이 대단히 곤란한 고장, 방지하

기 어려운 고장, 고장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오래 걸리는 고장형태 등은 치

명도가 높이 평가된다. C 1, C 2, C 3, C 4, C 5의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표

를 만들어 계산한 다음에는 표 30에 의거한 고장등급을 결정한다.

마. 치명도 분석

치명도 분석(Criticality Analysis)이란 FMEA를 실시한 결과 고장 

등급이 높은 고장형태가 시스템 고장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를 정량적으

로 계산하고, 고장형태가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

법이다. 그리고 FMEA에다 치명도 분석을 포함시킨 것을 FMECA(Failure 

Mode, Effect and Criticality Analysis)라고 한다.

고장등급이 I 또는 II인 고장형태의 일람표를 작성하고 이들 각각의 고장

형태의 치명도 지수를 다음의 방정식에 의해 계산한다.

Cr= ∑
i

n= 1
 (α*β*KA*KE*λG* t) n

C r : 치명도 지수

 n  : 구성품의 치명적 고장형태의 번호 

KA : 운용시의 고장률 보정 계수

KE : 운용시의 환경조건의 보정계수

λG  : 기준고장률(시간 또는 사이클당)

t   : 임무당 동작시간

α  : λ G 중에 해당 고장형태가 차지하는 비율

β  : 해당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향이 실제로 발생하는 조건부 확

률이며 예를 들면 표 31과 같이 정량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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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고장 향 확률

고장의 향 β의 값

대단히 자주 일어나는 손실 β = 1.00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손실 0.1 < β < 1.00

적지만 일어날 수 있는 손실 0 < β <= 0.1

향없음 β = 0

위의 방정식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치명도 분석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정량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

장 데이터를 수집, 해석하여 고장률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신규로 설계된 제품의 평가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FMEA만 사용하고 

FMECA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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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일체형원자로 계측제어계통의 기본설계는 상위설계개념으로 설정된 인간

기계연계체계의 설계목표와 개념설계에 부합하면서 인허가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요건을 개발하고 타 계통과의 연계요건을 정립하 다. 설계요건

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과 구조개발, 그리고 평가와 분석을 통해 

기본설계를 완성하 으며 추후 상세설계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세부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1차년도에 경보 및 표시계통, 정보처리계통, 보호 및 제어계

통, 계측 및 특정감시계통, 그리고 자료통신계통 설계에 필요한 적용 규제

요건과 기준에 따른 적용요건을 선정, 평가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각 계통의 고유한 기능, 성능, 시험, 운전, 검증요건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확립하여 계통설계요건을 개발하 다.  설계요건 설정에 고려해야 

할 항목들은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및 검증 

시험계획 개발, 구현기기에 대한 기기검증 요건 및 기기선정 기준 설정, 계

통 구조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위한 방법론 정립과 신뢰도 목표치 설정, 단

일고장 향분석과 디지털기술로 구현된 계통의 공통모드고장 발생 가능성 

평가와 대책 등이다. 2차년도에는 각 계통의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플랜트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관된 관련 신호처리 및 작동계통들과 운전원이 

플랜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보와 경보를 제공하는 요건을 

확립하 다. 개발항목으로는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신호 연계요건, 물

리적 연계요건, 전기적 연계요건들이며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과 관

련한 통신연계요건을 개발하 다. 3차년도에는 각 계통의 수행기능, 연계사

항, 기능수행에 필요한 주요기기, 동작논리 및 운전에 대한 내용과 구조를 

포함한 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서를 개발하 으며 

계통의 기능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 기기들의 기능에 대

한 연계사항을 개발하고 계통의 운전과 시험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 다.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 기본설계도 설정된 인간기계연계체계 설계목

표에 부합하도록 일체형원자로 운전을 위하여 운전원이 상주하는 제어실 

역과 제어실에 설치되는 각종 정보표시기 및 제어기의 기본설계 개발을 목

적으로 하 다. 수행된 세부업무로는 계측제어계통의 기본설계 업무와 동일

한 성격의 업무를 제어실과 제어반, 대형화면, 소프트제어기 등에 대해 수

행하 다. 인간기계연계의 기본설계는 설정된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인허가

요건 분석과 함께 설계의 타당성, 적용성, 기술성 및 구현성, 경제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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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체계적인 인간기계연계 설계방법을 통해 제어실과 운전원의 감시 및 

제어 역인 각종 제어반의 기능과 구조를 개발하 다. 일체형원자로 운전에 

필요한 기능중심의 각종 운전정보의 표시개념 및 표시방법을 설정하고 정보

표시 기기들 간의 기능적인 연계관계를 설계하 으며, 제어실 운전정보 제

공원인 대형화면과 운전원 입력 및 수동제어에 사용될 새로운 인간기계연계 

기기인 소프트제어기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개발하 다. 개발된 내용들은 

후속 상세설계단계의 설계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것이며, 인허가성 확보를 

위해 플랜트 건설싯점까지 제어실 Mock-up 개발하여, 이를 통한 검증시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기계연계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각 계통의 기본설

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측제어계통 및 인간기계연계 개발의 인허가 

현안이라 판단되는 주요적용기술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 다. 수행

한 기술들은 인간공학연계 설계에 적용할 설계지침과 정보의 시각화기법을 

개발하 고 계통분석과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MMIS구조에 적합한 자료통신망 

구조를 설정하 고 계측기의 불확실도와 계측신호의 디지털화에 대한 타당

성분석, 보호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른 프로세서와 버스선정을 통해 설계요건

을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공유기기나 소프트웨어에 의한 공통모

드고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다. 하드웨어의 검증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

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와 안전소프트웨어의 

시험지침서를 개발하 으며 디지털시스템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기검

증절차와 신뢰도 분석방법을 개발하 다. 평가 및 분석내용은 추후 상세설

계단계에서 각 세부 기술의 구현성, 인허가 부합성을 확립을 위한 검증업무

를 수행하여 계통구현 기술로 구체화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연구개발의 기여도는 디지털 기술의 원자력 플

랜트 적용 개념 확보, 디지털 기술의 인허가 현안 해결을 위한 방향 설정, 

일인 운전 가능성 확인 및 VDU기반 제어실 현안 해결방안 설정, 자료 통신

망 적용을 위한 문제점 도출 및 원전 특유의 프로토콜 정립 등과 같은 효과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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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수행한 일체형원자로 인간기계연계체계 기본설계의 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효과와 함께 활용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적 측면

o 새로운 개념의 인간기계연계체계개발을 통해 원자로설계기술의 다양화 

및 고도화 달성과 일체형원자로 건설을 위한 상세설계로 활용

o 일체형 원자로 설계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본기술 확보와 해수담수화 

원자력 플랜트개발을 위한 인간기계연계체계 기본설계로 활용

o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상용화 기본기술과 해수 담수화 원자로 수출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o 디지털 기술의 현안해결을 위한 검증시험설비 및 건설싯점에 전규모 

시뮬레이터 구축에 활용

o 기술의 인허가성 확보를 위해 검증시험 자료생산시 활용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적 측면

o 최신 계측제어기술을 수용한 한국 고유의 인간기계연계체계 개발로 기

술자립 및 해수담수화 원자로 수출을 위한 원자로 기반기술로 활용

o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동연구개발로 원자력 산업기술 고

도화 

o 국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소형 원자로기술의 기술경쟁 우위성 확

보를 통해 에너지기술의 국가 경쟁력과 산업적으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로 산업경쟁력 제고 

o 전세계적 에너지기술 무한경쟁을 대비하고 장래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기술의 조기확보가 필연적인 

바, 중소형 원자로 기술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원자력에

너지 핵심기술의 조기확보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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