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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노심보호연산기 개발 타당성검토 및 전략수립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노심보호연산기는 원자로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구개

발의 타당성과 실용화(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포함) 가능성이 사전에 충분

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노심보호연산기에 대한 국내의 연구개발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국내 개발 기술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개량 대상인 디

지털 노심보호연산기 계통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구 ABB-CE)에서 처음 개

발된 것으로 원천기술의 산업재산권에 의한 개량형 노심보호연산기 국내개

발의 제약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동 국내 표준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인허가 확보전략도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과제는 노심보호연산

기 국내개발 타당성과 가능성, 개발방안 및 실용화 전략수립을 위해 수행

되었다.

국내 가동 표준원전에 운용중인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 계통은 일부 

주요부품의 생산중단과 예비부품의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발생률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하드웨어의 교체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노심보호

연산기의 운전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호계통구조의 개선과 아울러 노심 열

적여유도를 극대화시키고 운전원 노심감시 업무의 부담도 덜어주는 알고리

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의 연구목표는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CPC) 개발 가능성을 검

토하고 개발방안과 실용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산

화 타당성 검토, 국내 연구개발 잠재력 평가, CPC 운용현황 분석 및 개선방

안 수립,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략수립과 국내개발

의 경제성 평가이다.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 관련 기술현황과 개발의 필요성 및 개발에 따

른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국내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실시간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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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노심보호연산기의 국산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개발설비 및 소프트웨어 확보현황을 조사하였다.

CPC는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7개 호기와 국내 원자력발전소 8개 호기에

서 운용중인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이다. CPC의 국내 특이운전 사례

를 수집하고 영광 3,4호기 CPC 운용책임자로부터 문제점 및 CPC 하드웨어 

교체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CPC 개발사인 웨스팅하우스 전문가들과 

미국내 CPC 운전경험과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지금까지의 CPC 운전

경험 자료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소 성능향상, 원자로 운

전여유도 증가 및 운전원 지원기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선별하고 주요 

알고리즘 개선방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새로운 디지털 노심보호연산

기 국산화 모델의 개발방안 및 실용화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성도 평가하였

다. 아울러 관련 원천기술의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CPC 국산화 연구개발의 

제약여부와 독자 특허권의 확보 가능성도 점검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1. 국산화 타당성 및 가능성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의 운전경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어봉위치신

호 송수신 계통의 개선, 입력신호 검증 알고리즘의 보완, 운전원 연계기능 

개선 및 노심 열적여유도 증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영광 3,4호

기 등 국내 표준형 원자력발전소 8개 호기에 운용중인 CPC 계통의 주요부품

은 단종되어 향후 하드웨어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울진 3,4호기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의 노후화와 예비부품의 부족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하드웨어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는 물론 세

계적으로도 CPC 계통을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

다. 따라서 외국회사에 의한 CPC 계통의 독점공급은 해외 기술 의존도를 심

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에서도 원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의 국내개발은 해외기술의 수입대체 또

는 견제를 통해 기기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

할 수 있다. 원자로안전계통의 핵심계통인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는 관련 기술소유권을 확보하고 원자로안전계통의 독자개발 기술력

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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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키고 해외 기술수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량 CPC 국산화시 CPC 관련 특허권 및 전산코드 저작권의 제약여부를 조

사한 결과 특허는 권리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며 1997년 한전과 미국 

ABB-CE간 기술협력협정에 의해 협정만료 이후에도 미국정부 제한코드를 제

외한 ABB-CE 제공기술을 더 이상의 기술료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

보함에 따라 저작권 및 특허 사용 제약이 해소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는 포스콘(주), 두산(중) 및 BNF 테크놀로지 

등과 함께 원자로안전계통의 국산화를 위해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원자로안전계통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KAERI/KNFC/KOPEC은 1986년 원전설계사업 이후 CPC 계통의 하드웨어/알고리

즘 설계와 검증시험 및 운전지원 경험을 축적하였다. 안전등급의 주요 부품

과 계통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V&V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하드웨어 제

작과 인증시험이 가능한 국내산업체를 활용하면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의 

국산화는 가능하다.

2. 개발방안 및 실용화 전략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인 CPC의 특이운전 사례분석과 다양한 개선 요

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보호계통(ITOPS)의 개발방

안을 수립하였다. ITOPS는 CEAC을 제거하고 제어봉위치검출기(RSPT) 신호를 

노심보호연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므로써 계통을 단순화시키고 RSPT 신

호 입력용 I/O 모듈을 이용하여 채널간 RSPT 신호 격리장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ITOPS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개선내용도 포함하고 있

다. 즉, DNBR 계산방법의 최적화 및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합성법의 개선을 

통해 운전여유도를 증가시키고 예비정지 경보 기능, 계측기 신호검증 개선 

및 RCP 센서 변경 등의 발전소 성능향상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노심감시

기능 자동화 및 노심 출력/유량 교정 자동화 기능을 추가하는 운전원 지원

기능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ITOPS는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의 국산화뿐만

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발전소 운전여유도와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TOPS 개발은 하드웨어 개발과제와 알고리즘 개발과제로 나누어 동시

에 과제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하드웨어 개발은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의 연구과

제로 이미 수행중인 디지털 원자로안전계통개발과제에서 수행하고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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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관련 KAERI/KNFC/KOPEC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별도의 연구과제로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OPS의 개발기간은 4년이며 예상 인허가 소요시

간은 약 2년 정도이다.

원자로 안전계통인 노심보호계통 하드웨어의 국산화 및 인허가 획득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미 KNICS 과제를 통하여 안전계통 하드웨어 국산화 

연구를 수행 중이므로 안전계통에서 개발된 하드웨어의 설계 및 개발 기술

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행 인허가 사례를 참고하면 ITOPS 하드웨어의 국산화

와 인허가 획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량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

여 알고리즘 모듈별 정확성 확인시험과 모의 검증시험시설을 이용한 종합 

기능설계 검증시험을 수행한다.

ITOPS는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웨어 형상(Configuration)과 실시

간 계산방법을 모두 개량한 국산화 모델로 국내특허 출원을 이미 완료하였

으며 향후 외국특허 출원도 계획하고 있다.

3. 국제경쟁력 평가 및 경제성 분석

ITOPS는 CEAC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중화하므로써 기존 CPC 제어

봉위치 신호처리 계통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불시 원자로정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개발한 Common Q CPC 계통에 비해

서도 주요 부품의 개수를 줄이고 채널간 신호 광격리장치의 개수를 더욱 줄

임으로써 부품고장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계통을 단순화시

키므로써 부품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필요성도 크게 감소하는 이점

이 있다. ITOPS는 알고리즘의 주요부분도 검증된 최적방법론을 적용하여 기

존의 CPC 기능을 한층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개선은 원자로 열적여유도를 증가시키고 운전원 연계성도 향상시키므로써 

발전소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TOPS의 개발비용과 기기공급 비용을 Common Q CPC 계통의 도입비용

과 비교한 결과 국내 원전 4개 호기의 CPC 계통을 교체 공급하는 경우 국내 

개발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점검 및 주기보정을 위한 

운전원 연계성의 향상은 운전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아울러 CPC의 국산화는 외국회사의 독점공급에 따른 높은 구매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품의 안정적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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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영광 3,4호기의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CPCS의 전면교체가 예상되며 

국내 다른 표준원전 CPCS의 교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개량형 디지

털 노심보호계통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본 과제에서 제안한 ITOPS 개발

방안과 실용화 전략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량형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

산화 모델로 제안한 ITOPS는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Common Q CPCS에 

비해서도 계통형상과 알고리즘 성능이 우수하고 기기공급 및 유지보수 비용

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국내 신규원전에의 적용과 향후 해외 

기술수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과제에서 제안한 하드웨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알고리즘 

개선방안(실시간 DNBR 계산방법과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합성법의 최적화, 

예비 원자로정지 경보 기능, 계측기 신호검증 개선 및 운전원 지원기능 개

선 등)은 기존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의 기능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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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Feasibility Study for Core Protection Calculator Develop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feasibility of Core Protection Calculator(CPC) development 

should be throughly analyzed in priori because CPC is closely related 

to reactor safety. Especially, domestic R&D technology potential needs 

to be evaluated because there is no experience for the CPC 

development. The industrial property for CPC developed by Westinghouse 

(originally  ABB-CE) needs to be also investigated whether it imposes 

any constraint on the national development of advanced CPC system. The 

licensing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application to the 

Korea standard nuclear power(KSNP) plants. Hence,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to review the validity and  possibility 

of the CPC development, and establish development plan and application 

strategy.

The CPC hardware replacement has been raised in the KSNP plants 

due to obsolescence of major parts, lack of spare parts and increasing 

possibility of hardware failure. The CPC operating experience also 

indicated the needs for improvements in CPC hardware, core thermal 

margin and operator's work for core monitoring.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order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the CPC development and 

establish the development plan and the application strategy, major 

activities of this project are evaluation of development feasibility 

and national R&D capability, analysis of CPC operating experienc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plan and application strategy, and 

analysis of economical benefit.

The feasibility of the CPC development is reviewed by examining 

the status of digital core protection technology, the need and the 

expected benefit for the development. The technology level of national 

experts and the status of development facility and software were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the CPC localization.

CPC is on-line digital core protection calculator tha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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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in 7 nuclear units in USA and 8 units in Korea. The unusual 

CPC operating experience in Korea is analyzed and consults with a 

responsible CPC operating personnel on the CPC problem and the need 

for the CPC hardware replacement. A meeting was also held in order to 

discuss the CPC operating experience in USA and the CPC improvements 

with the CPC experts in Westinghouse. The CPC improvement items were 

chosen to enhance core thermal margin, plant performance and operator 

interface based on the operating experience and the consultation with 

the CPC experts. Some of the major items have been quantitatively 

evaluated. The development pla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he 

localization model of new digital core protection system are 

established and its economical analysis is also carried out. In 

addition, a study is performed to examine any constraint on the CPC 

localization due to original CPC industrial property and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new independent patent.

IV. Results of the Project

1. Feasibility of Localization

The CPC operating experience raised the need for the improvements 

in control rod position signal transmitter and receiver, signal 

validation logic, operator interface and core thermal margin. The CPC 

hardware replacement at Yonggwang nuclear(YGN) units 3&4 is 

indispensable since some major parts of CPC system are in 

obsolescence. The CPC replacement at Ulchin nuclear(UCN) units 3&4 is 

also expected in the near future due to aging effect of part and lack 

of spare parts. Currently, there is no alternative in worldwide that 

is able to replace the CPC hardware. This CPC monopoly by foreign 

company (Westinghouse) increases not only the dependency of foreign 

technology but also the cost for purchase and maintenance. In other 

aspect, there is also demand in national wide for R&D to increase the 

economical benefit of nuclear power plant.

The CPC localization will reduce the supply cost by either CPC 

replacement or alternative and enable constant supply of the hardware 

parts. The localization of the most important reactor safety system, 

CPC, is also a chance to get own industrial property and enhance the 

national R&D capability. Furthermore, the CPC localization will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capability of national R&D 

technology and prepare the basis of technology export.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patent and copyright associated with CPC can not be 

any constraint on the CPC localization. This is because the 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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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s are all expired and the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TCA) 

between KEPCO and ABB-CE(now WEC) in 1997 allows the use of ABB-CE 

technology without additional payment even after expire of TCA.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performs a R&D 

project for the localization of digital reactor safety system (one of 

KNICS projects) along with Poscon Co., Doosan Heavy Industry Co., and 

BNF Technology. KAERI, KNFC and KOPEC has been building up technology 

associated with CPC hardware and algorithm, CPC verification testing 

and operation support since the NSSS design has begun in 1986. The CPC 

localization is judged to be possible if domestic institutes for the 

hardware manufacture and testing are well collaborated since the 

development and V&V technology for safety-grade hardware and system 

software are available through the KNICS project.

2. Development Pla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The plan for developing Integrated Thermal On-line Protection 

System(ITOPS) is built based on unusual CPC operating experience and 

various requirements for the CPC improvements. ITOPS simplifies the 

protection system by directly connecting the 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RSPT) signal to CPC (eliminate Control Element Assembly  

Calculator, CEAC) and reduces the number of required fiber optical 

signal isolator between protection channels. ITOPS incorporates the 

improvements in algorithm as well as in hardware. The use of best 

estimate DNBR calculation and core power distribution synthesis will 

increase core operating margin. The plant performance can be enhanced 

by addition of pre-trip alarm and sensor validation algorithm and 

change of RCP sensor. The operator interface can be also improved by 

using automation logics for core monitoring and CPC core flow & power 

calibration. Hence, ITOPS is expected to not only localize the 

hardware but also enhance the plant operating margin and performance 

by the algorithm improvements.

It is advantageous to separate the CPC development project into 

hardware and algorithm works in order to minimize the development 

time. In other words, the hardware development should be performed in 

the digital reactor safety system development project that is one of 

KNICS projects. However, it is desirable to perform the algorithm 

development by an expert group in KAERI/KNFC/KOPEC. The ITOPS 

development will take four years and approximately additional two 

years for license.

Even though some difficulty is expected to get license for the 

plant implementation of the localized core protection system, it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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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ossible with application of the hardware design and development 

technology taken from the KNICS R&D project on reactor safety system 

and previous licensing experience associated with CPC. The improved 

algorithm is tested on algorithm module basis and on overall 

functional design using a test simulator facility.

Since ITOPS is the localization model of on-line digital core 

protection system which modifies both the hardware configuration and 

the on-line algorithm, the application for Korea patent has been 

completed and the international patent will be also applied in the 

near future.   

3.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petence and Economical Benefit

ITOPS is invented to avoid unnecessary reactor trips due to 

single failure in control rod position measurement system by providing 

redundant CEAC function through the software change. ITOPS reduces the 

number of processors and inter-channel fiber optical isolators in 

comparison to the Common Q CPC system which is recently developed by 

Westinghouse. Furthermore, ITOPS can reduce the periodic testing and 

the maintenance significantly by simplifying the protection system. 

ITOPS is also designed to improve the CPC performance by applying the 

best estimate algorithms. The algorithm modifications are judged to 

increase plant availability by improving core thermal margin and 

operator interface.

The cost comparison of ITOPS and Common Q CPC system showed that 

the cost for ITOPS development can be retrieved once the CPC systems 

in four nuclear units are replaced with ITOPS. ITOPS also provides 

indirect benefit such as reduction of the operator work for periodic 

testing and calibration by improving operator interface. In addition, 

the CPC localization would down the cost for the CPC replacement by 

foreign monopoly and for the maintenance. It also enables the constant 

supply of hardware part.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development pla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for ITOPS 

proposed in this project will be useful to successfully develop an 

advanced digital core protection system for the CPC replacement in 

KSNP plants. YGN units 3&4 are expected to replace the CPC system 

within next ten years and the other KSNP plants also need the CPC 

system replacement in the near future. The localization model for 

advanced digital core protection system, ITOPS, is judged to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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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on Q CPC system in both system configuration and algorithm 

performance and can reduce the cost for system supply and maintenance. 

Hence, ITOPS is expected to be installed in new Korea nuclear power 

plants instead of the Common Q CPC system. It is also useful to export 

the associated technology in the future.

Since the algorithm improvements such as best estimate on-line 

calculations of DNBR and core power distribution, pre-trip alarms, 

signal validation logic and operator interface improvement do not 

require hardware modification, they can be applied to improve the CPC 

functio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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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노심보호연산기(Core Protection Calculator: CPC)는 원자로를 보호하

기 위한 계통으로 하드웨어(계측기, 계측신호 처리장치 및 연산기 등)와 소

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원자로의 운전조건에 대한 계측기 입력신호를 이용하

여 노심의 주요 운전변수를 실시간(On-line)으로 계산하고 각 운전변수의 

원자로정지 제한치와 비교한다. 주요 계측기 입력신호는 노심 입/출구 온도

와 냉각재 펌프 회전속도, 계통압력, 노외 핵계측기 신호 및 제어봉 위치신

호이고 주요 출력 운전변수는 선출력밀도(Local Power Density: LPD)와 핵

비등이탈률(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DNBR)이다. 이러한 디

지털 방식의 실시간 노심보호연산기가 운용중인 국내 발전소는 영광 3-6호

기와 울진 3-6호기의 8개 발전소이며 건설 계획중인 한국표준형 경수로(신

고리/신월성 1,2호기)와 차세대 경수로(APR1400) 등에도 적용 예정이다. 국

외 발전소는 미국의 4개 발전소(PVNGS 1-3, ANO 2, WSES 3, SONGS 2-3)에서 

운용중이다.

노심보호연산기[1.1.1]는 원자로 사고시 노심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계통이므로 4개의 독립채널로 구성되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따라서 제어봉 위치신호를 제외한 

모든 계측기 신호는 노심보호연산기 4개의 채널에 독립적으로 입력된다. 

제어봉 집합체의 구조적인 제약으로 제어봉 위치 검출기(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 RSPT)는 2개만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었다. 2개의 제

어봉 위치신호를 4채널의 노심보호연산기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2개 

채널의 제어봉연산기(Control Element Assembly Calculator: CEAC)[1.1.2]

를 이용한다. 즉, 2채널의 RSPT 신호를 이용하여 CEAC에서 제어봉 각각의 

위치편차에 대한 정보를 CPC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RSPT로부터 CEAC으로의 

신호전달은 송/수신기(Transmitter/Receiver)와 광섬유(Fiber Optics)를 

이용하며 CEAC과 CPC의 연계는 디지털 버퍼를 사용한다.

영광 3,4호기의 시운전 시험과 정상운전중 발생한 다수의 CPC 채널트

립 또는 원자로정지 원인을 살펴보면 RSPT와 CEAC의 송/수신기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개 채널의 RSPT/CEAC중 한 개의 채널에서 

부품고장으로 인한 거짓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CPC 채널트립 또는 원자로정

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RSPT/2-CEAC/4-CPC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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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점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CPC 채널트립과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영광 3,4호기와 울진 3,4호기에 운용중인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 설비는 일부 주요부품의 생산중단과 예비부품의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발생률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하드웨어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는 1970년대 초에 개발된 노심보호계통

으로 DNBR과 LPD의 실시간 계산방법이 단순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므로 노

심 열적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개선된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노심보호연산기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켜 노심 열적여유

도의 극대화를 꾀하고 운전원 감시업무의 부담도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

하다. 최근에 원전은 이미 다른 형태의 전력원과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전의 경제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수명연장, 출력증강 및 장주기 운전과 같은 운전전략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규제입장에서 이미 운전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최근의 안전

규제 요건을 적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재평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근본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안전여유도의 증

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원자로 안전여유도 증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와 알고리즘이 개선된 새로운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C)는 디지털 노심보호계통(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 CPCS)을 개량한 Common Q CPCS[1.1.3]를 

개발하여 미국의 Palo Verde 발전소와 신고리/신월성 1,2호기에 적용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Common Q CPCS의 주요 개발내용은 제어봉

연산기(CEAC)를 8개 채널로 늘리고 하드웨어를 Concurrent 3205 모델에서 

Advant AC 160으로 변경한 것이다. 8개 채널의 CEAC을 사용함으로써 CEAC 

단일고장에 의한 원자로정지 가능성을 줄였지만 제어봉위치신호 채널격리

장치의 개수가 4배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8개의 제어봉

위치신호 프로세서(CPP)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개발기간과 인허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심보호연산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CPCS 알고리즘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규원전에 공급할 예정인 Common Q CPCS 하드웨어의 경우 전량 웨스

팅하우스의 공급에 의존하게 되어 수입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고 해

외 기술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CPCS와 Common Q CPCS 모두 

핵연료설계제한인자의 실시간 계산방법이 단순하여 노심 열적여유도를 감

소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운전원 연계기능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



- 3 -

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개발은 원자로안전계통의 

핵심계통인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기능개선 및 성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이 높은 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심보호연산기는 원자로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구개

발의 타당성과 실용화(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포함) 가능성이 사전에 충분

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노심보호연산기에 대한 국내의 개량연구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국내 개발 기술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개량 대상인 디

지털 노심보호연산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구 ABB-CE)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기존 특허에 대한 개량형 노심보호연산기의 소유권 확보 방안도 강

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동중인 경수로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인허가 확

보전략도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과제는 노심보호연산기 국내개발 가

능성과 개발 및 실용화 전략수립을 위해 수행되었다.

제 2절 연구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연구목표는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방안과 실용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주

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 한국전력기술주식회

사(KOPEC)와 BNF 테크놀로지가 위탁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

산화 타당성 검토, 국내 연구개발 잠재력 평가, CPCS 운용현황 분석 및 개

선방안 수립,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략수립과 국내

개발의 경제성 분석이다.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 관련 기술현황과 개발의 필요성 및 개발에 따

른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국내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실시간 디지

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기술수

준을 파악하고 개발설비 및 소프트웨어 확보현황을 조사하였다. 원자력설계

사업의 이관으로 KAERI/KNFC/KOPEC/BNF Tech./KINS 등으로 분산된 국내 전

문인력의 세부 경력과 통상적인 설계와 검증시험에 필요한 전산코드 목록 

및 장비를 조사하였다.

CPCS는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7개 호기와 국내 원자력발전소 8개 호기

에서 운용중인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이다. CPCS의 국내 특이운전 사

례를 수집하고 영광 3,4호기 CPCS 운용책임자로부터 문제점 및 CPCS 하드웨

어 교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CPCS 개발사인 웨스팅하우스 전

문가들과 미국내 CPCS 운전경험과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지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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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S 운전경험 자료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소 성능향상, 

원자로 운전여유도 증가 및 운전원 지원기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

하였다. 가칭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열적보호계통(Integrated Thermal 

On-line Protection System: ITOPS)을 고안하여 개발방안 및 실용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ITOPS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존의 CPC와 CEAC 기능을 통

합하고 최적 실시간 계산방법의 적용과 기능개선을 통해 노심 열적여유도를 

증가시키고 발전소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자 기술소유권의 

확보를 위해 ITOPS에 대한 국내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기능개선 방안과 실용

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국내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ITOPS의 인허

가 가능성 및 절차를 파악하였다.

국내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 확보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를 수행하였다. 원자로보호계통 관련 국내외 특허등록 자료를 검토하기 위

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세계특허기관(WPI)의 특허 DB를 조사하였다. 

CPCS 설계용 컴퓨터 코드와 원천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실시권한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협력협정 내용을 검토하였

다. 또한, 국내외 노심보호계통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

집하기도 하였다.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연구개발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고 주요 

성능향상 방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 개발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산화 모델의 기술소유권 확보방안과 국제경쟁

력을 평가하였다. 국산화 모델의 실용화와 인허가를 위한 연구개발 및 검증

방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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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기술현황 분석

제 1절 노심보호연산기 운용현황

1. 특이운전 사례 분석

CPCS는 영광 3,4호기를 시작으로 영광 5-6호기와 울진 3-6호기 등 국

내 8개 원자력발전소와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7개 호기(SONGS 2-3, ANO-2, 

WSES-3, PVNGS 1-3)에 운용중인 디지털 실시간 노심보호계통이다. 영광 3,4

호기에서는 표 2.1.1에 나타낸바와 같이 12회의 CPCS에 의한 원자로정지가 

발생하였는데 제어봉위치신호의 불량(부품고장 또는 신호잡음)으로 인한 불

시정지가 8회, 운전원실수가 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CPC 네(4)개 채널중 

한(1)개 채널에서만 원자로정지신호가 발생한 CPC 채널트립은 총 22회(영광

3호기-11회, 영광4호기-11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진 3,4호기의 

경우 제어봉 위치신호에 의한 원자로 불시정지가 3호기에서 2회 발생하였으

며 4호기에서는 원자로출력감발(Reactor Power Cutback) 시험중 제어봉 그

룹 4번과 5번의 삽입순서를 위반하여 CPC 채널 C와 D에서 각각 채널트립이 

발생하였다.

위와같은 CPCS 특이운전 사례의 대부분은 CPCS 계측기 입력신호(제어

봉위치-8회, 주냉각재펌프 회전속도-3회, 노외핵계측기-3회, 저온관온도-2

회)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부품고장(전원공급장치, CPU 보드)에 의한 채널트

립이 5회로 나타났다. 울진 3,4호기의 경우 2회의 원자로정지가 발생한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울진 3호기에서 오지시에 의한 제어봉 낙하신호 및 실

제의 제어봉 낙하로 인하여 원자로정지가 발생하였다. 울진 3,4호기는 영광 

3,4호기에 비해 현저히 CPC에 의한 원자로정지 횟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광 3,4호기의 운전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CPCS 관련 원자로정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Concurrent사 

제품의 CPU 보드 고장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CPCS의 고장이 발생하여 채널트

립과 원자로정지 발생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Concurrent사 제품인 CPU는 

단종되었으며 기타 다수의 부품(광모뎀, 광신호 경로변경 스위치, 터치 패

널 전원공급기 등)이 생산중단 되었거나 중단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영광 

3,4호기에 운용중인 CPCS는 약 14년 전의 생산품으로 노후화에 의한 고장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CPCS의 부품은 고가이고 조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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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 중에 있다. 표 2.1.2는 영광 4호기 CPCS(CPC/CEAC) 

하드웨어의 고장 이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품의 주기점검과 교체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울진 3,4호기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될수록 부품의 노후

화와 예비부품의 부족으로 CPCS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는 향후 하드웨어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PCS 운용중 응용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원자로정지 사례는 현재

까지 없으나 계측기 입력신호 검증 알고리즘의 강화와 비상사태 발생시 운

전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PCS

가 개발된 1970년대 대비 디지털 컴퓨터의 성능향상은 노심 주요 안전설계

제한인자(DNBR, LPD)의 실시간 계산을 위한 최적 계산방법론의 적용을 가능

하게 하였다. 따라서 CPCS 개선방안으로 노심보호연산기와 제어봉연산기

(CEAC)의 기능결합으로 계통을 단순화시킨 통합형 원자로열적보호계통

(ITOPS) 모델을 고안하였다. 발전소성능 향상방안, 운전여유도 증가방안 및 

운전원지원기능 향상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CPCS 기능개선 방안을 수립하였

다. 발전소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CEAC을 제거하고 계측기신호 검증강화, 예

비정지신호 추가 및 노심유량 계측신호의 변경 등을 선정하였다. 원자로 운

전여유도 증가를 위해서는 최적 DNBR 계산방법의 적용과 노심 축방향출력분

포 합성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심감시기능, 노심출력과 유량 보정기

능의 자동화를 통해 운전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수립하였다.

2. 현장의 자체 개선안 및 향후 운용방향

영광 3,4호기 노심보호계통의 운전 및 운영과 관련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원전현장(영광 2발전소)에서 노심보호계통의 운용과 관련된 자체  개

선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제시된 개선안과 검토의견을 요약하고 영광 2

발전소의 CPCS 운용방향을 정리하였다.

가. 제어봉위치 신호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는 다중화가 안된 CEAC의 부품고장 발생시 단

일 기기고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유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CEAC

의 채널을 다중화(CPC와 같은 2/4 트립 채널)시켜 단일 기기고장에 의한 오

동작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심보호연산기에서는 2채널의 RSPT가 설치되어 제어봉 위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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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감지하고 2대의 CEAC에 제어봉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2대의 CEAC에서

는 4대의 CPC 각각에 제어봉 위치신호 편차 Penalty Factor 값을 제공한다. 

표준형원전에서는 모든 보호계통이 독립적인 4개의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CEAC 만은 2개의 계통으로 구성되어 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RSPT를 4대 설치하고 CEAC을 

4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추가적으로 RSPT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 

공간의 문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Surveillance Test 수행방법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는 별도의 Test Cart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형

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및 상수를 장착하는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동일 기

종의 생산중단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CPU Board 상에 Test 

Program을 장착하여 Surveillance Test를 수행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영광 3,4호기에서 본 개선안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인허가 문제 및 프

로그램 검증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발범위로 인하여 보류된 상태이다. 그러

나 새로운 노심보호계통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선안이 설계 

초기부터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품질등급 규정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는 전체의 캐비닛이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단위의 예비품 구매시 업무처리에 융통성이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품 및 모듈단위로 품질등급을 세분화하여 부품 구매

에 융통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안은 설계단계에

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정비 편의성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는 캐비닛의 구조가 협소하고, 내부에 설치된 

부품이 많기 때문에 고장 발생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캐비닛의 내부 부품을 재배치하거나 캐비닛 구조를 확장시켜 정

비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설계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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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운전환경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는 입구에만 냉각용 팬이 설치되어 있다. 출

구에도 냉각용 팬을 설치하여 강제냉각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안은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향후 운용방향

(1) 하드웨어 부문

현재 운전 중인 CPC/CEAC의 CPU 등의 부품이 이미 단종되었기 때문에 

향후 2-3년 후에는 대체 모델을 선정하고 전면적인 Upgrade가 필요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심보호연산기를 구성하는 현재의 컴퓨터 

(CPU)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기기 검증작업 후에 현장에 설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 CPU 부분의 개선(업그레이드)을 위하여 검토된 추진방

안은 다음과 같다.

1안) 현재의 컴퓨터 (CPU)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한 후에 소프트웨  

     어/하드웨어 검증을 거쳐 현장에 적용

2안) 기존 컴퓨터의 모델은 유지하고 단종된 부품만 대체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검증을 거쳐 현장에 적용

3안) Common Q 설비 적용가능성 및 인허가 사항 검토

(2) 응용소프트웨어 부문

응용소프트웨어(알고리즘)의 신규 개발시에는 알고리즘 개발, 검증 및 

인허가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알고리즘 부문은 CEAC을 다중

화하고 Surveillance Test 개선 부분만 변경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범위를 

제한하여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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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CPC 채널정지 및 CPC에 의한 원자로정지 사례(1/4)

발전소 발생일 운전조건 개 요 원 인 조치내용

영광

3호기

10/26/94

CPC/CEAC 기능

시험 

(출력 4%)

CPC/CEAC 기능시험 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CEAC-1 시험 완료후  

복구 과정에서 실수로  

CEAC-2를 BYPASS

운전원 재교육

11/24/94
시운전 시험 

(출력 0%)

시운전 시험중 ASGT 및 

Out-of-range 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C)

로입구관 온도 계측기 

불량에 의한 Loop 1A의 

로입구관 온도 급상승 

(295.8℃→318.7℃)

계측기 CABLE 

점검

12/02/94
시운전 시험

(출력 21.4%)

시운전 시험중 VOPT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 D)

중간 노외계측기 신호의 

급격한 증가 

(38%→103.2%)

계측기 점검

12/06/94
시운전 시험

(출력 26%)

시운전 시험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 C)

RCP 2A 속도의 급격한 

감소 

(1190rpm→1093.1rpm)

12/18/94
시운전 시험

(출력 50%)

시운전 시험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 C)

CEA #41 (정지 제어군 

B) 위치신호 SPIKE 

(<74 ㎝)

02/03/95
시운전 시험

(출력 100%)

시운전 시험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 C)

RCP 2A 속도 감소 

(오신호) 

(1190rpm→1090rpm)

PID#419(Trip 

Buffer Flag) 

RESET

02/10/95
시운전 시험

(출력 100%)

시운전 시험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 C)

RCP 2A 속도 FAIL LO 

발생 후 자동 복구

Pump Speed 

Sensor Status 

Word PID #415 

and #419 RESET

03/17/95

RPCS시험(Load 

Rejection)

(출력 100%)

RPCS시험 (Load 

Rejection) 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RRS에 의한 GROUP 4 

삽입도중 인출 편차 

발생

CEDM 시험

03/18/95

RPCS시험(Load 

Rejection)

(출력 100%)

RPCS시험 (Load 

Rejection) 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정지제어군 B로 할당된 

CEA#29 노심내 삽입으로 

삽입 편차 발생

CEDM 시험

03/21/95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VOPT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 D)

SPURIOUS 신호에 의한 

LOOP2 로입구관 온도의 

급감소

TS CARD교체

05/06/95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

널 트립 (CH. D)

MIDDLE  EXCORE   

DETECTOR HI (오신호)

EXCORE HV POWER 

조정

08/07/95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CEA 인출 편차 발생 CEA FOM 교체

09/06/95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CEA#39(정지제어군 B) 

SLIP DROP
ACTM CARD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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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CPC 채널정지 및 CPC에 의한 원자로정지 사례(2/4)

발전소 발생일 운전조건 개요 원인 조치내용

영광 

3호기

09/18/95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

널 트립 (CH. A)

POWER SUPPLY UNIT 

FAIL

POWER SUPPLY

 교체

09/19/95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

널 트립 (CH. A)

CH. A 5VDC PS 고장
POWER SUPPLY

교체

01/03/96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

널 트립 (CH. A)

CEA #50 (BK2) 편차 

발생

CH. A I/O Card 

교체

05/09/99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VOPT에 의한 

원자로 정지

주급수 펌프 정지신호에 

따른 RPCS 작동 중 급격

한 출력 증가에 의하여 

VOPT 발생

RDB 상수인 

SDNMAX값 변경

영광

4호기

07/28/95
시운전 시험 

(출력 ~20%)

시운전시험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

널 트립 (CH. A)

CH. A CPU POWER 상실

(FUSE 단락)
FUSE교체

08/07/95
시운전 시험 

(출력 50%)

시운전시험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CEAC-1 CEA #70 (PSR) 

인출편차(오신호) 발생

(광수신기 고장)

광수신기 교체

08/31/95

시운전 시험 

(출력 

50->80%)

시운전시험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

널 트립 (CH. B)

CEA #31(B4) 삽입편차

(오신호)발생

(ACTM 불량)

ACTM 교체

12/09/95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VOPT 및 

DNBR/LPD Trip 신호에 의

한 CPC 채널 트립 

(CH. D)

CH. D PRE AMP 불량 PRE AMP 교체

06/18/96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CEA #39 오지시에 의한 

편차 발생

(광송수신기 불량)

광송수신기 교체

06/19/96

원자로 정지 

후 출력상승 

중 

(출력 17%)

원자로 정지 후 출력상승 

중 ASI Out-of-rage에 의

한 원자로 정지

ASI 감시 미숙으로 HOT 

PIN ASI 가 －0.5 초과 

(PQASI 감시 요망)

ASI 감시절차 재

교육(QASI vs 

PQASI)

06/19/96

원자로 정지 

후 출력상승 

중 

(출력 17%)

원자로 정지 후 출력상승 

중 ASI Out-of-rage에 의

한 원자로 정지

ASI 감시 미숙으로 HOT 

PIN ASI 가 －0.5 초과

(PQASI 감시 요망)

ASI 감시절차 재

교육 (QASI vs 

PQASI)

07/10/96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CEA #39 오지시에 의한 

편차 발생 

(광송수신기 불량)

광송수신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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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CPC 채널정지 및 CPC에 의한 원자로정지 사례(3/4)

발전소 발생일 운전조건 개 요 원 인 조치내용

영광

4호기

08/01/96
정상운전

(출력 100%)

정상운전중 VOPT 및 DNBR/LPD Trip 신호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 C)

10/10/96
정상운전

(출력 100%)

CPC CH A VOPT,HI LPD,LO 

DNBR TRIP
P/S Fail P/S Voltage 조정

10/13/96
정상운전

(출력 100%)

CPC CH B CPU HALT 

LPD,DNBR PRETRIP/TRIP 
CPU P/S Fail 교체

04/12/97
정상운전

(출력 100%)
CPC CH C DNBR/LPD TRIP Excore Noise Card 점검

04/13/97
정상운전

(출력 100%)

CPC CH B FAIL - 

DNBR/LPD CH TRIP
CPU Board Fail 교체

02/12/98
정상운전

(출력 100%)
CPC CH A LPD/DNBR TRIP MPC Board Fail 교체

02/27/98
정상운전

(출력 100%)

CPC CH C 순간 트립 후 

복귀
제어봉 오정렬

06/04/98
정상운전

(출력 100%)

주급수 펌프 정지신호에 

따른 RPCS 작동 중 

Out-of-sequence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 B)

조절제어군 4, 5 번의 

out-of-sequence에 의

하여 Aux. Trip 발생

Upper deadband 

내에서의 조절제

어군 4, 5 번 위

치 조정

02/07/00
정상운전

(출력 100%)

제어봉운전가능성 시험중 

오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

지

제어봉 위치 신호 전송용 광케이블의 접

촉불량에 의한 제어봉 위치 편차 오신호 

발생

영광 3,4호기 특이운전사례 종합:

- 원자로 불시정지 12회(3호기-6회, 4호기-6회)

제어봉위치신호(8), 운전원 실수(3), 가변과출력트립(VOPT) 설정치(1)

- CPC 채널트립 22회(3호기-11회, 4호기-11회)

제어봉위치신호(8),RCP 속도(3), 노외 핵계측기신호(3), 전원공급장치(3), 

저온관온도신호(2), CPU/MPC Board(2), 원인불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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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CPC 채널정지 및 CPC에 의한 원자로정지 사례(4/4)

발전소 발생일 운전조건 개 요 원 인 조치내용

울진

3호기

04/06/98 시운전시험
House Load 상태에서 

DNBR Lo Trip

TBN 진동 발생, TBN 

수동시 전원절체 안되어 

RCP 전원상실

06/01/98
정상운전

(출력 100%)

위치 오지시(381→ 

351)로 인한 DNBR Lo 

Trip (PF=1.27)

CPC Ch. D는 CEA Dev 

발생 후 7초 지연되고 

Trip, CPC Ch. A는 

31.6초 지연 후 Trip됨

불량 AI Card 및 

Surge Card 교체

01/22/99
정상운전

(출력 100%)

S/D 'A' #9 CEA 

Drop되면서 삽입형 

편차발생으로 PF=1.33 

적용되어 DNBR Lo Trip

OPTO-Isolator Card에 

있던 1Cm 도선에 의해 

회로단락으로 CEA#9 

낙하

Power 불량,

 Card 교체, 

울진

4호기

03-23/01
정상운전

(출력 100%)

주급수 펌프 정지신호에 

따른 RPCS 작동 중 

Out-of-sequence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 D)

조절제어군 4, 5 번의 

out-of-sequence에 

의하여 Aux. Trip 발생

Upper deadband 

내에서의 

조절제어군 4, 5 

번 위치 조정

08/06/02
정상운전

(출력 100%)

낙뢰 영향으로 송전선로 

개방 및 SBCS 의 빠른 개

방에 의한 RPCS 작동 중 

Out-of-sequence에 의한 

CPC 채널 트립 (CH. C)

조절제어군 4, 5 번의 

out-of-sequence에 의

하여 Aux. Trip 발생

Upper deadband 

내에서의 조절제

어군 4, 5 번 위

치 조정

울진 3,4호기 특이운전사례 종합:

- 원자로 불시정지 3회(3호기-2회)

제어봉위치신호(2)

- CPC 채널트립 2회(4호기-2회)

원자로출력감발(RPC) 제어봉 그룹 4 & 5 삽입순서 위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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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영광 4호기 CPC/CEAC 하드웨어 고장 이력(1/2)

날짜 고장내용 원인 조치내용 고장신호

1995-07-14
CPC LPD/DNBR MARGIN FAIL 

HI
AI card 접촉불량 점검 CPC PANNEL

1995-07-16 CPC 교정출력 FAIL HI AI card 접촉불량 점검 CPC PANNEL

1995-07-28 CPC CH A LPD/DNBR TRIP FUSE 단락 교체 CPC PANNEL

1995-08-07

CEAC NO.1 FAIL

(RSPT CEA NO.39 위치 오지

시)

CEAC 

rebooting
CPC PANNEL

1995-08-19 CPC/CEAC TROUBLE ALARM Alarm회로 오동작 System reset Other System

1995-08-31 CPC CH B TRIP ACTM Card Fail Card 교체 Other System

1995-09-06 CEAC INOPERABLE ALARM Annunciator Fail Other System

1995-11-23 CPC SENSOR FAILURE ALARM Annunciator Fail
Annunciator 

Point reset
Other System

1995-11-24 CPC TROUBLE ALARM FOM RX Fail FOM RX 교체 CPC PANNEL

1995-12-09
CPC CH D TRIP (VOPT, LPD, 

DNBR)
Excore Pre-AMP Fail 교체 Other System

1995-12-17
CPC CH D VOPT 

PRETRIP/TRIP ALARM
Excore HV Card Fail 교체 Other System

PPS CH D HI LOG PWR TRIP

Excore LCR Card 및 

Output Buffer Card 

Fail

점검 및 교체 Other System

1996-02-19 CEAC 2 SENSOR FAIL ALARM
CPC/CEAC FOM TX/RX 

Fail
교체 Other System

1996-03-20 CEAC 2 SENSOR FAIL ALARM 5VDC P/S Fail 교체 Other System

1996-03-22

CEAC 2,27 지시불량으로 인

한 

CEA DEVIATION ALARM과 CWP 

ALARM

RSPT 교정불량 교정 CPC PANNEL

1996-03-31
CEAC 1 CH B FAIL

CEAC 1 OM 작동불량
5VDC P/S Fail 교체 CPC PANNEL

1996-04-06

CPC OM의 CEAPDS MONITOR 

FAIL 

(Monitor에 Error메시지 발

생)

CEAPDS COMPUTER Fail reboot

1996-06-18

S/D GRP B CEA 39 오지시에 

의한 

CEA DEVIATION Rx TRIP

FOM RX/TX Fail 교체 CPC PANNEL

1996-07-10

S/D GRP B CEA 39 오지시에 

의한 

CEA DEVIATION Rx TRIP

FOM RX/TX Fail 교체 CPC PANNEL

1996-07-16
CPC CH D CPU INPUT CARD 

PWR FAIL
5VDC P/S Fail 교체 CPC PANNEL

1996-07-23 CEAC 1 CEA 27 HUNTING Cable Connector Fail 점검 Other System

1996-08-01
CPC CH C TRIP 

(VOPT,DNBR,LPD)
Excore Detector Fail Ot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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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영광 4호기 CPC/CEAC 하드웨어 고장 이력(2/2)

날짜 고장내용 원인 조치내용 고장신호

1996-08-06
CPC CH A VOPT PRETRIP 없

이 TRIP LAMP 점등
Excore Detector Fail CPC PANNEL

1996-10-13
CPC CH B CPU HALT 

LPD,DNBR PRETRIP/TRIP 
CPU P/S Fail 교체 Other System

1996-10-10
CPC CH A VOPT,HI LPD,LO 

DNBR TRIP
P/S Fail

P/S Voltage 

조정
CPC PANNEL

1997-01-26 CEAC 1 CEA 71 HUNTING 접촉불량 점검 CPC PANNEL

1997-04-12 CPC CH C DNBR/LPD TRIP Excore Noise Card 점검 CPC PANNEL

1997-04-13
CPC CH B FAIL - DNBR/LPD 

CH TRIP
CPU Board Fail 교체 Other System

1997-05-04
CPC CH A OM FAIL, CEA 63 

FAIL
OM FM Fail 교체 및 점검 Other System

1997-05-17
CPC CH A RCP SPEED CARD 

FAIL
RCP Sensor 특성변화 Card 교정 현장Sensor

1998-01-04 CPC CH D RCP2A SPEED LOW Freq. Card Fail 교체 CPC PANNEL

1998-02-12 CPC CH A LPD/DNBR TRIP MPC Board Fail 교체 CPC PANNEL

1998-02-12 CEAC 1 CEA 39 지시 불량 AI,AI Surge Card Fail 교체 CPC PANNEL

1998-02-27
CPC CH C 순간 트립 후 복

귀
제어봉 오정렬

1998-06-04
RPCS 동작시 CPC CH B 순간 

트립
S/W bug Bug Fix

1998-06-11 CPC CH D RCP2B SPEED LOW Freq. Card Fail 교체 CPC PANNEL

1998-07-15
CPC CH C SL DISK LOADING

시 IO ERROR
IDC Board Fail 교체 CPC PANNEL

1999-01-06
CEAC BATTERY PACK 방전 - 

MEMORY
Battery Pack Fail 교체 CPC PANNEL

1999-02-04
CEA 31 CPC/CEAC 편차 발생 

- PMS 경보
AI Card Fail 교체 CPC PANNEL

1999-02-12 CEAC 2 CEA 42 위치 변동 교체 CPC PANNEL

1999-02-26
CPC CH A OM CURSOR 깜빡거

림
FO Connector 접촉불량

점검 및 

rebooting
MCR OM

1999-02-27 CEAPDS CRT FREEZING CEAPDS RAM Fail
교체 및 용량 

확장
CEA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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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영광 3호기에 CPCS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시운전 및 상업

운전을 거치면서 많은 운전경험이 축적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영광 발전소

에서는 CPCS 개선을 위하여 운전원, 운용요원 및 설계자로 구성된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노심보호계통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최근

에 웨스팅하우스가 CPCS를 개량한 Common Q CPCS를 개발하여 미국의 Palo 

Verde 발전소와 신고리/신월성 1,2호기에 적용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를 받

고 있다. 한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는 각각 EAGLE21과 SPIN을 개

발하여 미국의 Watts Bar 1호기와 Sequoyah 1,2호기 및 프랑스의 Paluel-1

호기 등에 적용하고 있으나 CPCS 대비 기능향상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한편으로는 노내핵계측기를 이용한 노심보호계통개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B&W (현재 Fra-ANP, Framatome Advanced Nuclear Power Inc.)는 미국

의 Hanford-N 원자로에 Rhodium/Hafnium 노내계측기를 이용하여 노심보호계

통을 개발하고 설치한 실적이 있다. Hanford-N 원자로는 현재 가동되고 있

지는 않으나 노내계측기를 노심보호계통 기술에 적용한 최초의 원자로로 평

가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최근에 백금 노내계측기를 노심보호계통으로 

사용하고 Vanadium을 백금 계측기의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작업을 수행중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기술연구원(KEPRI)을 중심으로 

원자로보호계통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등급의 즉발응답형 노내핵계측기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노내계측기를 안전계통에 사용하

기에는 계측기 자체에 관련된 기술적인 검증 및 국내 규제환경에서 인허가

의 어려움 등으로 채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절에서는 한전 Task Force 팀의 개선안을 평가하고 신고리 1,2호

기에 적용예정인 Common Q CPCS의 개발현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노내핵계

측기를 이용한 노심보호계통개발 현황으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개발중인 

SENTINEL 노심보호계통과 독일의 SIEMENS가 개발한 노심보호계통 COPS의 특

성을 검토하였다. 

1. 한전 Task Force 팀의 CPCS 개선안 평가

가. 제어봉 위치편차 오신호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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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보호연산기에서는 특정한 크기 이상으로 제어봉 위치편차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Penalty Factor가 부여되어 일반적으로는 원자로 정지가 발

생한다. 실제로 제어봉 위치편차가 발생하여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신호에 의해 발생한다. 기존의 노심보호연

산기는 실제 제어봉 위치편차 및 오신호에 의한 위치편차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노외 핵계측기 신호 변화를 평가하여 실제 편차인지 오신호에 의한 

편차 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단일 제어봉이 인출 

또는 삽입되어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외 핵계측기의 출력변화가 감지

되고 이러한 경우에만 Penalty Factor를 부여함으로써 오신호에 의한 원자

로 정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외 핵계측기는 모든 운전 상황에서 요구되는 민감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판단

은 해석적인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제어봉 편차를 오신호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평가가 요구

된다. 기존의 노외 핵계측기는 Penalty Factor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제어봉 

위치편차의 크기로는 출력 변화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CEAC 추가 설치

추가적인 RSPT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CEAC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이 강구되었다. 신고리 1,2호기에 설치 예정인 Common Q CPCS에서는 CEAC을 

8대로 증가시켜 각 CPC는 독립적인 2대의 CEAC으로부터 제어봉 위치편차 

Penalty Factor 정보를 받도록 변경하였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CEAC 

Penalty Factor 정보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를 유발

하는 CEAC 고장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대의 RSPT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정지 확률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EAC의 증가로 인하

여 무작위 고장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계통에 비해서 더 많은 유지 및 

보수를 요구한다. 

다. RSPT 추가 및 개선

(1) RSPT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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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노심보호연산기에서는 2대의 RSPT가 설치되어 제어봉 위치신호

를 감지하고 2대의 CEAC에 제어봉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2대의 CEAC에서는 

4대의 CPC 각각에 제어봉 위치신호 편차 Penalty Factor 값을 제공한다. 표

준형원전에서는 모든 보호계통이 독립적인 4개의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CEAC 만은 2개의 계통으로 구성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RSPT를 4대 설치하고 CEAC을 4대로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추가적으로 RSPT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 공간의 문

제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RSPT 중간위치에 추가적인 스위치 설치

이 방안은 RSPT 내 중간 위치에 추가적으로 몇 개의 Contact Switch를 

설치하는 것이다. RSPT에서는 각 리드스위치가 1.5 인치 간격으로 위치지시 

저항 사이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리드스위치는 CEA Extension Shaft 

Assembly (ESA)의 상부에 설치된 Magnetic Assembly에 의해 작동된다. ESA

가 리드스위치에 접근하면 스위치 Contact Switch가 닫히게 되고  전체 저

항변화에 의한 전압신호의 변화로 제어봉 위치를 감지한다. Magnetic 

Assembly가 어떤 리드스위치에서 다른 리드스위치 위치로 이동되는 동안 다

른 위치로의 이동이 완료될 때까지 이전 리드스위치의 Contact Switch는 닫

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실패되는 경우에는 제어봉 위치신호는 순간적으로 

완전삽입 상태 (즉, Zero 위치)를 지시하게 되어 원자로 정지 또는 CPC 채

널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설계에서는 ESA Magnetic 

Assembly에 의한 자력의 크기가 1.5인치 간격으로 설치된 리드스위치에 적

절히 작동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RSPT 내 중간 위치에 추가적으로 몇 

개의 Contact Switch를 설치하는 것은 1.5 인치의 간격 요구사항을 위반하

게 되어 신호 상실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원자로

정지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3) UEL (Upper Electrical Limit) 근처에 추가적인 리드스위치 설치

이 방안은 리드스위치의 1.5 인치 간격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Upper 

Electrical Limit (UEL) 근처에 3-5 개의 Contact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다. 3-5 개의 Contact 스위치 모두가 닫혔을 경우에만 닫히고, 모두 개

방될 때만 개방되도록 추가적인 Contact 신호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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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의 제어봉 위치신호와 함께 CEAC에 제공되어 모든 Contact 신호가 

개방된 경우에만 기존의 알고리즘에 따라 Penalty Factor를 계산한다. 

이러한 변경을 통하여 그룹 내에 모든 제어봉이 노심 상부에 있을 때 

제어봉 위치지시의 오신호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제어봉 위치편차에 

의한 Penalty Factor 부여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완전인출 상태에서 

12-Finger 제어봉의 오신호로 인한 삽입신호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자로정지

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고장 문제로 인하여 2대의 CEAC이 운전 가

능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onnector

를 포함한 RSPT의 재설계, 보조 보호캐비닛의 광범위한 개선 및 CEAC 소프

트웨어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노심보호연산기보다 복잡하기 때

문에 무작위 고장 확률이 증가하고 더 많은 유지/보수의 노력이 요구된다. 

인허가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변경 및 이에 따른 검증 작업이 요구되므로 

인허가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RSPT 하드웨어 변경에 따른 기기내

진 및 기기환경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RSPT 고장에 의한 오신호의 발생 가능

성을 감소시키고 오신호에 의한 삽입 방향으로의 제어봉 위치편차에 의한 

원자로정지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방안은 개념적으로 RSPT의 설계 

변경이 전체 계통의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세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를 수행한 후에는 실제 적용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PSCEA 위치편차 Penalty Factor 감소

기존 노심보호연산기에서는 부분강제어봉(Part Strength CEA, PSCEA)

이 인출방향으로 Dead Band 이상으로 제어봉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매우 

큰 Penalty Factor가 적용되어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다. 부분강제어봉은 정

상운전중에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를 위하여 빈번히 삽입되기 때문에 오신호 

또는 실제적인 제어봉 위치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적용되

는 Penalty Factor의 값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세 분석을 

통하여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부그룹 편

차 및 다중 편차에 대한 상세분석도 요구된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따라서는 

제어봉 낙하사고시 필요한 Required Overpower Margin(ROPM)의 증가가 요구

되어 정상운전 제한치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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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오신호 방지 필터 설치

     

이 방안은 입력 신호 후단에 필터를 설치하여 노심보호연산기에서는 

필터된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상당 부분 오신호를 

제거 또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필터의 추가는 

안전해석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불확실도를 증가시켜 발전소 운전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2. Common Q CPCS 개발(웨스팅하우스)

가. 개발 배경

국내 표준형원전의 노심보호연산기계통(CPCS)은 Concurrent Computer 

Corp. (CCC) 사의 3205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입출력 장비는 Real Time 

Products (RTP)사의 입출력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3205 컴퓨터의 생산 중

단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개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표준형원전의 

경우에는 CEAC이 채널 B와 C에만 2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의 컴퓨터

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자로정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와 관련하여 발전소 현장과 인허가 기관의 지적 및 개선 요구가 있었다.

표준형원전의 경우 그림 2.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RSPT 신호를 채널 

A와 B, 채널 C와 D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각 채널에는 18개의 RSPT 신호 광

격리장치(Fiber Optics Isolator)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RSPT 신호의 

공유로 인하여 신호 격리장치 중에 1개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로정지

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2개 채널의 CEAC과 4개 채널의 CPC를 연

결하기 위해 각 CPC 채널당 2개의 신호 격리장치가 필요하다. 표준형원전의 

경우 채널간의 광통신은 SMA 형태의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유지 및 보

수가 보다 용이한 ST 형태로 변경하여 줄 것을 현장에서 요청하였다. 표준

형원전의 경우 컴퓨터의 전원공급(Power Supply)은 단일 고장에 의해서 한 

채널을 운전불능 상태로 만들며 CEAC의 경우에는 원자로정지를 유발하기 때

문에 CPU의 전원공급을 이중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개선 내용

Common Q CPCS의 주요 하드웨어 개선 내용은 CEAC을 8개 채널로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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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드웨어를 Concurrent 3205 모델에서 Advant AC 160으로 바꾸었으며 제

어봉위치신호의 채널격리는 CEA 위치 프로세서(CPP)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Common Q CPCS는 그림 2.2.2와 같이 각 CPC 채널에 2대의 CEAC을 설치하고 

광격리 장비인 CPOIA(CEA Position Optical Isolation Assembly) 대신에 별

도의 프로세서인 CPP(CEA Position Processor)를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각 CPC/CEAC/CPP 프로세서의 전원공급을 2중의 모듈로 구

성하여 CPU 전원장치에 대한 고장 허용율이 증가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SMA 

형태의 광케이블 커넥터를 다른 계통과 같이 ST 형태로 대체하여 부품의 표

준화를 향상시켰다. 운전원 모듈은 Color Flat Display를 사용하여 MMI(Man 

Machine Interface)를 인간공학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구성하였다. 표 

2.2.1에서는 표준형원전의 CPCS와 신고리 1,2호기에 적용될 Common Q CPCS

의 하드웨어 비교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알고리즘 부문은 Locked Rotor 사건을 감지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을 노심유량 계산모듈에 추가하고 Noise Spike에 의한 RPC(Reactor Power 

Cutback) Flag 설정 알고리즘과 CEA Penalty Factor의 Packing 방법을 변경

하였으나 개발기간과 인허가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CPCS 알고리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Common Q CPCS는 기존의 CPCS에 비해 CEAC의 단일 고장으로 인한 원자

로정지를 줄일 수 있고 그림 2.2.3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채널 사이의 광격

리 장비의 개수를 각 채널당 20개에서 12개로 줄임으로써 광격리 부품의 고

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Common 

Q CPCS에서는 CEAC 프로세서가 2개에서 8개로 증가하고 제어봉위치 신호 처

리 프로세서인 CPP가 8개 추가되어 하드웨어 고장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의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3. SENTINEL 개발(웨스팅하우스)

SENTINEL 노심보호계통은 2000년 5월에 웨스팅하우스(WEC)에 의해 특

허로 출원되었다(미국특허 6,061,412). SENTINEL 보호계통은 바나듐 계측기

와 백금 계측기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된 고정형 노내계측기(PARSSEL 계

측기)를 이용하여 직접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계산하고 계산된 3차원 출

력분포와 함께 로입구관 온도, 가압기 압력, 노심유량을 사용하여 실시간으

로 핵비등이탈률, 국부출력밀도 및 가변과출력을 계산하고 설정치를 초과하

는 경우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함으로써 노심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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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 보호계통은 즉발응답, 비연소, 감마반응 고정형 노내계측기 

및 중성자속 반응 고정형 노내계측기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된 PARSSEL 

계측기 신호 값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PARSSEL 계측기는 시간 지연 및 계측

기 연소 없이 원자로 출력에 직접 비례하는 신호를 제공한다. PARSSEL 계측

기 계통은 감마에 민감한 백금 계측기와 중성자에 민감한 바나듐 계측기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백금 계측기는 비연소 즉발응답 계측기

로서 실제 계통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적절한 신호를 제공한다. 바

나듐 계측기는 실시간으로 감마속, 중성자속 및 원자로출력 사이의 상관관

계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2.4는 PARSSEL 계측기의 단순화된 기능적 도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바나듐 계측기의 민감도 (즉, 단위 길이 당 계측기 신호)는 매우 낮

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 설비와 유사한 설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바나듐 계측

기의 길이는 노심의 높이와 거의 동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나듐은 열중

성자 흡수단면적이 약 5 b 정도로 작기 때문에 계측기 연소는 매우 느린 반

면에 생성되는 전기적 신호는 매우 적기 때문에 매우 긴 계측기 구조를 요

구하고 있다. 4개의 백금 계측기는 각각 노심 영역 R1, 노심 영역 R1+R2, 

노심 영역 R1+R2+R3, 및 노심 영역 R1+R2+R3+R4에 해당하는 길이로 중첩되

어 설계되어 있으며 가장 긴 백금 계측기의 길이는 바나듐 계측기 길이와 

동일하다. 

PARSSEL 계측기 계통은 정상상태 운전에서 계측된 바나듐 및 백금신호

를 이용하여 축방향으로 4개의 신호 값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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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t)는 정상상태 운전조건에서 시간 t에서 바나듐 계측기에 의해 

측정된 신호를 나타내며, P1(t), P2(t), P3(t) 및 P4(t)는 가장 짧은 백금 계

측기에서 가장 긴 백금 계측기까지 측정된 신호 값을 나타낸다. V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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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t), V3(t) 및 V4(t)는 각각 노심 영역 R1, R2, R3, 및 R4에서의 바나듐 

계측기의 신호 값을 의미한다. 즉,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백금 계측기 신

호를 바나듐 신호에 축방향으로 할당하여 각 축방향 위치에서의 신호값 

(V1(t), V2(t), V3(t) 및 V4(t))을 산출한다. 이와 같이 바나듐 신호를 할당

하는 방법은 기저신호 (Background Signal)의 영향이 노심 전부분에 걸쳐 

동일하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기저신호의 보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은 정상상태 운전조건에서 모든 백금 계측기에 대하여 감

마의 영향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가능하다. 노심출력이 변동되어 출력분포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핵분열 및 핵분열 생성물의 변화에 따라 백금 계

측기의 신호가 다르게 발생한다.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가 평형상태로 환원

되기 전에는 감마의 영향이 각 백금 계측기에 다르게 나타난다. 노심의 과

도상태에서도 비례적인 축방향 할당 이론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

금 계측기의 신호가 계측기 위치에서 중성자속에 일정한 상수 값을 가지고 

비례해야 한다. 노심과도 상태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핵분

열 생성물에 의해 생성된 백금 계측기의 일부 신호는 측정된 백금계측기 신

호에서 Filtering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2.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백금

신호와 바나듐 신호를 사용하여 축방향 위치신호를 할당하기 이전에 백금 

신호에서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신호를 추출해야 한다.  

SENTINEL 보호계통은 EAGLE-21 IEEE Class 1E 보호 디지털 하드웨어 

또는 OVATION과 같은 4-Train 디지털 계통에 의하여 연산된 PARSSEL 계측기

의 신호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에서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계산한다. 

계산된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와 4개의 로입구관 온도, 1개의 가압기 압력, 

4개의 노심유량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핵비등이탈률, 국부출력밀도 및 가

변과출력을 계산한다. 로입구관 온도는 각각의 로입구관에 위치해 있는 

Resistance Thermocouple Detector (RTD)에서 측정되고, 노심유량은 각각의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있는 안전등급의 감지기 (예를 들면, 펌프속도감지기 

감지계통)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SENTINEL 보호계통은 3가지의 노심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기능은 핵연료 중심온도 용융방지 기능으로서 실시간으로 계산된 노심의 3

차원 출력분포를 이용하여 선출력밀도를 계산하고 이 값을 설정치와 비교하

여 초과하는 경우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두 번째 기능은 핵연료 

봉의 국부 열속을 제한하여 핵비등이탈이 발생하는 열속 이하로 원자로냉각

재의 열전달 영역을 유지함으로써 피복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대로 허용

되는 열속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측정된 열속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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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세 번째 기능은 계산된 노심의 3차원 출력

분포를 이용하여 원자로 열출력과 출력 변화율을 계산하고 설정치와 비교함

으로써 반응도 증가에 따른 과출력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저장된 

에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실제 원자로정지 사이의 

시간 지연이 적절하고 보수적으로 고려되도록 시간 보상이 측정된 값에 적

용된다. 

SENTINEL 보호계통의 하드웨어 및 기능 개략도는 그림 2.2.5에 나타나 

있다. SENTINEL 보호계통은 안전하고 신뢰도 있는 운전을 위하여 4개의 채

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2-out-of-4 정지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개의 

채널을 우회한 상태에서 보수 및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1

개의 채널이 운전불능인 상태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경

우에 원자로정지는 2-out-of-3 정지논리로 변경된다. 각 SENTINEL 보호계통

의 채널은 입력신호의 물리적 분리 (Physical Separation)를 요구하는 IEEE 

Class 1E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PARSSEL 계측기 스트링 (String)의 

1/4를 입력으로 받는다. SENTINEL 보호계통은 노내계측기 입력을 처리한 후

에 그 출력 (Output)을 각 SENTINEL 보호계통의 채널들이 공유하도록 설계

되었다. 여기서, PARSSEL 계측기의 입력신호를 처리한 SENTINEL 보호계통의 

출력은 각 계측기 위치에서의 평균 원자로출력과 신호의 타당성(또는, 

Quality)을 의미한다. 그림 2.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IEEE Class 1E 통신 

채널들을 통하여 각 채널은 다른 채널에서 처리된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

탕으로 각 채널은 전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계산한다. SENTINEL 보호계

통의 각 채널 간의 통신은 모든 신호의 물리적 분리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계측기 위치에서의 출력은 바나듐 PARSSEL 계측기 스트링의 전류신

호를 측정하여 핵설계에서 미리 계산된 또는 On-Line 노심감시계통 (예를 

들면, BEACON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계산된 신호/출력 변환 

(Signal/Power Conversion) 상수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신호/출력 변환상수

는 Watt/Ampere-meter 단위로 표현된다. 각 스트링에 대하여 축방향으로 

PARSSEL 계측기 신호를 분리하면 원하는 계측기 신호를 얻게 된다. 계측기

가 없는 위치에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계산은 Surface Spline Fitting 방

법에 의하여 계산되고, 상세한 축방향 출력분포 계산은 Truncated Fourier 

Series 방법에 의해 계산된다. 

SENTINEL 보호계통은 기존의 보호계통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ENTINEL 보호계통은 기존에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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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출구관 온도, 노외계측기 신호, 및 안전등급의 제어봉 위치신호를 요구하

지 않기 때문에 계통에 사용되는 입력신호를 단순화할 수 있다. 또한, 노심

의 3차원 출력분포를 실시간으로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안전여유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일제어봉 낙하 또는 인출에 따른 반경방향 출

력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비대칭을 유발하는 사고와 관련된 안전여유도는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PARSSEL 계측기의 개념, SENTINEL 보호계통의 개념 및 처리된 신호를 

공유하는 하드웨어 구현계통은 이미 미국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PARSSEL 계측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성자 반응 계측기와 감마 반응 

계측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계측기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SENTINEL 보호계통에서는 비록 노내계측기의 1/4 만

을 입력으로 사용하지만 처리된 출력은 각 채널이 공유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통의 

구성은 보호계통의 물리적 분리 개념을 유지하면서 3차원 출력분포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규제환경

이 국내와 유사하므로 추후에 인허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4. COPS 개발(SIEMENS)

독일의 Siemens 사에서는 이동형 중성자속 측정계통을 이용하는 

Aeroball 계통과 고정형 노내계측기를 이용하는 출력밀도 계측기 (Power 

Density Detector, PDD) 계통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들 계통들은 주기적

으로 Aeroball 계통의 자료를 기준으로 PDD 계통을 교정함으로서 기능적으

로 연계되어 있다. 

Aeroball 계통은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중성자속 측정계통으로서 약 

1.7 mm 직경을 갖는 Steel Ball들이 튜브 내에 채워져 있는 Probe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1,300 MW PWR에서는 28개의 Aeroball Probe

를 가지고 있다. Ball들은 중성자 반응물질인 1.5%의 바나듐과 Steel이 합

금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Ball로 채워진 Probe는 노심 내에 삽입되어 약 3

분 동안 중성자속에 조사되고 출력분포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한다. 취득된 

자료는 독립적인 컴퓨터에서 3차원 출력분포 및 첨두계수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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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MW PWR에서 PDD 계통은 축방향으로 6개의 고정형 노내계측기를 

갖는 8개의 계측기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형 노내계측기는 감마에 민감한 

Cobalt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심제어, 노심감시 및 노심보호에 모두 사

용하고 있다. 즉, PDD 계통에서는 고정형 노내계측기 신호와 기타의 다른 

입력신호를 사용하여 On-Line으로 연속적으로 핵비등이탈률과 첨두출력밀도

를 계산한다. PDD 계통은 Aeroball 계통의 기준자료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예, 14 EFPD 마다) 교정을 수행한다. PDD 계통의 신호처리 과정은 그림 

2.2.6에 나타나 있다. Aeroball 계통의 값으로 교정된 PDD 입력신호는 신호

의 건전성 평가를 거친 후에 3차원 출력분포로 계산된다. 이때, 3차원 출력

분포는 3차원 노심 Simulator (또는, 3차원 노심 코드)와 결합되어 계산된

다.     

유럽과 미국 (또는 국내)의 인허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COPS 계통의 

개념을 국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OPS 계통에서 이동형 노내계측기를 이용한 고정형 노내계측기의 교

정방안, 고정형 노내계측기 물질로서 Cobalt를 선택한 배경 등에 대하여 추

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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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기존 CPCS와 Common Q CPCS 하드웨어 비교

CPCS

(표준형원전)

Common Q CPCS

(신고리 1,2호기)
 o Operator's Module

- Plasma Display Unit( PDU)

 o Operator's Module

- Color Flat Panel Display (FPD)

- 향상된 MMI 화면

 o Hardware Configuration

- 각 채널 당 CPC 1 대

. Concurrent 모델 3205

- 채널 B와 C에만 CEAC 1 대

 o Hardware Configuration

- 각 채널 당 CPC 1 대

. Advant AC 160 사용

- 각 채널 당 CEAC 2 대

 o Channel Isolation

- 채널 A,B간 C.D간 CPOIA사용

 o Channel Isolation

- CEA 위치 프로세서가 채널간 격리 역할

. 주 프로세서, 보조 프로세서로 구성

. Advant PM 646 프로세서 사용

 o Maintenance and Test Panel (MTP)

- MTP 없음.

- Test Panel 이용

. MCR의 OM에 시스템 정보 제공 

 o Maintenance and Test Panel (MTP)

- MTP 있음

. OM과 동일한 정보 표시

. 감시 시험 정보 제공

. 소프트웨어 로딩 정보 제공

 o Software algorithms

- 어셈블리어

 o Software algorithms

- Advant AMPL 언어

- 울진 56과 동일한 기능 설계 이용

 o Communication to PMS

- 시리얼 데이터 링크, RS-232

 o Communication to PMS

- Ethernet, TCP/IP

 o CEA Position Display

- 1 CRT

 o CEA Position Display

- 1 FPD로 향상된 MMI 화면

. MTP, OM과 같은 디바이스

 o Test Cart

- 소프트웨어 로딩, 감시 시험에 사용

 o Test Cart

- MTP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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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국내 표준형원전 CPCS 계통 개략도

그림 2.2.2 Common Q CPCS 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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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Common Q CPCS 계통 상세 연결도

그림 2.2.4 PARSSEL 계측기의 기능 개략도(SENTINEL 보호계통)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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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SENSORS

CHANNEL 
A

CHANNEL 
B

CHANNEL 
C

CHANNEL 
D

PROTECTION TRIP LOGIC

그림 2.2.5 SENTINEL 보호계통 하드웨어 및 기능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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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B

FID 1/4 FID 3/4 FID 4/4FI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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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COPS 보호계통의 출력밀도계측기(PDD) 신호 처리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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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기술소유권(특허권, 저작권) 현황

1. 특허권

디지털 실시간 노심보호계통(CPCS) 관련 특허 등록여부 및 신규 특허

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제어 탐색식을 이

용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특허 DB 및 유럽특허사무소(EPO)와 세계특허기

관(WPI)의 DB를 조사하였다. 국내외 특허 DB를 이용한 선행기술조사 결과  

디지털 실시간 노심보호계통인 CPCS 관련 원천특허 3건(미국특허 4,080,251

호, 4,318,778호, 4,330,367호)과 유사특허 2건(미국특허 4,399,095호, 

5,379,328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CPCS 관련 원천특허는 1973년 5월 22일에 당시 컴버스쳔엔지니어링(CE)에

서 시리즈로 출원하여(출원번호 362696, 362697 및 362698) 각각 1978.3.21, 

1982.5.18 및 1982.3.9일에 미국특허 제4,080,251호, 제4,330,367호 및 제

4,318,778호로 등록된 세 개의 특허이며 그들 각각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US Patent 4,080,251

  - Title: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nuclear reactor

- 발명자: Charles Ronald Musick

- 권리자: Combustion Engineering, Inc.

- 출원일: 1973.5.22

- 출원번호: 362,696

 - 등록일: 1978.3.21

 - 요약: A control system and method for a nuclear steam supply system 

          for calculating the appropriate operating limits of the system 

          based on the system's design limits

- 내용구성: 청구항 46개, 그림 16개

US Patent 4,330,367

 - Title: System and process for the control of a nuclear power system

- 발명자: Charles Ronald Musick

 - 권리자: Combustion Engineering, Inc.

 - 출원일: 19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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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원번호: 362,697

 - 등록일: 1982.5.18

 - 요약: A protective control system and method for a nuclear steam 

          supply system for the protec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safety design limits

- 내용구성: 청구항 8개, 그림 16개

US Patent 4,318,778

 - Title: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rolling a nuclear reactor

 - 발명자: Charles Ronald Musick

 - 권리자: Combustion Engineering, Inc.

 - 출원일: 1973.5.22

 - 출원번호: 362,698

 - 등록일: 1982.3.9

 - 요약: A control system and method for a nuclear steam supply system 

          for continuously predicting the pending violation of one of  

       the system's design limits

- 내용구성: 청구항 44개, 그림 16개

한편 CPCS 관련 유사특허는 동일 기술분야인 노심제어(Core Control) 

및 노심보호(Core Protection)와 관련한 미국특허 제 4,399,095호 및 제

5,379,328호 정도가 관련 기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 각각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S Patent 4,399,095

   - Title: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 for a nuclear reactor

   - 발명자: Peter J. Morris

   - 권리자: Westinghouse Electric Corp.

   - 출원일: 1977.12.16

   - 출원번호: 861,131

   - 등록일: 1983.8.16

   - 요약: A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 for a nuclear reactor which 

           monitors a variable operating parameter indicative of the 

    state of reactor operation and identifies an abnormal r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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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in reactor operating conditions

   - 내용구성: 청구항 7개, 그림 3개

US Patent 5,379,328

   - Title: Nuclear core trip setpoints

   - 발명자: Rolando Perez and Mehran Golbabai

   - 권리자: Combustion Engineering, Inc.

   - 출원일: 1994.2.24

   - 출원번호: 201,382

   - 등록일: 1995.1.3

   - 요약: A method for generating an on-line trip signal when a measured 

           one of a plurality of operating parameters which define a 

   limit surface on a multidimensional reactor operating space,  

    exceeds a limit value on the limit surface

   - 내용구성: 청구항 19개, 그림 14개

상기 세(3) 건의 CPCS 관련 원천특허 모두 CPCS와 실시간 디지털 노심

감시계통인 COLSS의 기능 및 알고리즘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권리청구범위(Claim)에서는 포괄적인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2.3.1은 세 개의 특허에 공통으로 사용된 대표도면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와 연계된 국내특허 출원은 없으며 미국에서도 권리존속기간(출원일 기준 

20년)이 지났으므로 해당특허의 구속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는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기능 및 알고리즘을 상세하게 기술하

고 있으므로 공지된 기술로 인정되므로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특징적 요소

가 구비되어야만 신규특허의 취득이 가능하다.

CPCS 관련 유사특허의 경우 미국특허 제4,399,095호 역시 이미 권리존속기

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해당 특허의 구속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제

5,379,328호의 경우 아직 미국내에서의 특허권은 유효하나, 연계된 국내출원이 

없으므로 국내에서는 해당 특허의 구속력이 없다. 또한 미국특허 제5,379,328호

는 아나로그 방식의 원자로정지계통에 관한 특허로 디지털 방식의 원자로 보호계

통인 CPCS와 연관성은 없다. 

2. 전산코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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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전산코드)에 대한 권리는 한국의 경우 프로그램보호

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미국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프로그램 저

작권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창작된 때를 기준으로 50년의 권리존속기간이 

보장된다(베른협약). 특허권과 프로그램 저작권의 차이는 표 2.3.1에 비교

하여 나타냈다. 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프로

그램 개작권은 표현방법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개작행위가 대폭적이어야 인

정 가능하다. 그러나 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대립시 원저작자의 권리가 우

선적으로 보호된다.

CPCS 관련 전산코드는 설계해석용 코드 10종, 시운전 시험용 코드 3종 

및 CPC/CEAC 검증용 코드 11종이 도입되어 있다. 모든 전산코드에는 

Copyright이 표시되어 있고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전력공

사 주관으로 작성한 원전설계 전산코드 개발전략 연구 보고서[2.3.1]에 따

르면 1997년 한전과 미국 ABB-CE간 기술협력협정에 의해 협정만료 이후에도 

미국정부 제한코드를 제외한 ABB-CE 제공기술을 더 이상의 기술료 없이 활

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1987년 기술도입 계약시의 저작권 및 

특허 사용 제약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CPCS 관련 모든 전

산코드는 미국정부 제한코드가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사용권리는 이미 확보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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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특허권과 프로그램 저작권의 비교

구분 특허권 프로그램 저작권

목적 기술 및 산업 발전 프로그램 관련 산업, 기술진흥
보호대상 아이디어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성

정보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의무

열람/복제 청구 가능

공표, 전시권은 자유

소스코드의 비밀유지 가능
권리의 발생 설정등록 창작 즉시(무방식 주의)
권리 주체 출원인(특허권자) 저작권자

권리의 성질 절대적 독점권 상대적 독점권

권리 범위

속지주의

국외권리 주장시 

해외출원

속지주의(원칙)

외국에 권리 미침(조약, 등록 

불필요)
권리 보호기간 20년(출원일 기준) 50년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권리 이전
자유이전

공동소유 가능

저작재산권은 자유이전

인격권은 불가

공동 저작 프로그램 가능

권리 소멸

기간만료(20년)

무효, 포기, 상속인 

부존재 등

기간만료(50년)

상속인 부존재, 권리포기, 

법인해산 등

권리 침해

독자개발 아이디어의 

경우 선행특허 있으면 

권리침해

독자개발은 권리침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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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CPCS 관련 원천특허 대표도(미국특허 4080251, 4330367, 431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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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협력협정

1. 기술협력협정 내용

1997년 5월 한국전력공사와 미국 ABB-CE(현재 WEC) 사이에 기술협력 

강화 및 해외시장 공동개발을 추구한다는 협력목표 하에서 향후 10년 동안

의 기술협력협정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TCA)이 체결되었다. 

이는 기존의 양해각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실시권 공유에 

관한 기술사용협정(License Agreement, LA)과 향후 2년 동안의 차세대원자

로 기술개발 지원협정(Support Work Agreement, SWA)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협력협정(TCA)은 기술 및 사업 협력, 공동 기술개발, 국제사업개

발협력에 대한 총론을 명시한 협정이고 LA와 SWA는 본 협정에 따른 세부 협

정으로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TCA는 CPCS 설계를 WEC 기술을 적용하여 추

진할 경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CPCS 국산화 과제

의 수행과 관련성이 없다. 또한 SWA도 차세대원자로 개발시 WEC의 기술지원

을 받기위한 협정으로 CPCS 국산화 과제의 수행과 무관하다. 그러나 LA는 

WEC의 기술사용 관련 협정으로 CPCS 국산화 과제와 다소 연관성이 있다.

기술사용협정(LA)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술의 범위(제 2조), 실시권 및 

권리허여(제 3조) 및 개발, 개량 및 발명(제 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CPCS 관련 계통설계 및 기기설계 기술은 본 기술

협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가능하다.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LA 

12.2항에 따르면 기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LA 3.1.1항(사용분야의 실시권 

허여)에 따라 사용가능하다.

LA 3.1항(실시권의 허여)에 따르면 특정 사용분야에 대해 허여기술사

용자는 대한민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설계 및 제작하거나 WEC의 동의를 얻어 

설계 및 제작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LA 3.2항은 특정 사용분야와 

허여기술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NSSS 및 관련 계통의 설계: 한수원(KHNC), 한기(KOPEC), 한원연(KAERI)

- NSSS 및 관련계통 기기의 설계 및 제작: 한수원, 두산중공업

- 원전연료 및 노심설계: 한수원(KHNC), 한연(KNFC), 한원연(KAERI)

LA 제 4.1항은 본 협정기간(1997. 5 - 2007. 5)동안 ABB-CE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관련된 모든 개발, 개량 및 발명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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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허 여부에 관계없이 ABB-CE와 제 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서명사들(KHNC, KOPEC, KNFC, KAERI, 두산중공업)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명사들은 제 3조에 규정된 범위내

에서 개발, 개량 및 발명을 본 협정기간중에 사용할, 그리고 그러한 개발, 

개량 및 발명을 적용한 계약제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

 

2. 기술협력협정 의의

기술협력협정(TCA)의 주요내용은 기술활용 권한 및 기술이전 권한으로 

대별된다. 기술활용 권한으로 협정기간 (10년, 1997. 5 - 2007. 5) 중에 제

공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

을 확보하였다. 단, 수출 시에는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협정만료 후 (2007년 5월 이후)에도 미국정부 제한코드 (예, CEFLASH, 

ROCS, HERMITE, 등)를 제외한 ABB-CE 제공 기술을 더 이상의 기술료 없이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미

국정부 제한코드의 경우에도 1회의 기술료 지불로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1987년 기술도입 계약시의 저작권 및 특허사용 제

약이 해소되었다. 

기술이전 권한으로 ABB-CE가 제공한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기술자료, 도면 등의 설계결과물을 제 3국에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

였다. 단, ABB-CE 전산코드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ABB-CE의 동의가 요구된

다. 기술협력협정 (TCA) 체결 이전에는 1987년에 체결된 기술도입 계약시 

저작권 사용제한으로 기술정보 자료의 이전에도 ABB-CE의 동의가 필요하였

다.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기술제공자 (현 WEC, 구 ABB-CE)로부터의 기술적 

독립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협정이 만료되는 2007년 5월 

이후에도 미국정부 제한코드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기술료 없이 ABB-CE가 

제공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원

전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ABB-CE의 전산코드를 제 3국에 판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BB-CE의 동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노심보호연산기 관련 전산코드는 미국정부 제한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협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노심보호연산기의 전산코드를 그대로 사용

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국내 원전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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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심보호연산기 관련 전산코드를 제 3국에 

이전하는 것은 ABB-CE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해외시장 공동개발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3국에 노심보호연산기의 판

매 및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노심보호연산기 전산코드를 국산화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통하여 해외기술 이전 등이 자유로운 기술원천 소유국의 위상

을 확보할 수 있다. 

노심보호연산기 전산코드 국산화를 통하여 원전설계 기술의 핵심이 되

는 노심보호계통이 ABB-CE로부터 완전 해방되어 자유로운 기술이전을 통한 

원활한 해외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원전기술의 원천 소유국으로써 국제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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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개발타당성 평가

1. 국내개발의 필요성

국내 표준형 원전에 운용중인 디지털 실시간 노심보호계통인 CPCS의 

운전경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하드웨어 부품의 고장으로 인해 CPCS 채

널트립 또는 원자로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어봉위치 신호

의 보호채널간 격리장치의 고장이 많이 발생하였고 제어봉연산기(CEAC)가 2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 제어봉위치 신호 처리계통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다수의 불시 원자로정지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통을 단순화시켜 부품의 개수를 줄이고 채널간 신호격리 장치의 

개수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단일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불시 원

자로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제어봉위치 신호 처리계통의 다중화가 필수적이

다. 아울러 계측기 입력신호의 오신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신호검증 알고

리즘의 개선이 요망되며 운전원의 이해를 돕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경보

기능의 추가와 운전원 연계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 3,4호기와 울진 3,4호기에 운용중인 CPCS 설비는 노후화되어 부

품의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정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에서 운

용중인 CPCS 설비는 Concurrent사 제품으로서 CPU는 이미 단종되었으며 기

타 다수의 제품 (예를 들면, 광모뎀, 광신호 경로변경 스위치, 터치 팬널 

전원공급기 등)도 생산중단 되었거나 중단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영광 3,4호기에서 운용중인 노심보호연산기는 약 14년 전의 생

산품으로 운전 년수의 증가에 따라 부품 노후화에 의한 고장 발생 확률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울진 3,4호기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될수록 부품

의 노후화와 예비부품의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궁극적

으로는 멀지 않은 장래에 하드웨어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기존의 CPCS 하드웨어를 개량한 Common 

Q CPCS를 개발하여 미국의 Palo Verde 2호기와 국내 신고리/신월성 1,2호

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CPCS를 대체 공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회사에 의한 

CPCS 독점공급은 해외 기술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구매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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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Common Q CPCS의 

주요 개선내용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어봉연산기(CEAC)를 기

존의 2개에서 8개로 증가시키므로써 제어봉위치 신호처리 계통의 단일부품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정지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그러나 채널간 신호격리 

장치가 채널당 12개(기존 CPCS의 경우 20개)로 여전히 많이 필요하고 신호

격리 장치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하드웨어인 8개의 제어봉위치 프로세서

(CPP)가 사용되었으며 CEAC 프로세서도 8개로 증가하므로써 하드웨어의 고

장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였다. 또한 CPCS 기능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알고

리즘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원자력발전소는 이미 다른 형태의 전력원과 경쟁 상태에 있

기 때문에 원전의 경제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전의 경제성 향

상을 위하여 수명연장, 출력증강 및 장주기 운전과 같은 운전전략의 변화

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규제입장에서 이미 운전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최근의 안전규제 요건을 적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재평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근본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안전

여유도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안전여유도 증진을 위해서는 개선

된 형태의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국내와 미국의 원전에서 운용중인 CPCS는 1970년대 초에 개발된 

디지털 실시간 노심보호계통으로 주요 핵연료설계 안전제한인자인 DNBR과 

LPD의 실시간 계산방법이 단순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노심의 열

적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CPCS의 기능과 성

능을 향상시켜 노심의 열적여유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운전원 감시업무의 

부담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알고리즘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실시간 노심보호계통의 국내개발은 해외기술의 수입대체 또는 

견제를 통해 기기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원자로안전계통의 핵심계통인 디지털 실시간 노심보호계통의 국

산화는 관련 기술소유권을 확보하고 원자로안전계통의 독자개발 기술력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제

고시키고 해외 기술수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개발 잠재력 평가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위하여 1986년 당시 컴버스천엔지니어

링(CE)과 공동으로 영광 3,4호기 초기노심 설계사업과 핵증기공급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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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S) 설계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술전수훈련과 영광 3,4호기 예비설계 및 

최종설계를 CE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원전 설계기술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

다. 또한 영광 3,4호기 시운전시험의 지원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였다. 표준원전인 울진 3,4호기의 설계는 대부분 국

내기술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일부분 CE의 도움을 받았다. 후속호기인 영광 

5,6호기와 울진 5,6호기의 노심설계와 NSSS 설계는 국내 설계기술자립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실시간 노심보호계통(CPCS)의 경우 하드웨어와 실행소프트웨어

(Executive S/W) 설계는 KOPEC이 담당하고 있으며 응용소프트웨어(알고리

즘)는 KNFC가 담당하고 있다. CPCS의 통상적인 설계를 위해서 관련 설계 전

산코드를 완비하고 있으며 CPCS 개발 및 검증시험 설비도 보유하고 있다. 

영광 3,4호기 이후 노심보호연산기 설계 업무를 위하여 확보된 설계 

코드는 CPC/COLSS 설계 해석용 코드, 시운전 시험용 코드 및 CPC/CEAC 검증

용 코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1.1은 노심보호/감시계통 설계 전산코드를 

정리한 것이다. 설계해석용 코드는 초기노심 및 교체노심 설계 업무 중에서 

노심모사해석, 전체불확실도해석 및 Database 해석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시운전 시험용 코드는 초기노심 및 교체노심의 시운전 관련 업무에 사용된

다.  CPC/CEAC 검증용 코드는 CPCS 알고리즘 변경 시 CPCS 검증에 사용되는 

코드로서 Phase I 및 Phase II 시험용으로 나누어진다. 표 3.1.2는 CPCS 검

증 시험용 전산코드를 요약한 것이다. 주요 전산코드의 기능은 다음과 같

다.

CPCFORTRAN

       CPCFORTRAN 코드는 CPCS 알고리즘을 FORTRAN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  

       램으로서 CPCS 검증에 사용되며 발전소 현장의 원자로 정지에 대한  

       모사를 위하여 사용된다.

CPCSIM

       CPCSIM 코드는 통계학적 불확실도 방법을 사용하여 95% 확률과 95% 신

       뢰도로 CPC 불확실도 인자를 계산한다. 이 코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입력루틴, CPCFORTRAN의 일부, 통계루틴, 그리고 

       Plotting Package로 구분된다. CPCSIM 코드로 수행하는 주요 계산은 

       CPC 불확실도 분석, COLSS-Out-Of Service 분석, DNBR Update 불확실

도 분석, 노심추적 계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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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AST

       CEFAST 코드는 CPC에 설치된 가변상수들을 생산하고 기동시험 자료

       들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또한 CEFAST는 기동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CPC 관련 이상 유무에 관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CEDIPS

       CEDIPS 코드는 기동시험에서 요구되는 CPCS 검증시험을 지원하기 위

       해 설계되었다. 이 코드는 기동동안 CPC/CEAC 입력들의 최대, 최소  

       관측값들을 받아들여서 예상되는 CPC/CEAC 출력값의 범위를 제공한  

       다. 운전원 모듈에서 관찰되는 DNBR과 LPD의 출력값은 CEDIPS로부   

       터 얻어진 DNBR과 LPD의 기대값과 비교되는데, 이는 발전소내의 계  

       통의 운전이 예측되는 운전보다 보수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PHASEI

       PHASEI 코드는 CPCS Phase I 시험에 사용되는 코드로서 모듈별로 시  

       험을 수행하도록 CPCFORTRAN 코드의 입출력 부분을 수정하여 작성된  

       코드이다. 각 모듈별 입력에 대하여 CPCS 검증시험설비(Single 

Channel Facility, SCF)에서의 결과와 PHASEI 시험의 결과가 허용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DSVTAPE

       CPCS 동적 시험에 사용되는 DSVTAPE 코드는 CPCFORTRAN 코드의 결과  

       를 반영한 SCF용 입력자료를 생산하는 코드이다.

LISP

       LISP(Live Input Single Parameter) 코드는 CPCS 실시간 모사 시험

에 사용되며 모든 시험 자료에 대하여 SCF의 트립시간이 CPCFORTRAN 

에서 결정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코드이다.

현재 KOPEC이 보유중인 노심보호계통 설계개발 설비는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및 시험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노심보호

계통의 운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현장에서 발생시 모의시험을 통하여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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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운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KAERI는 1992년 ABB-CE 

로부터 CPC Single Channel Facility (SCF)를 구매하였으며, 1993년에 장비

가 KAERI에 설치되었고, 원전설계사업 이관 이후에는 KOPEC에서 노심보호계

통 설계개발 및 검증에 사용 중에 있다.

노심보호계통 설계개발 설비의 계통장비 및 시험장비에 대한 요약은 

표 3.1.3 및 표 3.1.4에 각각 나타나 있다. 또한 CPC Single Channel 

Facility 구매 당시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Operator’s module consisting of 

        a) one plasma display with touch sensitive screen

        b) miscellaneous indicators and switches

    2. One CPC minicomputer with

        a) power supply

        b) 2 MB memory

        c) I/O system interface

        d) operator’s module

        e) PROM boot loader

        f) test cart interfaces

    3. One CPC input/output system

    4. One CEAC minicomputer with 

        a) power supply

        b) 2MB memory

        c) I/O system interface

        d) operator’s module

        e) PROM boot loader

        f) optical CPC data link

        g) test cart interfaces

    5. One CEAC input/output system

    6. One test cart consisting of

        a) maintenance terminal

        b) disc drive

        c) printer and printer stand

    7. Miscellaneous cables

    8. Cabi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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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One input simulator consisting of an IBM PC or equivalent

   10. CPC/CEAC software including source codes

   11. CPC diagnostic software

   12. Input simulator software

   13. One 9-track tape drive and controller with switch to support    

       validation testing on both the CPC and CEAC

   14. CPC development and test software

   15. One test computer for Live Input Single Parameter (LISP) 

       software verification with test software

   16. One set of documentation

 a) Technical manual (including subvendor manuals)

b) Generic documents used in the CPC software change process 

           (implementation and test) used for YGN 3&4

c) All generic and YGN 3&4 specific CPC documents related to     

          software implementation and test (after issue for YGN 3&4)

한편, 국내 PLC 및 DCS 공급업체의 경우 일반 산업 플랜트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적용에 필수적인 

개발방법, Q-Class 개발절차, 기기개발 요건, 기기검증, 소프트웨어 개발방

법론, 신뢰성 및 성능검증 등의 기술은 전무한 실정이고, 가동중인 고리원

자력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보드를 개발하여 Q-Class 인증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신뢰성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안전계통의 하드

웨어 국산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안전계통 제어기기는 품질보증 계획 및 절차에 따라 개발 및 제작되어

야 하지만 일반 산업체의 안전계통 제어기기 제작 경험 부재로 품질보

증체계가 미흡하여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안전계

통 제어기기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 단계부터 품

질보증계획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전 개발 공정 기간동안 디지털 계측

제어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며 절대적으로 안전하

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어기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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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형상관리 계획과 절차, V&V 방법론 

및 절차,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포스콘(주), 두산(중) 및 BNF 테크놀로지 등과 함

께 원자로안전계통의 국산화를 위해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디지털 원자로안전계통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산화한 안전등

급의 부품과 기기를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지금까지의 

설계경험과 연구개발기반조성은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내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요 부품과 계통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V&V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하드웨어 제작과 인증시험이 가능한 국내 시

험기관을 활용할 경우 노심보호연산기 하드웨어 국산화는 가능하다. 아울러 

KAERI/KNFC/KOPEC는 2003년 현재 독자적인 CPCS 설계와 운전지원 경험이 15

년 이상의 기술인력과 CPCS 검증시험 경험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따라

서 새로운 CPCS의 국내개발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경쟁력 평가 및 경제성 분석

제 2절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CPCS 국내개발 방안은 통합형 CPCS

인 ITOPS(Integrated Thermal On-line Protection System)를 개발하는 것이

다. ITOPS는 CPC와 CEAC으로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CPCS 구조를 개선하여 

CPC와 CEAC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CEAC을 제거

하고 CEAC 기능을 CPC에 통합하여 계통을 단순화시키고 CEAC 기능을 이중화

하므로써 단일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불시 원자로정지를 방지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개발한 Common Q CPCS에 비해서도 계통을 

단순화시키므로써 부품고장으로 인한 노심보호계통의 채널트립 또는 원자로

정지를 줄일 수 있으며 부품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필요성도 크게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

표 3.1.5는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주요 부품을 비교한 것으로 기존의 

CPCS는 제어봉연산 프로세서(CEAC) 2개, 노심보호연산 프로세서(CPC) 4개 

및 채널간 신호 광격리장치가 80개 사용되고 있다. Common Q CPCS의 경우 

제어봉위치 신호 처리계통의 다중화를 위해 CEAC 8개, 제어봉위치 신호 프

로세서(CPP) 8개, 보조기능 프로세서(AUX.) 4개 및 채널간 신호 광격리장치

가 48개 사용된다. 반면에 국내개발 계획중인 ITOPS는 노심보호연산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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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CPC) 4개, 보조기능 프로세서(AUX.) 4개 및 채널간 신호 광격리장치가 

16개 필요하다. 따라서 ITOPS는 기존의 CPCS에 비해 제어봉위치 신호 처리

계통의 다중화뿐만이 아니라 CEAC을 제거하고 고장경험이 많은 채널간 신호 

광격리장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ITOPS는 Common Q CPCS에 비해서도 

별도의 각각 8개의 CEAC과 CPP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중화된 제어봉위치 신

호처리가 가능하고 채널간 신호 광격리장치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형 CPCS인 ITOPS는 위와 같이 계통형상(System Configuration)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주요부분도 검증된 최적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CPC 기능을 한층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

의 개선은 원자로 열적여유도를 증가시키고 운전원 연계성도 향상시키므로

써 발전소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어봉위치 신호처리 방법의 다중화와 원자로 열적여유도의 증가는 불

시 원자로정지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전력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한번의 

원자로정지에 따른 전력생산 손실액은 약 12억원 (100원/Kwh x 1000 Mw x 

1000 Kw/Mw x 12hr x 1회)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심보호계통의 단순화는 부

품 구매비용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원자로 

열적여유도의 증가는 발전소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정격출력의 증가도 가능

하다. 원자력발전소 정격출력을 1% 높인 경우 전력생산 증가액은 약 5억원/

월 (100원/Kwh x 0.01 x 1000 Mw x 1000 Kw/Mw x 24hr/일 x 30일/월 x 0.7

(조정인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기점검 및 주기보정을 위한 운전원 연

계성의 향상은 운전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표 3.1.6은 본 과제에서 고안한 통합형 CPCS인 ITOPS의 개발비용과 기

기공급 비용을 Common Q CPCS의 수입비용과 비교한 것이다. 표에는 알고리

즘의 변경 없이 Common Q CPCS와 동일한 성능의 하드웨어를 국산화하는 경

우인 K-CPCS의 소요비용도 참고로 함께 나타냈다. 신고리 1,2호기에 적용예

정인 Common Q CPCS의 공급비용은 약 70억원으로 추정된다. 신고리 3,4호기

의 경우에는 더 높은 공급비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TOPS의 경우 

개발비용은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약 50억원(하드웨어 30억원, 알고리즘 

20억원)이며 원전 2개 호기의 기기 공급비용은 약 40억원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국내 원전 4개 호기의 CPCS를 교체 공급하는 경우 국내 개발비용의 회

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CPCS의 국산화는 외국회사의 독점공급에 

따른 높은 구매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품의 안정적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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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노심보호계통(CPCS) 및 노심감시계통(COLSS) 관련 전산코드

분류 코드 초기노심/교체노심

CPC/COLSS

설계 해석용

COLSSFORTRAN 공통

CPCFORTRAN 공통

COLSIM 공통

CPCSIM 공통

ROCST17 초기

GENI 공통

CEASRCH 공통

SAMSIM 공통

RODDROP 교체

DTP_FLOW_ERROR 초기

CTPCONS 초기

PARDER 초기

PARGENI 초기

DETFIX 초기

SCPERR 초기

시운전 시험용

CEFAST 공통

CEDIPS 공통

CODAP 공통

CPC/CEAC 검증용

PHASEI 공통

CPCCONV 공통

SWPVER 공통

CPCSWTS 공통

LUNCH 공통

SWPGNRT 공통

SWPCHCK 공통

CEACSWP 공통

SUPPER 공통

DSVTAPE 공통

LISP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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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CPCS 검증시험용 전산코드 및 시험종류

시험종류 전산코드 시험자료 개수

Phase I 
Algorithm 

Module Test
PHASE I 323

Phase II

Static

 Test

CPC

Input Sweep 

Test

CPCCONV

2000
SWPVER

CPCSWTS

LUNCH

CEAC

Input Sweep 

Test

SWPGNRT

1200
SWPCHCK

CEACSWP

SUPPER

Dynamic 

Test

Dynamic 

Software 

Verification

Test 

DSVTAPE 49

Live Input 

Single 

Parameter 

Test

LIS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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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노심보호계통(CPCS) 개발설비의 계통장비

계통장비 기능

 CPC

프로세스 신호 및 CEAC으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DNBR (핵비등이

탈률) 및 LPD (국부출력밀도)에 대한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전소

보호계통에 제공

CPC I/O 모듈

아날로그 신호 (가압기 압력, 온도, 노외계측기 신호, 제어봉위

치), 접점 신호, 펄스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CPC에 제

공

CEAC

73개의 제어봉위치 신호를 입력으로 부그룹 내의 제어봉 위치편

차에 대한 페널티계수 (Penalty Factor; PF)를 계산하여 CPC에 

전송

CEAC I/O 모듈
아날로그 신호 (제어봉 위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CEAC에 제공

OM

 (Operator's Module)

각 CPC는 1개의 운전원 모듈을 가지며 채널 B,C에서는 CPC와 

CEAC가 공유함. OM은 플라즈마 터치스크린, 키스위치 및 지시램

프로 구성되며 운전원이 CPC로부터 계산된 정보를 참조하거나 필

요시 가변상수를 입력할 수 있음.

CPOIA

(CEA Position 

Optical Isolation 

Assembly)

 CPCS 채널 간 제어봉 위치신호를 광신호 형태로 전송 및 수신을 

위한 장치 

Power Supply 각 I/O 모듈 및 CPC/CEAC 등에 전원을 공급

 CEAPDS 

 - Display Generator

 - CRT 모니터

 - 운전원 키패널

   (Operator's

    Key Panel)

- IBM PC/AT 386과 호환 가능하며, CEAC로부터 광섬유 모뎀을 통

하여 제어봉 감지기 상태 정보와 제어봉 위치신호를 입력으로 

받은 후 CRT에 정보를 표시

- EGA 카드를 내장하여 20 인치 화면에 16가지 색깔을 지원하며 

제어봉 위치를 0-400 Cm 범위로 표시

- 디스플레이 페이지를 선택

Test Cart 

(CRT, Printer 포함)

CPC/CEAC의 주기적인 시험이나 보수 시에 사용되며 디스크 드라

이브는 프로그램, 재장전 상수 및 Type II 가변상수의 로딩에 사

용됨. CRT에는 보수시험 시에 각종 정보가 표시되며, 이들 정보

는 필요시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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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노심보호계통(CPCS) 개발설비의 시험장비

시험장비 기능

I/O Simulator  프로세스 신호를 Simulation 하는데 사용

 Magnetic Tape Drive 

(Phase I, II Test) 

CPCS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Phase I, II Test (확인시험 및 검

증시험)를 수행하는데 사용

 LISP Computer 

(Phase II Test)

CPCS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Phase II Test (검증시험)를 수행하

는데 사용

표 3.1.5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주요부품 비교

구분 CPCS Common Q CPCS ITOPS

프로세서 개수

CPP 0 8 0
CEAC 2 8 0
CPC 4 4 4
AUX. 0 4 4
합계 6 32 8

채널간 광격리장치 개수 80 48 16

주) 용어정의:

CPP: CEA Position Processor

CEAC: Control Element Assembly Calculator

CPC: Core Protection Calculator

AUX.: Auxili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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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노심보호연산기 국내개발의 경제성 분석

계통명 ITOPS K-CPCS Common Q CPCS

개발비용 50 30 0
기기공급 비용

(2개 호기)
40 40 70

국내원전 4개 호기

CPCS 교체비용
130 110 140

종합평가
4개 호기 CPCS 교체공급시 국내 개발비용 회수 가능

안정적 부품공급 및 용이한 유지보수 가능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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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개발방안의 수립

1. 개선항목의 도출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인 CPCS의 특이운전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CPCS 운

용요원 및 설계자에 의해 많은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 현재까지 논의된 

CPCS 개선항목은 운전여유도 증가 방안, 발전소 성능향상 방안 및 운전원 

지원기능 개선 방안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각각의 CPCS 개선항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운전여유도 증가 방안

(1) 노내 핵계측기의 이용

안전등급의 노내 핵계측기를 이용하여 노심보호계통에서 3차원 노심출

력분포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기존의 CPCS에서 노외 

핵계측기의 이용에 따른 노심 반경방향 출력분포 자료와 제어봉 삽입시의 

제어봉그림자(CEA Shadowing) 효과 및 원자로 입구온도그림자(Temperature 

Shadowing) 효과 등에 의한 보정작업이 불필요하다. 노내계측기 신호를 사

용하므로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의 합성에 필요한 기존의 노외 핵계측기 신

호의 보정인자도 필요하지 않다. 또한 3차원 노심출력분포의 실시간 합성은 

제어봉위치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CEAC을 제거할 수 있

고 상당히 많은 노심 열적여유도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내 핵

계측기에 대한 안전등급 검증과 다중화가 필요하고 인허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안전등급 노내계측기의 개발연구가 완료된 이후 적용성을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DNBR 계산방법의 최적화

노심 DNBR 계산방법은 부수로(Subchannel) 해석방법과 그룹수로 해석

방법으로 구별된다. 현재 가동원전에 운용중인 노심보호연산기(CPC)는 빠른 

DNBR 계산을 위해 매우 단순하고 보수적인 그룹수로 해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CPC 개발시(1970년대 초)에 비해 컴퓨터의 성능이 매우 발달하였으므

로 보다 상세한 계산방법을 이용한 최적 DNBR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

수로 해석방법 또는 보다 상세한 그룹수로 해석방법을 비교-평가하여 그 적

용성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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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합성법의 개선

정상운전중 실시간으로 합성된 CPC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의 오차를 분

석한 결과 주기 중반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의 출력분포 합성 알고리즘이 주기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Saddle-type 또는 

Flat-type의 출력분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운

전중 또는 과도상태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출력분포에 대한 예측오차를 최

소화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의 개선이 필요하다.

(4) CE-1 상관식의 최적화

노심 DNBR 계산을 위해 실험 상관식인 임계열유속(Critical Heat 

Flux, CHF) 상관식이 사용된다. 국내 표준형원전에는 CE-1 CHF 상관식이 사

용되고 있는바 웨스팅하우스(구 ABB-CE)는 CE-1 상관식 계수의 최적화를 통

해 노심 열적여유도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원자

력연료주식회사는 최근 PLUS7이라는 개량핵연료를 개발하여 국내 표준형원

전에 공급할 계획인바 새로운 핵연료에 적합한 CHF 상관식이 사용될 예정이

므로 기존의 ABB-CE 핵연료에 대한 CE-1 상관식의 최적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발전소 성능향상 방안

(1) CEAC 제거

CEAC을 제거하고 RSPT 신호를 노심보호연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

는 방안으로 제어봉위치 신호처리 하드웨어의 단일고장에 의한 원자로정지

를 방지하고 계통을 단순화시켜 하드웨어 고장 발생률도 줄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기존 CPCS에 비해 계통형상이 대폭 변경되므로 하드웨어 검증과 

계통 소프트웨어의 V&V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2) 예비정지 경보 기능

현재의 CPC는 주요 원자로정지 인자인 DNBR과 LPD에 대한 예비정지

(Pre-trip) 경보(Alarm) 기능이 있어 운전원으로 하여금 원자로정지를 방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CPC는 보조 원자로정지 기능도 

있어서 보조정지 경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보조 원자로정지 인

자에 대한 예비정지 경보 기능을 추가하여 가능한 불시 원자로정지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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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노심 축방향 출력편차(Axial Shape 

Index, ASI)에 대한 원자로 예비정지 기능은 영광 3호기에서 경험했던 ASI 

에 의한 원자로정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계측기 신호검증 개선

계측기 오신호에 의한 CPC 채널트립 또는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측기의 다중화 방안과 오신호 검출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계측기의 다중화는 계측계통 하드웨어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가동원전에의 적용은 부적합하다. 반면 계측기 신호의 검증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오신호를 판별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관측된 계측기 신호의 변화율이 발생 가능한 변화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오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4) RCP 센서 변경

기존의 노심보호연산기에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Reactor Coolant 

Pump, RCP)의 회전속도 감지기(RCPSSSS)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RCP에서 

감지된 4개의 RCP 회전속도 신호는 4개의 CPC 채널로 입력된다. 즉 각 CPC 

채널은 한 개의 RCP 회전속도 신호를 사용하여 노심유량을 계산한다. 따라

서 RCPSSSS를 RCP 공급전원의 주파수와 RCP 모터로 입력되는 전류로 대체하

는 경우 교류전원 상실사고시 보다 빠르게 원자로정지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RCPSSSS는 압력용기 내부에 있어서 유지보수가 까다롭지만 주파

수와 전류 감지기는 압력용기 밖에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RCPSSSS는 특별한 제작이 필요하지만 전류와 주파수 감지장비는 표준화되어 

있어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 더욱이 RCP는 3상 전원으로 작동되므로 입력

신호의 신뢰도 개선을 위하여 2-out-of-3 신호 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전류와 주파수 입력신호에 대한 안전 등급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5) CEAC 기능 개선

제어봉 위치편차에 의한 원자로정지를 줄이기 위해 제어봉이 원자로에 

약간 삽입된 경우의 제어봉 인출편차를 줄이거나 제어봉 위치편차에 의한 

페널티 적용을 지연시키는 개선방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제어봉의 노내 삽입조건과 편차크기에 따른 페

널티 인자의 결정과 안전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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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위치 신호 처리계통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불시 원자로정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제어봉위치 검출기(RSPT)를 4개

로 증가시켜 기존의 1-out-of-2 CEAC 논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가동원전의 경우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RSPT의 추가설치가 불가능하며 신규 

발전소의 경우 RSPT 추가설치를 위한 공간확보와 케이블 설비문제를 고려해

야 한다.

(6) 개량 원자로출력 감발계통

기존 가동원전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주급수유량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

생한 경우 원자로출력감발계통(Reactor Power Cutback System, RPCS)에 의

해 원자로출력을 낮추어 터빈부하와 평형을 이루도록 하여 원자로정지를 방

지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어봉 낙하사고시에도 개량 RPCS를 이용하여 

원자로출력을 감발하여 원자로정지를 방지하는 방안이다. 국내 표준형원전

에 사용되는 제어봉집합체(CEA)는 4-Finger와 12-Finger로 구분되는데 현재 

4-Finger CEA 낙하사고는 원자로정지가 불필요하지만 12-Finger CEA 낙하사

고는 원자로정지가 필요하다. 12-Finger CEA 낙하사고시 원자로출력감발 방

안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현장 적용을 위한 검증이 완

료되지 않았다. 향후 12-Finger CEA 낙하사고시 원자로 성능해석과 RPCS 작

동을 위한 CPCS 알고리즘의 변경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요망된다.

다. 운전원 지원기능 개선방안

(1) 노심감시기능 자동화

노심보호연산기인 CPC는 정상운전범위 감시를 위한 노심감시계통(Core 

Operating Limit Supervisory System, COLSS)의 기능상실(COLSS 

Out-of-Service, COOS)시 운영기술지침서(Tech Spec)의 요건에 따라 COLSS

의 노심감시기능을 대행한다. COLSS 기능상실은 비정상 운전상황으로서 운

전원이 다양한 노심감시 항목을 CPC 운전원 모듈에서 지시되는 자료를 취득

하여 각각의 제한치를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PC의 보조 노심감시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CPC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2) 노심 출력 및 유량 교정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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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가 계산한 노심출력과 노심유량은 주기적으로 기준출력과 기준유량

을 이용한 교정이 필요하다. 4개 CPC 채널의 교정상수 계산을 위한 실시간 

자료취득과 자료평균화 작업은 운전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

준출력과 기준유량을 운전원 모듈에서 입력하면 교정상수가 자동적으로 계

산되는 개선안이다.    

라. 개선항목의 선별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개선항목의 필요성(경제성), 구현성(적용성), 

개발기간 및 인허가성 등을 고려하여 노심보호연산기의 국산화 연구개발 항

목을 선별하였다. 운전여유도 증가방안으로는 DNBR 계산방법의 최적화 및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합성법의 개선을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하드웨어

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발전소 성능향상 방안은 CEAC 제거, 예비정지 

경보 기능, 계측기 신호검증 개선 및 RCP 센서 변경 등이다. CEAC 제거와 

RCP 센서 변경은 하드웨어와 알고리즘 변경이 모두 필요하며, 예비정지 경

보 기능과 신호검증 개선은 하드웨어의 변경이 불필요하다. 운전원 지원기

능 개선방안(하드웨어 변경 불필요)인 노심감시기능 자동화 및 노심 출력/

유량 교정 자동화도 개발항목으로 선정하였다.

2. 하드웨어 개발방안

가.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열적보호계통(ITOPS) 개발(CEAC 제거)

ITOPS는 기존 CPCS 계통(그림 2.2.1)과 개량형 CPCS인 Common Q CPCS

(그림 2.2.2)의 CPC 프로세서와 CEAC 프로세서를 하나의 통합형 노심보호연

산 프로세서인 ITOP(Integrated Thermal On-line Protector)을 이용하여 일

체형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림 3.2.1은 본 과제에서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 모델로 고안한 ITOPS의 계통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어봉위치 신호인 RSPT 신호를 각 노심보호계통 채널로 송신하

기 위해 각 채널별로 별도의 RSPT I/O 모듈을 설치하고 이중화된 산업용 이

더넷을 통하여 통합형 노심보호연산기능 모듈인 ITOP으로 제어봉위치 정보

를 전송한다. 이중화된 광섬유(Fiber Optic) 이더넷을 이용하여 채널간 

RSPT 신호를 격리한다. 운전원과의 연계성을 위한 보조 계산기능을 수행하

는 보조 프로세서(AUX.)와 운전원 모듈(Operator Module, OM)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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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패널(Maintenance and Test Panel, MTP)은 Common Q CPCS와 동일한 설

계이다.

ITOPS는 CEAC을 제거하고 RSPT 신호를 노심보호연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므로써 기존의 CPCS와 Common Q CPCS에 비해 계통을 단순화시키고 

RSPT 신호 입력용 I/O 모듈을 이용하여 채널간 RSPT 신호 격리장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ITOPS는 하드웨어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제 2절 2항의 알고리

즘의 개선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 모델인 ITOPS에 

대한 기술소유권의 확보를 위해 2003년 5월 국내특허를 출원하였다[3.2.1].  

 

나. Common Q CPCS 하드웨어 국산화

Common Q CPCS 하드웨어 국산화는 노심보호연산기의 알고리즘을 변경

하지 않고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즉 Common Q CPCS와 

동일한 하드웨어 형상(Configuration)을 갖고 알고리즘은 기존의 CPCS와 동

일한 노심보호계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선행 검증기술을 응용하

는 것이므로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인허가 부담도 적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Common Q CPCS와 동일한 형상설계이므로 기술소유

권 분쟁이 우려되고 국산화 의의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3. 알고리즘 개발방안

가. ITOPS 개발(CEAC 제거)

제어봉연산기(CEAC)를 제거하고 CEAC 기능을 노심보호연산기(CPC)에  

통합하도록 기능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그림 3.2.2는 ITOPS의 기능 흐름도

를 보여주는 것으로 5개의 계산기능모듈(CFLOW, CRDEV, CPWRD, UPDVAR, 

SDNBR)과 1개의 원자로정지 신호처리모듈(TRPGEN)로 구성된다. 제어봉연산

기능모듈인 CRDEV를 제외한 다른 기능모듈은 모두 기존의 CPC와 동일하다. 

즉 CRDEV 모듈은 RSPT 신호를 직접 입력받아 제어봉위치 편차여부를 결정하

고 DNBR과 LPD 페널티 인자를 복합기능모듈인 UPDVAR로 제공한다. 또한 

CRDEV 모듈은 모든 개별 제어봉위치 신호중 각 CPC 채널에 할당된 표적 제

어봉(Target CEA)의 위치신호를 노심출력분포 계산모듈인 CPWRD로 보낸다. 

CDRDEV의 계산간격은 CEAC과 같이 0.1초이며 두 세트의 RSPT 신호중 한 세

트가 사용불능이면 일정시간동안 사용가능한 신호만을 사용한다. 두 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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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PT 신호가 모두 사용불능이면 CRDEV 모듈의 기능은 자동으로 우회되고 

DNBR과 LPD 페널티는 이전의 값을 사용한다.

나. 예비정지 경보 기능

기존의 CPC에는 DNBR과 LPD 트립 기능과 보조정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

다. 즉 가변과출력정지(Variable Overpower Trip, VOPT), 비대칭 증기발생

기 과도상태(Asymmetric Steam Generator Transient, ASGT) 정지 및 주요 

노심 운전조건에 대한 허용운전범위 초과정지 등과 관련된 보조정지 기능이 

있다. 각각의 보조정지 설정치와 비교하여 초과하는 경우 CPC에 의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는 보조정지에 대한 예비정지 경

보기능이 없기 때문에 운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계통에서는 보조정지를 포함하여 모든 원자로정지 변수에 대한 

예비정지 신호를 발생시켜 운전원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원자로정

지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DNBR 계산방법의 최적화

(1) 개요

이 연구에서는 개량형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최적 DNBR 계산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부수로 해석방법과 그룹수로 해석방법을 비교하였다

[3.2.2]. 부수로 해석은 제어체적인 부수로내의 속도와 온도분포 등의 미세

한 유동구조를 무시하고 부수로의 평균유량과 유체온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 그룹수로 해석방법은 노심을 4개의 그룹수로로 정의하여 빠르고 보수적

인 DNBR 계산을 수행한다. 즉 그룹수로 해석은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

와 난류혼합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유체속도와 압력 및 엔탈피에 대한 전달

계수(Transport Coefficient)를 사용하고 지배 방정식의 해를 얻기 위해 

'Prediction-Correction' 수치해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부수로 해석코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MATRA[3.2.3]이고 그룹수로 해석코드는 최적 노심열수력 설계코드인 

CETOP-D[3.2.4]이다. 기준 DNBR 계산을 위해 상세 부수로 해석코드 

TORC[3.2.5]를 사용하였으며 MATRA와 CETOP-D와의 비교를 위해 CPCS에서 이

용하고 있는 단순화된 그룹수로 해석코드인 CETOP2[3.2.6]의 DNBR 계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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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각각의 DNBR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영광 3,4호기 초기노심의 다

양한 운전조건에서 DNBR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각 경우의 DNBR 계산 불확실

도와 DNBR 여유도를 평가하였다.

(2) 노심 DNBR 계산방법

가압경수로에 장전되는 핵연료다발은 사각형 봉다발로 연료봉 사이의 

유로인 '부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흐른다. 원자로 노심 열유동에 대한 특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부수로 해석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부수로 해석방법은 

제어체적인 부수로내의 속도와 온도분포 등의 미세한 유동구조를 무시하고 

부수로의 평균유량과 유체온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수로심 열수력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부수로 해석코드는 웨스팅하우스사의 THINC-IV와 CE

사의 TORC이다. 기존 부수로 해석코드에 대한 특성비교는 참고문헌 [3.2.7]

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TORC 코드는 COBRA-IIIC를 근간으로 개발되었으

며 3단계의 노심 부수로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3차원 상세 노심 열수력 분석

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TORC코드를 이용하여 기준 DNBR을 계산

하였다. 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부수로 해석코드인 MATRA(Multichannel 

analyzer for steady states and transients in rod arrays)는 COBRA-IV-I

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서의 노심 엔탈피와 유

동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부수로 해석코드이다. 이 코드는 유동 해석모델을 

개선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능과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구성

하였다.

개량형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을 위한 최적 DNBR 해석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MATRA 코드를 사용하였다. 빠르고 정확한 DNBR 계산을 위해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부수로 해석모델은 그림 3.2.3과 같다. 노심 입구 유량분포와 반

경방향 출력분포를 고려하여 9개의 통합수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전체 노심

의 1/4를 고온다발 수로 '3'과 인접한 두개의 통합수로 '1'과 '2'를 설정하

였으며 고온다발 수로는 두개의 통합수로('3', '4')와 다섯 개의 단일 부수

로('5-9')로 구분하였다. 단일 부수로 '9'는 고온수로이며 수로 '5-8'은 고

온수로와 인접한 단일 부수로이다.

CE사는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노심 DNBR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 네 개

의 통합수로 모델을 이용한 단순화된 DNBR 계산코드 CETOP-D를 개발하였다. 

CETOP-D 코드는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와 난류혼합 효과를 고려하기 위

해 유체속도와 압력 및 엔탈피에 대한 전달계수(Transport Coefficient)를 

사용하고 지배 방정식의 해를 빠르게 얻기 위해 부수로 해석코드의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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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닌 'Prediction-Correction' 수치해법을 이용한다. CETOP-D 계산 

DNBR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 부수로 해석코드인 TORC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결정된 고온수로 유량조정 인자를 사용한다. 또한 디지털 노심보

호연산기(CPC)에서의 실시간 DNBR 계산을 위해 CETOP-D 보다 더욱 단순화된 

그룹수로 해석코드인 CETOP2를 개발하였다. CETOP-D는 운전조건에 따라 각 

인자에 대한 전달계수를 계산하지만 CETOP2는 미리 계산된 일정한 전달계수

를 사용한다. 즉, CETOP-D는 고온수로 유량 조정인자를 사용하여 TORC 코드

에 비해 보수적으로 조정되며 CETOP2는 엔탈피 전달계수를 조정하여 

CETOP-D DNBR과의 오차를 최소화한다.

4-그룹수로 해석방법의 각 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H =
HI − HJ

hI − hJ
, NU =

UI − UJ

uI − uJ
, NP =

PI − PJ

pI − pJ
(3.2.1)

여기서 NH, NU와 NP는 각각 엔탈피, 축방향 유속과 압력에 대한 전달계수를 

뜻한다. 기호 H, U, P는 통합수로 I, J의 엔탈피, 유속, 압력을 나타내고 

기호 h, u, p는 통합수로 사이의 경계 부수로(Boundary Subchannel)의 엔탈

피, 유속, 압력을 각각 나타낸다. 상세 부수로 해석코드인 TORC와 비교결과 

계산된 노심 유동 인자들(엔탈피, 유속, 압력 등)이 NU와 NP에 따라 크게 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H는 노심 운전조건, 특히 반경방향 출

력분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NU와 NP 값들은 주어

진 노심의 모든 운전조건에서 상세 부수로 해석코드인 TORC를 사용하여 결

정되며, NH 값은 CETOP-D 의 경우 노심 운전조건에 따라 계산되고 CETOP2의 

경우에는 조정인자로 사용된다.

그림 3.2.4는 CETOP-D 코드의 4-그룹수로 해석모델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합수로인 노심평균 수로와 고온다발 수로를 정의하고 고온다발 수로 내부

는 최소 DNBR의 발생을 가정한 고온수로 '4'와 주변의 통합수로 '3'으로 구

분한다. 고온다발 내부의 통합수로 '2'와 '3' 사이에는 경계 부수로인 '2  '과 '

2 '을 추가로 모델링하여 앞서 정의한 각 전달계수를 계산한다. 기존 CPCS

에 사용중인 CETOP2 코드의 경우 미리 결정된 전달계수를 사용하므로 별

도의 경계 부수로를 정의하지 않는다.

(3) DNBR 계산결과 및 고찰

부수로 해석코드와 그룹수로 해석코드를 이용하여 영광 3,4호기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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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의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DNBR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각 경우의 DNBR 계

산 불확실도와 DNBR 여유도를 평가하였다. 즉, 9개의 부수로 해석모델을 이

용한 MATRA 코드와 4-그룹수로 해석코드인 CETOP-D와 CETOP2를 각각 이용하

여 DNBR 계산을 수행하고 3단계 상세 부수로 해석코드 TORC의 결과와 비교

하여 각 경우의 DNBR 계산 불확실도를 결정하였다. 또한 정상운전 조건에서 

노심 최소 DNBR을 계산하고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DNBR 계산방법에 따른 

DNBR 여유도를 비교하였다. DNBR의 계산오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DNBRerror =
DNBR ( )CETOP  or   MATRA − DNBR ( )TORC

DNBR ( )TORC
(3.2.2)

표 3.2.1은 DNBR 계산에 사용된 노심 운전조건으로 영광 3,4호기 디지

털 노심보호계통(CPCS)의 허용 운전범위와 비슷하다.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는 영광 3,4호기 초기노심의 주요 연소도(BOC, MOC, EOC)에서 생산된 다양

한 형태의 분포를 사용하였으며 반경반향 출력분포는 TORC 모델과 동일한 

것을 이용하였다. DNBR 여유도 평가를 위한 정상운전 조건은 각각 100%(출

력), 564.5F(노심 입구온도), 2250psia(노심압력), 105%(노심유량), 1.50

(고온봉 첨두출력)이며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는 그림 3.2.5와 같이 각 연소

도의 대표적인 출력분포를 사용하였다.

그림 3.2.6은 주요 연소도에서 각각의 DNBR 계산방법에 따른 DNBR 오

차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BOC의 경우 CETOP-D와 CETOP2는 물론이고 MATRA도 

TORC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ETOP-D/CETOP2/MATRA 모두 TORC DNBR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5% 낮은 DNBR

을 나타냈다. MOC와 EOC의 경우 MATRA DNBR의 평균오차는 0에 가깝지만 편

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CETOP-D와 CETOP2는 BOC의 경우와 같이 TORC에 

비하여 약 5%정도 보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MATRA는 부수로 해석코드로 TORC 코드와의 조정작업이 불필요하

지만 CETOP-D와 CETOP2는 보수적인 조정인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MATRA DNBR 계산오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은 본 계산에 사용한 DNB 상관식

과 MATRA 코드의 특성을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DNB 상관식

은 부수로 해석코드로 계산된 국부조건을 이용하므로 사용하는 부수로 해석

코드의 특성에 맞게 상관식의 계수를 조정해야 한다.

그림 3.2.7-9는 각각 BOC, MOC, EOC에서 DNBR 계산오차의 확률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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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그림 3.2.7에 도시한 BOC에서의 오차 확률분포는 

CETOP-D/CETOP2/MATRA 모두 DNBR 계산오차 평균이 약 -0.05인 것을 보여주

고 있다. CETOP-D와 CETOP2의 DNBR 오차범위는 -0.08 - +0.0으로 어떠한 조

건에서도 TORC DNBR보다 작은(보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TRA DNBR

의 오차범위는 -0.1 - +0.06으로 다른 그룹수로 해석코드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은 MOC에서의 DNBR 오차 확률분포를 비교한 것

으로 CETOP-D와 CETOP2의 오차범위는 똑같이 -0.09 - +0.01이고 비슷한 확

률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MATRA의 경우 오차범위가 -0.1 - +0.09로 

매우 넓고 평균값(약 -0.03)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최대 발생확률을 나타내

는 확률분포를 보이고 있다. EOC에서의 DNBR 오차 확률분포(그림 3.2.9)도 

MOC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2는 각각의 경우

에 대한 DNBR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DNBR 계산오차의 확률분포에 대한 한방향(One-sided) 95/95 상한치

(Upper Tolerance Limit, UTL)를 결정하기 위해 정규분포시험(Normality 

Test)을 수행하였다. 새로운 통계인자 D  을 이용하여 정규분포시험을 수행

하였다[3.2.8]. 즉, 시험 통계인자 D  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D = T
S

(3.2.3)

여기서 S와 T는 무작위 변수(Random Variable) x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S 2 = Σ
i = 1

n

( )xi − µ 2
(3.2.4)

T = Σ
i = 1

n

( )i − ( )n + 1 /2 xi (3.2.5)

x i  는 크기 오름차순으로 정리된 샘플 데이터이며 n은 샘플 데이터의 개수

를 나타낸다. 데이터의 개수와 유의수준(Level of Significance)에 따라 정

규분포  D  값의 범위가 주어지고 식(3.2.3)에 의해 계산된 D  값이 주어진 

범위에 드는 경우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정규확률분포의 한방향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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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95/95UTL= µ+K95/95σ (3.2.6)

오차의 확률분포가 비정규분포인 경우에는 Non-parametric 기법

[3.2.9]을 이용하여 상한치와 하한치를 결정한다. Non-parametric 기법은 

오차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상한치와 하한치에 해당되는 위치를 결정

하는 것이다. 즉 순위통계(Order Statistics)와 이항(Binomial)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상한치와 하한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인자(L)를 다음과 같이 결

정한다.

L95/95 = np K95/95 ( )np ( )1− p 1/2
(3.2.7)

여기서 p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95/95 상한치의 경우 0.05이며  K95/95는 

한방향 제한치 인자이며 샘플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경우 1.645의 값을 갖

는다.

표 3.2.2는 정규분포와 Non-parametric 기법에 의한 DNBR 계산오차의 

상한치를 함께 표시하였다. DNBR 오차 확률분포에 대한 정규분포 시험을 수

행한 결과 모든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DNBR 오차에 

대한 보수적인 보정을 위해 여기서는 큰 값을 사용하였다.

DNBR 해석방법에 따른 DNBR 여유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인 

정상운전 조건에서 최소 DNBR을 계산하였다. 상기조건에서 계산된 

CETOP-D/CETOP2/MATRA의 최소 DNBR은 앞에서 평가된 각 DNBR 계산오차의 상

한치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그림 3.2.10은 주요 연소도에서 보정된 최소 

DNBR의 변화를 나타낸다. CETOP-D는 CETOP2(CPC)에 비해 DNBR 여유도를 모

든 연소도에서 약 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룹수로 해석방법

의 주요변수인 전달계수를 CETOP-D는 운전조건에 따라 계산하지만 CETOP2는 

CETOP-D와의 조정작업을 통해 미리 결정된 값을 사용하므로 CETOP2의 불확

실도와 보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ETOP-D의 노심

보호계통 적용은 불확실도 감소로 인한 DNBR 여유도의 증가와 별도의 전달

계수 결정과정이 불필요하므로 설계절차를 단순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한편, MATRA는 BOC에서 CETOP-D와 비슷한 DNBR 여유도의 증가를 보이

고 있으나 MOC와 EOC에서의 증가량은 각각 7.5% 와 9.8%로 현저히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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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C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최소 DNBR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

용한 MATRA의 부수로 해석모델이 BOC의 경우 CETOP-D와 같이 TORC에 비해 

보수적인 DNBR이 계산되는 특성을 보였으나 MOC와 EOC에서는 MATRA의 보수

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MATRA 코드의 노심보호계통 적용을 위해

서는 부수로 해석모델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며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변화에 

따른 부수로 해석모델의 보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NBR 계산시간은 CETOP-D와 CETOP2의 경우 Pentium-4 PC에서 약 0.05

초이고 MATRA는 약 0.5초로 나타났다. 국내원전에 운용중인 디지털 노심보

호계통(CPCS)의 DNBR 계산간격은 2초이다. 그러나 DNBR 계산모듈의 입출력 

처리시간 및 발전소 컴퓨터의 성능을 고려하면 실시간 DNBR 계산이 

Pentium-4 PC에서 약 0.2초 이내로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심보호계통의 실시간 DNBR 계산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MATRA 코드의 

경우 부수로 해석모델의 보수성 확보와 더불어 계산시간의 단축을 위한 수

치해법의 개선 또는 발전소 컴퓨터의 성능향상이 요구된다.

(4) 결과 요약

가압경수로용 개량형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최적 DNBR 계산방법을 결

정하기 위하여 부수로 해석코드 MATRA와 최적 노심열수력 설계코드인 그룹

수로 해석코드 CETOP-D를 국내원전의 노심보호계통에서 이용하고 있는 단순

화된 그룹수로 해석코드 CETOP2와 비교하였다. 영광 3,4호기 초기노심의 다

양한 운전조건에서 DNBR 계산을 수행하여 DNBR 계산 불확실도와 DNBR 여유

도를 평가하였다. MATRA 코드는 DNBR 오차의 평균이 작으나 표준편차가 크

게 나타났으며 CETOP-D와 CETOP2의 경우 DNBR 오차의 평균이 보수적인 방향

으로 크게 치우쳐져 있으며 표준편차는 MATRA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DNBR 

계산방법의 불확실도를 포함하여 평가된 CETOP2 대비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DNBR 여유도의 증가량은 각각 2.5%-3.3%(CETOP-D)와 2.5%-9.8%(MATRA)이다. 

DNBR 계산시간은 CETOP-D와 CETOP2의 경우 Pentium 4 PC에서 약 0.05초이고 

MATRA는 약 0.5초로 나타났다. MATRA 코드의 노심보호계통 적용을 위해서는 

계산시간의 단축과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로 해석방법의 수립이 필요

하다. CETOP-D 방법은 기존 실시간 DNBR 계산방법에 비해 DNBR 여유도를 증

가시키고 설계절차를 간소화시키며 DNBR 보수성 및 실시간 계산시간 요건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66 -

라.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합성법의 개선

(1) 기존 합성방법 및 문제점

현재 CPC의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는 압력용기 외부에 설치된 안전계통 

노외 핵계측기가 제공하는 상․중․하 3 곳의 신호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측정된 노외계측기 신호는 RSF(Rod Shadowing Factor) 및 TSF(Temperature 

Shadowing Factor) 등으로 교정된 후 SAM(Shape Annealing Matrix)을 거쳐

서 노심 외곽의 출력 준위로 변환된다. CPC는 이 3개의 노심 외곽의 출력 

준위로부터 20개의 세밀한 축방향 출력분포를 얻기 위하여 Cubic Spline 함

수를 이용하여 출력분포를 합성한다. 이때 그림 3.2.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심은 축방향으로 4개의 Cubic 함수영역으로 구분되며 그 영역들의 분기점

(Break Point)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각 영역에서의 Cubic 함수의 모

양이 정해진다. Cubic 함수의 크기는 주어진 입력값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축방향 출력분포는 Cubic 함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현재 CPC는 표 3.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축방향 출력분포를 8개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약 

3,600개의 다양한 출력분포의 분석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다. CPC에서는 이 

8종의 출력분포 각각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Cubic 함수세트을 미리 계산하

여 Database에 저장해 두어 상․중․하 노외계측기의 신호에 따라 바로 축

방향 출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합성된 CPC의 출력분포와 

기준 측정 노심출력분포 계산코드인 CECOR에서 제공하는 출력분포의 

RMS(Root Mean Square) 오차가 8%를 초과하면 그림 3.2.12와 같이 추가적인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있다. 

기존 CPC의 문제점은 RMS 오차가 8%를 초과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며 

또한 RMS 오차가 핵연료의 연소에 따라서 점차 증가한다는데 있다. 그림 

3.2.13은 영광 3호기 6주기의 실제 운전자료로서 CPC의 RMS 오차가 연소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잘 보여주며 주기말 채널 B는 오차가 거의 8%에 근접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소에 따라 RMS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은 SAM을 출력

상승시험 중의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즉 연

소가 진행될수록 노심 조건이 출력상승시험 조건과는 점점 더 차이가 난다

는 것이다. 그 해결방안으로 SAM 자체의 개선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CPC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CPC가 계산한 축방향 출력분포의 RMS 오차를 감소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있다. 표 3.2.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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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PC에 내장된 함수세트 이외에 여러 가지 함수세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주어진 조건에 가장 적합한 함수세트를 결정하고 CPC

에 내장된 선택논리가 이 함수세트를 사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에 사

용된 자료는 현재 가동중인 영광 3호기의 운전 자료와 상세 노심해석코드인 

ROCS 모사 결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세트로 출력분포를 합성하고 그 

결과를 CECOR 및 ROCS 결과와 비교하여 RMS 오차를 계산하였다. 또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현재 정수로 된 분기점을 실수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개선 방안

현재 CPC에 내장된 함수세트는 표 3.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882, 

2873, 2837 세 종류이지만 Bottom Peak 분포에 대해서는 3782 및 7382가 더 

고려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섯 종류의 함수세트를 사용한다. 함수세트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아홉 종류의 함수세트(3773, 

4664, 5555, 2864, 4682, 2783, 3872, 2684 및 4862)를 이용하여 출력을 합

성하였다. 영광 3호기 6주기 운전자료 및 3주기 ROCS 모사자료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RMS 오차는 어떤 함수세트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적 분

기점을 찾기 위하여 영역 구간을 12888812(1.2, 8.8, 8.8, 1.2)와 같은 실

수 범위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이것은 영광 3호기 6주기 운전 자료의 분

석에 대해 적용되었고 정수 분기점을 대상으로 수행한 분석 결과 3782 함수

세트가 가장 정확한 출력분포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실수 분기점 해석에는 

3782 함수세트를 중심으로 함수 분기점을 0.1씩 변화시켜서 수행하였다. 

한편, Fitting 함수를 Cubic Spline 함수가 아닌 최고차항이 6차인 

Power Series 다항식(Polynomial) 함수로 축방향 출력을 합성하여 그 결과

를 비교하였다. 이때 최고차항의 차수는 주어진 조건 즉, 노심 상․중․하
부의 3개의 노외계측기 신호, 노심 양 끝에서의 값 그리고 Extrapolated 

Distances에서의 값 등 7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6차로 결정되었다. 주어진 

조건으로 이 식을 풀면 다음과 같이 7x7 Matrix로 정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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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B와 UB는 노심 상하부에서 축방향 출력, A T ,A M ,A B 는 각각 상․
중․하 노외계측기 신호를 SAM으로 변환하여 만든 노심 외곽 상․중․하 출력을 

나타낸다. 축방향 출력분포는 계수 a 0, ⋯ , a 6을 계산하여 다항식으로 주어

진다.

(3) 적용 결과 

(가) 영광 3호기 6주기 운전 자료

그림 3.2.14는 영광 3호기 6주기의 연소도에 따른 축방향 출력분포의 

변화를 보여준다. 출력분포는 초기의 평탄한 모습에서 연소가 진행됨에 따

라 점점 Saddle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림 3.2.15는 영광 3호기 6주기 CPC 

채널 B의 연소에 따른 상․중․하 축방향 출력 및 상하 출력차를 나타낸다. 

CPC에서 출력 형태를 결정할 때 중간 출력값과 상하 출력차를 이용한다. 그

림 3.2.14에서 보듯이 연소에 따라 출력 형태가 상당히 변하지만 CPC는 전 

주기 동안 K=3 즉 2882 함수세트 만으로 축방향 출력을 합성한다.

그림 3.2.16 및 그림 3.2.17은 2882 이외에 다른 함수세트를 사용하여 

출력분포를 합성하였을 때의 CECOR 값에 대한 RMS 오차이다. 2882가 대부분

의 함수세트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연소도가 주기의 약 1/3을 

지나면 3782와 3872는 2882보다 더 정확하게 출력분포를 계산한다. 이 중 

3872는 현재 CPC에 내장되어있지 않은 함수세트이다. 또한 2882 보다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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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세트의 오차는 연소도에 따라 매우 천천히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 두 

그림에서 다른 주목할만한 점은 4682나 2864와 같은 함수세트는 연소에 따

라 오히려 오차가 감소하고 있어 실제 운전상 문제가 주기말에 발생함을 고

려할 때 함수세트를 적절히 선택하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이 결과

는 보여준다. 

그림 3.2.17에서 보듯이 3782는 주기말에서 2882보다 거의 1% 이상 

RMS 오차를 감소시켰다. 영광 4호기 6주기에서 RMS 오차가 주기말에 8%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가장 큰 RMS 오차는 8.26%이였다. 그러므로 

CPC의 함수세트의 선택논리를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8은 영광 3호기 6주기 주기말에서의 축방향 출

력분포의 비교이다. CECOR의 계산결과는 Top-peak인 Saddle 형태의 출력을 

보이는데 CPC는 오히려 Bottom-peak 결과를 제공한다. 2882에 비하여 3782

나 3872는 Bottom-peak이지만 노심 상부에서의 출력이 CECOR에 상당히 접근

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체 RMS 오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3.2.19와 3.2.20은 실수 함수세트를 사용한 경우의 RMS 오차와 

연소도 31.4 GW/MT (연소 스텝 65)에서 CPC 채널 B의 출력분포를 보여준다. 

실수 함수세트는 3782를 중심으로 0.1씩 변화시키면서 RMS 오차를 비교하였

다. 영광 3호기 6주기의 경우 3782와 2891 사이의 실수 함수세트는 그림에

서 보듯이 RMS 오차를 3782에 비해 상당히 감소시킨다. 그림 3.2.20의 출력

분포는 실수 함수세트가 노심 하부에서 출력분포를 개선시켜 RMS 오차를 줄

임을 보여준다.

영광 3호기 6주기의 운전 자료의 분석을 종합하면 전 주기 동안 RMS 

오차가 가장 큰 연소조건에서 현재 CPC가 선택하는 2882 함수세트는 RMS 오

차가 7.83%인 출력분포를 제공하나 3782 함수세트는 6.81%, 실수 함수세트

인 25748415(2.5, 7.4, 8.4, 1.5)는 5.08%로 거의 3% 정도 감소되었다. 

(나) 영광 3호기 3주기 ROCS Simulation 자료

영광 3호기 6주기의 운전 자료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전 주기 동안 

K=3, 2882 형태였다. 다양한 축방향 출력분포의 합성 능력을 검토하기 위하

여 영광 3호기 3주기의 ROCS 모사자료를 이용하였다. ROCS 모사는 Short 

BOC, Long BOC 및 EOC 상태에서 다양한 축방향 출력분포를 만들기 위하여 

출력, 지논 및 제어봉을 조절해 가면서 각각 1202 경우를 모사하였다. 각 

경우의 상․중․하 축방향 출력 준위를 여러가지 정수 함수세트로 출력분포

를 합성하여 주어진 참고 출력분포인 ROCS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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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와 표 3.2.5는 ROCS 모사 결과를 앞에서 설명한 정수 함수세

트와 다항식으로 합성하여 CPC에 내장된 모드 (K) 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KDIR은 상하 외곽 출력준위에 의해 결정되며 Top-peak인 경우는 

+1 Bottom-peak인 경우는 -1로 주어진다. 표 3.2.4는 모든 결과를 포함하였

고 표 3.2.5에서는 ASI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운전제한조건 이내의 경우 

(즉, -0.27 < ASI < 0.27)만을 정리하였다. 표 3.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30% (총 3606 중 1075)가 개선되었으며, BOC에 비해 EOC에서의 개선비율

이 약 8%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와 표 3.2.5에서 모드 5 

(2837)의 경우는 ASI가 모두 정상 운전범위인 ±0.27을 벗어난 상태이지만 

CPC는 모든 경우에 최적 함수세트를 선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드 

4인 경우도 ASI가 모두 운전제한조건을 초과하는 운전조건이지만 개선비율

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OC의 모드 2 (2873)인 경우에는 ASI에 상관없이 CPC가 최적 함

수세트를 사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존의 CPC 설계 시에는 전산

기에 의한 제한으로 계산시간을 단축하고 선택논리를 단순화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산기의 속도나 용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6에서 표 3.2.7까지는 위의 결과를 더욱 자세히 보여준다. 개

선된 경우에 한하여 최적 함수세트와 그때 RMS 오차 개선 정도를 정리하였

다. 표 3.2.6과 표 3.2.7에서는 BOC의 경우 Short와 Long에 관계없이 비슷

한 경향을 보인다. 모드 5의 경우만을 제외하면 RMS 오차가 모두 8% 미만이

다. 모드 5 (2837)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경우가 개선되었으며 

그 RMS 오차가 거의 1/10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CPC가 이 모드에서

는 제대로 출력분포를 합성하지 않으며 실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이유는 

정상운전중에는 단지 운전제한조건 이내의 ASI 범위에서 운전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CPC는 ±0.5 ASI 범위 내에서 운전되며 ASI는 CPC에서 DNBR 및 

LPD에 이용되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2.21은 Short BOC, 모드 5의 한 예로 그 때의 출력분포를 ROCS 

결과와 비교한다. CPC의 2837은 ROCS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반하여 

2882, 3773 모두 ROCS와 잘 일치한다. BOC의 결과로 Mode 4일 경우 앞서 설

명하였듯이 CPC는 대부분의 경우 최적 함수세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때

의  RMS 오차도 최적 함수세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경우 50% 정도가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표 3.2.8은 EOC의 분석 결과로 CPC가 축방향 합성오차가 가장 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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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모든 모드에서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BOC와 마찬가지로 모드 5의 경우가 RMS 오차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다. 몇 

가지 경우에는 Cubic Spline 함수보다는 다항식으로 합성한 출력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결과 요약

CPC의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합성 능력은 LPD와 DNBR에 의한 원자로 

정지에 직접 관련된 중요한 기능으로 현재는 상․중․하 노외계측기의 신호

를 기반으로 Cubic Spline 함수를 사용하여 합성한다. 기존의 CPC에서는 신

속하고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출력분포를 8개의 종류로 구분하며 각 분포에 

대한 함수세트를 미리 계산하여 내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CPC의 축방향 출력분포 합성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내장된 Cubic Spline 함수세트 뿐만 아니라 다른 함

수세트, 실수 분기점 함수세트 및 다항식을 출력분포 합성에 적용하여 RMS 

오차를 서로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영광 3호기 6주기의 운전 자료와 3

주기의 ROCS 모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CPC 축방향 출력분포 합성의 개선 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분

히 제시하였다. 많은 경우 현재 내장된 함수세트가 최적이 아님을 확인하였

고 함수세트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RMS 오차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시도된 방법은 많은 경우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실수로 영역을 분기할 경우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CPC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력분포 선택논리

의 개선 등도 연구되어야 하며 SAM 자체의 개선도 병행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 노심감시기능 자동화

 기존의 노심보호연산기(CPC)에서는 노심감시계통인 Core Operating 

Limit Supervisory System(COLSS) 기능상실(COLSS Out-of-Service, COOS)시

에 CPC 관련 운영기술지침서 사항을 운전원이 수동으로 CPC 운전원 모듈에

서 자료를 취득하여 감시하고 있다. 새로운 계통에서는 COLSS 기능상실 시

에 자동으로 운영기술지침서를 감시하기 위한 논리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새로운 노심보호계통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COLSS는 운전원이 선출력밀도 (Tech. Spec. 3/4.2.1), 사분출력경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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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Spec. 3/4.2.3), 핵비등이탈률 여유도(Tech. Spec. 3/4.2.4) 및 상

하부 출력편차 (Tech. Spec. 3/4.2.7)와 관련된 운전제한조건을 감시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노심감시계통이다. COLSS는 입력신호로서 노심 입구온도, 

노내계측기 신호, 원자로냉각재펌프 속도, 일차측 압력 등을 사용하여 선출

력밀도 및 핵비등이탈률에 대한 운전제한조건에 상응하는 노심출력 (선출력

밀도 출력운전제한치(LHR Power Operating Limit (POL)) 및 핵비등이탈률 

출력운전제한치(DNBR POL)를 계산한다. COLSS는 선출력밀도 출력운전제한

치, 핵비등이탈률 출력운전제한치 및 인허가 출력 중에서 최소값 (최소출

력)을 선택하여 노심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최대 출력준위로 사용한

다. 실제 노심출력을 COLSS가 계산한 출력운전제한치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해석에서 분석된 결과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현재 영광 3,4호기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COLSS 프로그램의 기능

상실 조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선출력밀도, 사분출력경사비,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및 상하부 출력편차를 운전 가능한 CPC 채널을 이용하여 COLSS 관련 

운전제한조건들을 감시하고 보다 제한적인 운전제한조건을 적용한다. COLSS

는 직접 안전과 관련된 기능 (원자로정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특정

한 제한치로의 접근을 감시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된다면 출력 감발 

없이 연속적인 출력운전이 허용된다. 운영기술지침서에서는 COLSS의 기능이 

상실될 때 대체 수단으로서 CPC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CPC는 

COLSS 만큼 정확하게 요구되는 선출력밀도 및 핵비등이탈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CPC를 이용하여 노심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COLSS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인 운전제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COLSS의 기능상실과 관련된 표준원전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선출력밀도 (Tech. Spec. 3/4.2.1)

CPC에서 계산된 최대 선출력밀도가 선출력밀도 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원은 15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15분마다 선출력밀도의 부정적 거

동 (즉, 정상운전시 예상되는 거동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선출력밀도의 

증가)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부정적 거동이 발생하는 경우 15분 이내

에 선출력밀도를 제한치 이내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1시간 이내에 선출력밀도를 제한치 이내로 복구시켜야 한다. 부정적 거

동이 없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선출력밀도를 제한치 이내로 복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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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사분출력경사비 (Tech. Spec. 3/4.2.3)

COLSS가 운전 불능일 때 최소한 12시간에 한번씩 사분출력경사비를 계산

함으로써 사분출력경사비가 제한치 이내에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계산

된 사분출력경사비가 CPC에서 사용된 사분출력경사비 허용값을 초과하면 

2시간 이내에 이를 복구시키거나 CPC에 사용된 사분출력경사비 허용값을 

계산된 값 이상으로 조절해야 한다.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Tech. Spec. 3/4.2.4)

CPC에서 계산된 핵비등이탈률이 허용영역을 벗어났을 경우, 운전원은 15

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15분마다 핵비등이탈률의 부정적 거동 (즉, 

정상운전시 예상되는 거동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핵비등이탈률의 감소)

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부정적 거동이 발생하는 경우 15분 이내에 핵

비등이탈률을 제한치 이내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1시

간 이내에 핵비등이탈률을 제한치 이내로 복구시켜야 한다. 부정적 거동

이 없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핵비등이탈률을 제한치 이내로 복구시켜

야 한다.  

상하부 출력편차(Tech. Spec. 3/4.2.7)

COLSS의 기능상실 조건이 발생했을 때 운전 가능한 어느 하나의 CPC 채

널에서 계산된 상하부 출력편차가 -0.2 ≤ASI ≤+0.2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한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제한치 이내로 노심의 

평균 상하부 출력편차를 복구시키거나, 다음 4시간 이내에 열출력을 정

격 열출력의 20% 이하로 감발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12시간마다 운

전 가능한 어느 하나의 CPC 채널로 지시되는 상하부 출력편차가 제한치 

이내에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핵비등이탈률 허용 운전범위는 상

하부 출력편차의 함수이고 핵비등이탈률은 2시간마다 확인해야 하기 때

문에 실제로는 2시간마다 상하부 출력편차를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현재 표준형원전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COLSS가 기능 상

실되는 경우(COOS)에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선출력밀도, 사분출력경사비 및 

상하부 출력편차를 운전 가능한 노심보호계통 채널을 이용하여 COLSS 관련 

운전제한조건을 감시한다. 이와 같이 COLSS가 기능 상실되는 경우에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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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운전 가능한 노심보호계통 채널을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

련 자료를 취득하고 제한치 또는 허용 운전영역을 만족하는 지를 검증해야 

한다. COLSS 기능상실은 비정상 운전상황으로서 운전원이 이들 항목을 CPC 

운전원 모듈에서 지시되는 자료를 취득하고 제한치를 만족하는지를 검증하

는 것은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계통에서는 COLSS 기능상실 시에 노심보호계통과 관련된 운영

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을 감시하기 위한 논리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이다. 즉 COLSS 기능상실 시에 노심보호계통에서 자동적으로 기능상실과 관

련된 운영기술지침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를 평가하여 운전원에게 도움

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 노심 출력 및 유량 교정 자동화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는 CPC 출력과 유량 교정을 위한 자료를 취득

하기 위하여 운전원이 운전원 모듈에 표시되는 값을 읽고 이 값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계통에서는 자동으로 CPC 출력 및 유량 교정

을 위한 자료를 취득하여 운전원 모듈에 표시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

는 것이다.

운영기술지침서의요구사항에 따라 매일 한번씩 발전소의 기준출력인 

COLSS가 계산하는 이차측열출력(BSCAL)을 기준으로 CPC의 일차측열출력 

(BDT) 및 중성자속출력(PHICAL)을 평가한다. CPC BDT 또는 PHICAL이 BSCAL

보다 작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출력교정을 위한 자료를 CPC 운전원 모듈에서 

수동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출력교정 상수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원은 

4개의 CPC 채널에서 자료를 취득하고 운전원 모듈에서 나타나는 값을 읽은 

다음에 평균계산 작업 및 교정상수 계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약 1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운전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CPC 유량도 COLSS 유량을 기준유량으로 사

용하여 교정작업을 수행한다.

새로운 계통에서는 자동으로 출력 및 유량 교정을 위한 자료를 취득하

여 운전원 모듈에 표시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특별히 분석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프로그램 개발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하여 운전원이 출력 및 유량 교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교정상수 계산의 불확실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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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측기 신호검증 개선

앞에서 제시한 영광 3,4호기의 특이 운전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어

봉위치신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측기 입력신호(RCP 회전속도신호, 저온관

온도신호, 노외계측기신호 등)의 오신호에 의한 CPC 채널트립이 다수 발생

하였다. 이러한 계측기 오신호에 의한 CPC 채널트립 또는 원자로정지를 근

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측기의 다중화가 필요하지만 계측계통 하드

웨어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가동원전에의 적용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계측기 

오신호를 판별하기 위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CPC는 계측기 입력신호가 계측기 설계사양의 범위이내에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므로 계측계통 연결부의 접촉불량 또는 주변환경의 잡음

(Noise)에 의한 오신호를 선별할 수 없다. 제어봉위치 신호의 경우 현재 

CEAC에서 0.1초 간격으로 위치신호를 처리하므로 위치신호의 변화율이 실제 

발생 가능한 최대 노내 삽입속도 또는 인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오신호로 

판별한다. 따라서 CPC의 다른 계측기 신호도 변화율이 발생 가능한 변화범

위를 벗어나는지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유사 계측기 신호와 교차 점검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계측기 신호의 단위시간당 변화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 RCP 센서 변경

기존의 노심보호연산기(CPC)에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Reactor Coolant 

Pump, RCP) 회전속도 감지기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 RCP에는 그림 

3.2.22와 같이 6개의 회전속도 감지기(RCPSSSS)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 

4개는 CPC의 신력신호로, 2개는 COLSS의 입력신호로 사용된다. 각 RCP에서 

4개의 속도감지기 신호는 각 CPC로 입력되며 RCP의 속도가 정격속도인 1190 

rpm의 95% 이하로 감소될 때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한 원자로정지 신호를 발

생시킨다. 

RCP 속도는 펌프로 들어가는 주파수에 직접 비례하고 RCP에 의해 소비

되는 에너지는 RCP 모터로 들어가는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표현된다. 따라

서 새로운 방법에서는 RCP 속도감지기 입력 대신에 RCP 모터로 들어가는 주

파수 및 전류 신호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신호에 

대한 안전 등급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새로운 방법에서는 기존의 방법 

보다 조기에 유량 상실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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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전원 상실로 인하여 RCP로의 전원이 상실되면 시간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전류 및 주파수가 상실되고 이를 감지한 노심보호연산기는 시간지연 없이 

(또는 최소한의 시간지연을 가지고) 원자로정지 신호를 발생시킨다. 

RCP 속도 감지기는 RCP 근처에 위치하지만 RCP 모터로 들어가는 전류 

및 주파수 감지기는 격납용기 외부에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RCP는 3상 전원으로 작동되므로 입력신호의 신뢰

도 개선을 위하여 2-out-of-3 신호 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전류와 주파수 입력신호에 대한 안전 등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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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DNBR 계산 노심 운전조건(영광 3,4호기)

운전인자 단위 운전범위

노심출력 % of rated power 40 - 100
노심 입구온도 F 500 - 590

노심 압력 psi 1800 - 2400
노심 유량 % design 90 - 120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ASI -0.6 - +0.6

표 3.2.2 DNBR 계산오차의 각 통계인자

연소도 해석코드 평균 표준편차
95/95 상한치

정규분포 비정규분포

BOC
CETOP2 -0.0528 0.0113 -0.0342 -0.0300

CETOP-D -0.0537 0.0108 -0.0359 -0.0374
MATRA -0.0519 0.0243 -0.0119 -0.0096

MOC
CETOP2 -0.0498 0.0169 -0.0221 -0.0213

CETOP-D -0.0560 0.0180 -0.0264 -0.0321
MATRA -0.0293 0.0440 +0.0425 +0.0322

EOC
CETOP2 -0.0509 0.0187 -0.0202 -0.0193

CETOP-D -0.0534 0.0185 -0.0230 -0.0300
MATRA -0.0266 0.0429 +0.0438 +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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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CPC에 내장된 함수세트

k 출력분포형태 P2 (%) △=|P1-P3|
Function 

Sets

1 Center Peak > 40 ≤ 12 2882

2 Center Peak > 40 > 12 2873

3 Flat 34 ≤P2 ≤ 40 < 25 2882

4 Flat 34 ≤P2 ≤ 40 25 ≤ △ ≤35 2873

5 Flat 34 ≤P2 ≤ 40 > 35 2837

6 Saddle < 34 < 20 2882

7 Saddle < 34 20 ≤ △ ≤ 40 2882

8 Saddle < 34 > 40 2882

표 3.2.4 상세 노심설계코드(ROCS) 모사 분석결과 (모든 경우 포함)

k Set Short BOC(SBOC) Long BOC(LBOC) EOC

1 2882  15/  65 ( 23.1%)  13/  65 ( 20.0%)  38/  44 ( 86.4%)

2 2873  25/  90 ( 27.8%)  35/ 101 ( 34.7%) 187/ 187 (100.0%)

3 2882 109/ 790 ( 13.8%)  96/ 767 ( 12.5%)  17/ 109 ( 15.6%)

4 2873 124/ 150 ( 82.7%) 134/ 150 ( 89.3%)  13/  13 (100.0%)

5 2837  50/  50 (100.0%)  50/  50 (100.0%) 117/ 117 (100.0%)

6 2882   0/   0 (     %)   0/   0 (     %)   4/ 238 (  1.7%)

7 2882   0/  27 (  0.0%)   0/  29 (  0.0%)  18/ 168 ( 10.7%)

8 2882   1/  30 (  3.3%)   0/  40 (  0.0%)  29/ 326 (  8.9%)

Total
324/1202 ( 27.0%) 328/1202 ( 27.3%) 423/1202 ( 35.2%)

1075/3606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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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상세 노심설계코드(ROCS) 모사 분석결과 (-0.27<ASI<0.27)

k Set Short BOC(SBOC) Long BOC(LBOC) Long EOC

1 2882  15/  65 ( 23.1%)  13/  65 ( 20.0%)  38/  44 ( 86.4%)

2 2873  22/  63 ( 34.9%)  30/  66 ( 45.5%)  44/  44 (100.0%)

3 2882  89/ 736 ( 12.1%)  78/ 724 ( 10.8%)  15/ 104 ( 14.4%)

4 2873   0/   0 (     %)   0/   0 (     %)   0/   0 (     %)

5 2837   0/   0 (     %)   0/   0 (     %)   0/   0 (     %)

6 2882   0/   0 (     %)   0/   0 (     %)   4/ 238 (  1.7%)

7 2882   0/   0 (     %)   0/   0 (     %)   4/  44 (  9.1%)

8 2882   0/   0 (     %)   0/   0 (     %)   0/   0 (     %)

Total

126/ 864 ( 14.6%) 121/ 855 ( 14.2%) 105/ 474 ( 22.2%)

352/2193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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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ROCS 모사 분석결과 - 최적 함수세트와 RMS 오차 개선(SBOC)

k
CPC

Set
KDIR

Best 

Set

Best / 

Case
RMS 오차 (%)

1 2882 -1 3782  15/ 41  2.78 ⇨ 2.25

2873 1 2882  1 /  1  6.60 ⇨ 1.44

2 3782 -1 2882  11/ 89  2.66 ⇨ 1.63

3782 -1 3872  13/ 89  2.28 ⇨ 2.06

2882 1 3773   6/455  4.34 ⇨ 4.10

2882 -1 2873   5/335  2.55 ⇨ 2.09

3 2882 -1 3782  33/335  3.74 ⇨ 2.36

2882 -1 2783   3/335  2.41 ⇨ 2.04

2882 -1 3872  62/335  2.65 ⇨ 1.90

4

2873 1 2882 112/119  5.01 ⇨ 2.27

3782 -1 2882   1/ 31  3.31 ⇨ 1.42

2873 1 3773   7/119  5.39 ⇨ 3.83

3782 -1 3872   4/ 31  2.50 ⇨ 2.48

5
2837 1 2882  47/ 50  29.88 ⇨ 2.67

2837 1 3773   3/ 50 29.69 ⇨ 3.86

8 2882 1 3773   1/ 30  3.89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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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ROCS 모사 분석결과 - 최적 함수세트와 RMS 오차 개선(LBOC)

k
CPC

Set
KDIR

Best 

Set

Best / 

Case
RMS 오차(%)

1 2882 -1 3782  13/ 45   2.70 ⇨ 2.32

2873 1 2882   1/  1  6.64 ⇨ 1.54

2 3782 -1 2882  20/100  2.69 ⇨ 1.74

3782 -1 3872  14/100  2.46 ⇨ 2.23

2882 1 3773   3/442  4.49 ⇨ 4.27

2882 -1 2873   8/325  2.75 ⇨ 2.29

3 2882 -1 3782  21/325  3.80 ⇨ 2.61

2882 -1 2783   3/325  2.41 ⇨ 2.13

2882 -1 3872  61/325  2.69 ⇨ 2.05

4

2873 1 2882 111/114   5.07 ⇨ 2.25

3782 -1 2882   4/ 36  3.54 ⇨ 1.36

2873 1 3773   3/114  5.58 ⇨ 3.90

3782 -1 3872  16/ 36  2.74 ⇨ 2.69

5 2837 1 2882  50/ 50   29.95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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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ROCS 모사 분석결과 - 최적 함수세트와 RMS 오차 개선(EOC)

k
CPC

Set
KDIR

Best 

Set

Best / 

Case
RMS 오차 (%)

1 2882 -1 2864   3/ 27   7.18 ⇨ 4.90

2882 -1 2873   1/ 27  4.32 ⇨ 4.10

2882 -1 2837  22/ 27  7.60 ⇨ 3.33

2882  1 poly  12/ 17  8.00 ⇨ 5.58

2873 1 2882   1/  8   7.94 ⇨ 3.68

2 3782 -1 2882   1/179  5.12 ⇨ 3.28

2873 1 4664   3/  8  9.47 ⇨ 7.45

3782 -1 2864 111/179  6.95 ⇨ 3.15

3782 -1 2837  67/179  7.41 ⇨ 3.71

2873 1 poly   4/  8  9.05 ⇨ 6.14

2882 1 3773   3/ 55  6.56 ⇨ 6.21

2882 1 4664   1/ 55 10.48 ⇨ 8.45

3 2882 -1 2864   1/ 54  4.69 ⇨ 3.98

2882 -1 2873   2/ 54  4.48 ⇨ 4.26

2882 1 poly  10/ 55  8.17 ⇨ 6.10

2873 1 2882   8/  8   6.44 ⇨ 4.48

4 3782 -1 2882   4/  5  6.11 ⇨ 2.86

3782 -1 2837   1/  5  5.61 ⇨ 2.03

5 2837 1 2882   6/  6   30.58 ⇨ 4.10

7382 -1 2882   1/111  34.39 ⇨ 2.57

7382 -1 2882  75/111  37.35 ⇨ 2.99

7382 -1 2882  35/111 35.51 ⇨ 3.09

6 2882 -1 2783   4/ 96    5.57 ⇨ 5.22

7 2882 -1 2783  16/ 73    5.42 ⇨ 5.03

2882 -1 2648   2/ 73   7.18 ⇨ 5.45

8 2882 1 2783  23/ 34    5.77 ⇨ 5.19

2882 -1 2648   6/ 34   7.01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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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열적보호계통(ITOPS)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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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열적보호계통(ITOPS) 기능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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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MATRA 부수로 해석모델(영광 3,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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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DNBR 계산에 사용된 대표적인 노심 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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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DNBR 계산오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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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DNBR 계산오차의 확률분포(영광 3호기 1주기 B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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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DNBR 계산오차의 확률분포(영광 3호기 1주기 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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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DNBR 계산오차의 확률분포(영광 3호기 1주기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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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노심 최소 DNBR 비교(영광 3,4호기 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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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여러 가지 분기점과 Cubic Spline 함수

그림 3.2.12 축방향 출력분포의 RMS 오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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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연소도에 따른 RMS 오차 (영광 3호기 6주기)

 

그림 3.2.14 연소도에 따른 축방향 출력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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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연소도에 따른 상․중․하 축방향 출력 및 상하 출력차 

(영광 3호기 6주기, 채널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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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여러가지 함수세트 사용시 RMS 오차 (영광3호기 6주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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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여러가지 함수세트 사용시 RMS 오차 (영광 3호기 6주기) (2/2)

그림 3.2.18 정수 함수세트의 출력분포 (영광 3호기 6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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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실수 함수세트의 RMS 오차 (영광 3호기 6주기)

(21798911 -> 2.1, 7.9, 8.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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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실수 함수세트의 출력분포 (영광 3호기 6주기, 채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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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축방향 출력분포 비교 (영광 3호기 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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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원자로 냉각재펌프 회전속도 감지장치(RCP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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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개발 계획 및 실용화 전략 

1. 연구개발 계획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은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므로 

하드웨어의 국산화 가능성과 알고리즘의 개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개발방안은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모두 개량 국산화하는 것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열적보호계통(ITOPS)을 국내 개발하

는 것으로 개발기간은 4년이며 예상 인허가 소요시간은 약 2년 정도이다. 

ITOPS는 하드웨어 형상(Configuration)과 실시간 계산방법을 모두 개량한 

국산화 모델로 국내특허 출원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향후 외국특허 출원을 

통하여 ITOPS에 대한 기술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Common Q CPCS와 동급의 하드웨어를 국산화하고 알고리즘을 

국산화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개발기간과 인허가 기간이 각각 4년과 2년으

로 예상되며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Common Q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므로 

기술소유권의 분쟁이 우려된다. 

세 번째 방안은 하드웨어만을 Common Q와 동급으로 국산화하고 알고리

즘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경우도 각각 4년과 2년의 개발기간과 인허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방안은 개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이점이 있으나 알고리즘의 변경도 없고 Common Q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므로 기술소유권의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TOPS는 실용화 최근 모델인 Common Q CPCS의 하드웨어와 알고

리즘을 모두 개량하여 국내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술소유권의 확보가 

가능한 모델로 여겨진다. 국내 처음으로 CPCS 계통을 적용한 영광 3호기의 

경우 약 10년 후에 CPCS의 전면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인허

가를 포함한 총 6년의 연구개발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 모델인 ITOPS 개발은 하드웨어 

개발과제와 알고리즘 개발과제로 구별하여 동시에 과제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하드웨어 개발

은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의 연구과제로 이미 수행중인 디지

털 원자로안전계통개발과제에서 수행하고 알고리즘 개발은 관련 

KAERI/KNFC/KOPEC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별도의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다. 표 3.3.1은 개략적인 ITOPS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림 3.3.1은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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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개발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계통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제작하여 검증하고 모의 검증시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1차년도에

는 본 과제에서 제안한 새로운 통합형 노심보호계통인 ITOPS의 개념 및 상

세설계를 수행한다. 연구개발 2-3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 계통 S/W 개발 및 검증, 모의 검증시험 시설의 구축 및 계통검증,  

시험자료의 생산 등이다. 또한 알고리즘개발과제에서 생산된 기능설계요건

서를 이용하여 실시간 노심보호계통 프로그램도 작성한다. 관련 산업체와의 

공동 또는 위탁연구를 통하여 하드웨어의 제작(두산중공업), 계통 S/W 개발

(KOPEC/BNF 테크놀로지) 및 하드웨어 검증시험(한국기술시험원 KTL)을 수행

한다. 4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새로운 계통에 대한 모의 검증시험 시설

을 이용하여 계통 및 기능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다. ITOPS의 가동원전 및 신규원전의 적용을 위한 인허가 업무도 수행한다. 

부품과 계통의 안전등급 인허가 및 계통과 기능설계의 종합검증에 대한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인허가 소요기간은 기존 CPCS와 Common Q CPCS의 경

우를 참고하면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알고리즘 개발과제는 3년 이내에 선별된 알고리즘 개선방안에 따라 모

듈별 기능설계(알고리즘 작성)를 수행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생산한

다. 각 모듈별 기능설계가 완료되면 노심보호계통의 전체 기능설계를 수행

하고 모의 컴퓨터 프로그램도 작성한다. 새로운 노심보호계통에 대한 기능

설계 요건서는 실시간 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해 하드웨어 개발과제로 전달한

다. 연구개발 4차년도에는 새로운 노심보호계통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의 검증시험 시설을 활용하여 기능모듈시험, 정적시험(Static Test), 동

적시험(Dynamic Test) 및 실시간 입력자료 모의시험 등을 수행한다. 성능 

검증시험의 수행은 하드웨어와 알고리즘 개발과제가 각각 분담된 역무를 공

동으로 수행한다. 개량된 알고리즘의 타당성 및 보수성에 대한 인허가 확보

와 아울러 기능설계 검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심보호계통의 현장

적용 인허가를 획득한다(5-6차년도). 

2. 기술소유권 확보전략

가. 특허권

제 2장 3절(기술소유권 현황)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시간 디지

털 노심보호계통인 CPCS 관련 원천특허는 미국특허 3건이 존재하지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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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국내특허 출원은 없으며 미국에서도 권리존속기간(출원일 기준 20

년)이 지났으므로 해당특허의 구속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제 

2장 4절에서 분석한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구 CE) 사이의 기술협력협정에 의

해 CPCS 관련 원천기술의 사용권한이 허여된 상태이므로 관련기술을 이용한 

CPCS 국산화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PCS 관련 원천특허는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기능 및 알고리즘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공지된 

기술로 인정되므로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특징적 요소가 구비되어야만 신

규특허의 취득이 가능하다.

본 과제에서 제안한 새로운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 모

델인 ITOPS는 기존 CPCS에 비해 기능과 성능향상을 위해 계통형상과 알고리

즘이 대폭 개량된 새로운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이다. 제 3장 2절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ITOPS는 지금까지의 CPCS 운전경험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계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이룩한 새로운 기

술의 결합이다. ITOPS의 신규특허 취득을 위해 국내특허를 우선적으로 출원

하였으며 향후 미국과 일본 및 유럽 등에 특허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문헌 [3.2.1]과 같이 2003년 5월에 국내특허 출원이 완료된 통합

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Integrated Thermal On-line Protection 

System for a Nuclear Power Plant)의 출원 명세서는 8개의 도면과 6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2는 특허출원 명세서에 포함된 통합형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그림 3.3.3과 그

림 3.3.4는 각각 통합형 실시간 열적보호기(ITOP)의 상세도이며 통합형 원

자로 열적 보호시스템의 제어모듈부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특허

출원 요약서 및 권리청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요약】

본 발명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 장전된 핵연료를 건전하게 유지

하도록 노심보호연산기(CPC)와 제어봉연산기(CEAC)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제어봉연산기와 신호 연결장치들의 고장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원자로가 정

지하지 않도록 한 통합형 원자로보호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은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한 루프형 가압경수로용 실시간 원자로보호시스템에 있어서, 핵비등이

탈률(DNBR)과 핵연료봉 선출력밀도(LPD) 등의 주요 노심운전 인자들을 실시

간으로 계산하는 CPU(15), 노심유량과 노심출력 보정 및 노심 DNBR 운전제

한치 감시 등 운전원 연계 기능을 위한 계산을 수행하는 보조연산장치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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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계측기 입력신호를 처리하고 주요 실시간 계산결과를 유지보수시험대

(27;MTP)와 운전원모듈(28;OM) 및 발전소 경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공통 및 

입출력모듈(31) 로 이루어진 복수의 통합형 실시간 열적보호기

(10,11,12,13;ITOP)와; 상기 통합형 실시간 열적보호기(10,11,12,13)의 각 

수로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된 노심운전 정보를 인트라 채널네트워크를 통해 

전달 받아 운전원으로 하여금 노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

록 하는 유지보수시험대(27;MTP) 및 운전원모듈(28;OM)과; 상기 유지보수시

험대(27)로부터 전달 받은 제어봉위치 정보를 제어봉의 노내 삽입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 정보로 운전원에게 표시하는 제어봉위치 표시장치(29;CEAPD)

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에서 사용

되던 노심보호연산기(CPC)와 제어봉연산기(CEAC)의 기능을 통합형 실시간 

열적보호기 (ITOP)에 통합시킴으로써 시스템의 단순화를 꾀할 수 있으며 연

결시스템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원자로정지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다.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개별 제어봉 위치신호를 처리한 제어봉위치 편차에 대한 정보에 따

라, 노심 운전조건에 대한 계측신호를 이용하여 최소 핵비등이탈률(DNBR)과 

최대 핵연료봉 선출력밀도(LPD)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각각의 설계제한치

를 위반한 때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는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한 루프형 가압경수로용 실시간 원자로보호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DNBR과 LPD 등의 주요 노심운전 인자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CPU(15), 노심유량과 노심출력 보정 및 노심 DNBR 운전제한치 감시 등 운전

원 연계 기능을 위한 계산을 수행하는 보조연산장치모듈(30), 계측기 입력

신호를 처리하고 주요 실시간 계산결과를 유지보수시험대(27;MTP)와 운전원

모듈(28;OM) 및 발전소 경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공통 및 입출력모듈(31) 

로 이루어진 복수의 통합형 실시간 열적보호기(10,11,12,13;ITOP)와;

상기 통합형 실시간 열적보호기(10,11,12,13)의 각 채널에서 실시간

으로 계산된 노심운전 정보를 인트라 채널네트워크를 통해 전달 받아 운전

원으로 하여금 노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보

수시험대(27;MTP) 및 운전원모듈(28;OM)과;

상기 유지보수시험대(27)로부터 전달 받은 제어봉위치 정보를 제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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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내 삽입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 정보로 운전원에게 표시하는 제어봉위

치 표시장치(29;CEAPD)와;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형 실

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통합형 실시간 열적보호기(10,11,12,13)는 계측된 냉각

수 펌프 공급전원 주파수와 입력전류 신호를 이용해 노심유량을 계산하여 

원자로출력분포합성 모듈(23)과 DNBR 계산 모듈(24)로 전송하고, 복합기능 

모듈(25)로부터 최소 DNBR과 최대 LPD 값을 입력받아 노심유량 변화에 따른 

보정계산을 수행하여 원자로정지신호처리 모듈(26)로 수정된 최소 DNBR과 

최대 LPD 값을 전송하는 원자로 냉각수 유량계산 모듈(21;Core 

Flow,CFLOW); 

개별 제어봉위치 신호를 처리하여 위치편차에 따른 DNBR과 LPD 페널

티 인자를 계산하고, 제어봉위치 편차에 의한 DNBR과 LPD 페널티 인자를 복

합기능 모듈(25)로 전달하고 각각의 목표 제어봉위치 정보를 원자로 출력분

포 합성모듈(23)로 전달하는 제어봉 연산기능 모듈(22;CEA 

Deviation,CRDEV);

상기 원자로 냉각수 유량계산 모듈(21)에서 계산된 노심유량과 복합

기능 모듈(25)에서 전달된 노외핵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노심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합성하여 합성한 노심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실시간으로 DNBR 계산 모듈(24)과 복합기능 모듈(25)로 전달하는 원자로 출

력분포 합성모듈(23;Core Power Distribution,CPWRD); 

상기 원자로 냉각수 유량계산 모듈(21)에서 계산된 노심유량과 상기 

원자로 출력분포 합성모듈(23)에서 합성된 노심 출력분포를 이용해 상세 

DNBR 계산을 수행하여 복합기능모듈(25)로 전달하는 DNBR 계산 모듈

(24;Static DNBR, SDNBR); 

다양한 계측기 입력신호와 노심 출력분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노심

출력을 계산하고 수시로 변하는 원자로 운전조건을 반영하여 DNBR과 LPD를 

짧은 시간간격으로 계산하는 복합기능 모듈(25;Update Variable,UPDVAR); 

및

상기 DNBR과 LPD의 원자로 정지신호 및 보조 정지신호의 발생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DNBR과 LPD의 예비 정지신호를 처리하여 필요시 경보를 발생

시키는 원자로 정지신호처리 모듈(26;Trip Generation, TRPGEN)로 구성된 

제어모듈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



- 103 -

적 보호시스템.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DNBR 계산 모듈(24,SDNBR)은 그룹수로(43)와 수로(42) 사이에 

경계수로(2',2")를 설정한 상세 4-수로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최적 DNBR 계

산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 

【청구항 4】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기능 모듈(25)은 가변 과출력정지, 비대칭 증기발생기 과도

상태 방지 및 허용 운전범위 위반 방지 등을 위한 관련 보조정지 인자들을 

계산하여 각각의 원자로정지 제한치와 비교함으로써 예비정지 경보를 발하

도록 되어 있는 경보모듈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실시

간 원자로 열적보호시스템.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연산장치모듈(30)은 상기 원자로 냉각수 유량계산 모듈(21)

의 노심유량과 복합기능 모듈(25)의 노심출력의 보정상수를 자동으로 계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실시간 원자로 열적보호시스

템.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연산장치모듈(30)은 DNBR 운전제한치를 감시하기 위해 복합

기능모듈(25)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된 최소 DNBR과 미리 설정된 DNBR 운전제

한치의 비교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털 실시간 원자로 열적보호시스템.

나. 전산코드 저작권

제 2장 3절(기술소유권 현황)에서 기술한바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전

산코드)에 대한 권리는 한국의 경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미

국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창작된 때를 기준으로 50년의 권리존속기간이 보장된다. 웨스팅하우스

(구 ABB-CE)로부터 도입된 CPCS 관련 모든 전산코드에는 Copyright이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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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1997년 한전과 ABB-CE간 기술협력협정에 의해 협정만료 이후에도 미국

정부 제한코드를 제외한 ABB-CE 제공기술을 더 이상의 기술료 없이 활용하

여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원전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CPCS 관련 모든 전산코드는 미국정부 

제한코드가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사용권리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ABB-CE의 전산코드를 제 3국에 판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BB-CE

의 동의가 요구된다. 

디지털 노심보호연산기 국산화 모델인 ITOPS는 기존 CPCS의 주요 알고

리즘인 노심 출력분포합성법과 DNBR 계산방법의 개선과 발전소성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추가 등의 변경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전산코드를 생산하고 

검증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ITOPS 관련 전산코드는 CPCS 관련 전산코드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개

작 프로그램에 속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개작권은 표현방법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개작행위가 대폭적이어야 인정 가

능하다. 또한 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대립시 원저작자의 권리가 우선적으

로 보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ITOPS 관련 전산코드의 개작 프로그램을 

생산하여 국내 연구개발과 판매에는 CPCS 관련 전산코드의 저작권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다. 그러나 창작성과 최소 개작범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

여 개작 프로그램의 인정과 독자 소유권의 확보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ITOPS 관련 전산코드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원천 기술 소유권자인 웨스

팅하우스와 상호 실시권을 갖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인허가 확보방안

가. 계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검증시험

노심보호연산기의 하드웨어 기능은 일반 산업계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 

하드웨어의 기능과 유사하므로 하드웨어의 기능 구현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매우 엄격한 품질 및 

환경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인허가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전계통 제어기기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 단계

부터 품질보증계획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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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는 전 개발 공정 기간동안 디지털 계측제어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어기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형상

관리 계획과 절차, V&V 방법론 및 절차,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 소프트웨

어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안전계통인 노심보호연산기의 하드웨어의 국산화 및 

인허가 획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미 KNICS 과제를 통하여 

안전계통 하드웨어 국산화를 수행 중이므로 안전계통에서 개발된 하드웨어

의 설계 및 개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웨스팅하우스의 Common Q CPCS 하

드웨어에 대한 US NRC 및 KINS 등의 인허가 과정을 참고하면 ITOPS 하드웨

어의 국산화와 인허가 획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Common Q CPCS 하드웨어 및 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US NRC의 

인허가 관련 주요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1999. 3, 주제 보고서(Topical Report) 2건 제출

1. CENPD-396-P, Rev.00, "Common Qualified Platform"

2. CE-CES-195, Rev.00, "Software Program Manual for Common Q 

   Systems"

1999. 5-7, 추가 문서 5건 제출

1. CENPD-396-P, Appendix 1, "Common Qualified Platform Post-Accident 

Monitoring System" (1999. 5)

2. CENPD-396-P, Appendix 2, "Common Qualified Platform 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 (1999. 6)

3. CENPD-396-P, Appendix 3, "Common Qualified Platform Digital 

Protection System" (1999. 7)

4. CENPD-396-P, Appendix 4, "Common Qualified Platform Integrated 

Solution" (1999. 7)

5. "EPRI TR-107330 Generic PLC Requirements," (1999. 7)

2000. 6, 주제 보고서 2건과 상기 추가문서 4건의 Revision 01 제출

2000. 8, US NRC Safety Evaluation Report 발행

- 10개의 Generic Ope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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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Plant Specific Action Items

2002. 8, 5건의 추가문서 제출

1. “Summary Qualification Report of Hardware Testing for Common Q 

Applications," 00000-ICE-37764, Revision 02

2. "Changes to the Westinghouse Common Qualified Platform Topical 

Report, CENPD-396-P, Rev.01"

3. "Changes to the Westinghouse Software Program Manual for Common Q 

Systems, CE-CES-195, Rev.01"

4. "Changes to the Westinghouse Common Qualified Platform Post 

Accident Monitoring Systems, CENPD-396-P, Appendix 1, Rev.01"

5.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Westinghouse Common 

Qualified Platform 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 

CENPD-396-P, Appendix 2, Rev.01"

2003. 2, US NRC Safety Evaluation Report 발행

한편, Common Q CPCS에 대한 KINS의 심사는 신고리 1,2호기에 대한 예

비안전성보고서(PSAR)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노

심보호연산기 설계개선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안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안내용

신고리 1,2호기 노심보호연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높은 품질과 신

뢰성 확보 그리고 새로운 기술적인 현안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에 따른 공정계획서 작성 및 이행과 설계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확

인 및 검증(V&V) 활동이 필수적이다. 신고리 1,2호기 노심보호연산기 소프

트웨어에 대한 기술현안으로는 소프트웨어 품질 및 신뢰도, 소프트웨어 확

인 및 검증업무의 독립성, 전자파 환경검증, 상용등급 인증문제 등이며, 그 

외의 안전현안은 일부 수정된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인터페이스된 부분에 미

치는 영향평가, 대체입력의 사용에 따른 안전성 영향평가, MTP 등 MMI 연계

계통의 안전등급 분류와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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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고리즘(기능설계) 검증시험

(1) 기존 CPCS 검증시험

가동원전에 운용중인 노심보호연산기계통(CPCS)의 알고리즘 개발 또는 

변경에 대한 검증시험은 모의 시험시설인 Single Channel Facility(SCF)를 

이용하여 Phase I 시험과 Phase II 시험으로 나누어 수행한다. Phase I 시

험은 알고리즘 모듈 차원의 시험으로 모듈별 입출력을 비교 검증하는 시험

이다. Phase II 시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시스템에 대한 정

적 및 동적 시험이다. 정적 시험으로는 Input Sweep Test(IST)가 있으며 동

적 시험으로는 Dynamic Software Verification Test(DSVT)와 Live Input 

Single Parameter Test(LISP)가 있다. LISP Test는 별도의 신호생성기에 의

해 생성된 "Live" 신호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Phase I 시험은 CPCS 알고리즘의 모듈 시험으로써 모든 CPCS 기능모듈

의 기능적 분기(Branch)와 Database 상수를 조사하여 CPCS 소프트웨어의 산

술적, 논리적 수행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모의 검증시험설비의 On-line 

CPCS의 결과와 Off-line CPCS (CPCFORTRAN 코드)의 각 모듈별 입출력을 비

교하여 허용기준(0.1%)을 만족하는지 조사한다.

Phase I 시험을 통과할 경우 Phase II 시험인 정적시험(IST), 동적시

험(DSVT) 및 실시간 입력변수 모의시험(LISP Test)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IST는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들인 정상상태 CPC/CEAC 입력값에 대한 응용소

프트웨어(Application S/W)와 실행소프트웨어(Executive S/W)의 실시간 조

사를 의미한다. 이 시험의 목적은 첫째로 CPC/CEAC 알고리즘이 CPC/CEAC 시

스템 하드웨어에 사용됨에 따른 처리불확실도(Processing Uncertainty) 결

정하고, 둘째로 운전영역 내의 많은 입력 조합 각각에 대하여 시스템 내에

서 사용되는 CPC/CEAC 알고리즘이 Auto-restart 후 정상상태로 초기화될 수 

있음을 검증하며, 세번째는 시스템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CPC/CEAC 알고리즘

에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함으로써 Phase I 시험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림 

3.3.5와 그림 3.3.6은 각각 CPC와 CEAC의 Input Sweep Test 절차를 보여준

다. 각 시험 자료 (CPC-2000개, CEAC-1200개)에 대한 SCF와 CPCFORTRAN 코

드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처리불확실도를 결정한다. 

Phase II 시험의 동적시험인 DSVT는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들인 과도

상태 CPC 입력에 대한 응용소프트웨어와 실행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조사를 

의미한다. 이 시험의 목적은 통합된 CPC 소프트웨어의 동적 반응이 설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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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시 예상된 것과 일치함을 검증하고 수정된 소프트웨어의 수행성을 보장하

도록 설계문서 품질보증, Phase I 시험 및 Input Sweep Test를 보완하는 것

이다. 그림 3.3.7은 DSVT 절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49개의 시험자료에 대하

여 SCF의 DNBR 과 LPD 초기값이 CPCFORTRAN의 결과와 일치하고 SCF의 DNBR, 

LPD Trip Time이 CPCFORTRAN에서 결정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Phase II 시험의 LISP 시험은 외부에서 생성되어 CPC/CEAC 입력 하드

웨어를 통해 읽어 들인 CPC/CEAC 입력에 대한 응용소프트웨어와 실행소프트

웨어의 실시간 조사를 뜻한다. 통합된 CPC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동적 

반응이 설계 분석시 예상된 것과 일치함을 검증하고 발전소 조건에 근접한 

운전 모드에 대하여 통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3.3.8은 LISP 시험절차를 나타내며 모든 시험자료

(5개)에 대하여 SCF의 Trip Time이 CPCFORTRAN에서 결정된 허용기준을 만족

하는지 확인한다.

(2) Common Q CPCS 검증시험

Common Q CPCS는 미국의 PVNGS 2호기에 2003년 10월 설치예정으로 장

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시험을 수행하고 인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CPCS 장비에 대한 Factory Acceptance Test(FAT)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

며 주요 장비는 동일한 것이 신고리/신월성 1,2호기에 사용된다. Common Q 

CPCS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듈별 시험(Phase I)과 Phase II 시험도 완료되었

다. CEAC과 CPC Input Sweep 시험을 위해 각각 200개와 100개의 시험자료를 

사용하였다. 5가지 경우에 대한 DSVT와 제어봉위치 신호의 변화에 대한 

LISP 시험도 완료하였다. 신고리/신월성 1,2호기의 인허가를 위해서도 비슷

한 검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즉, Common Q CPCS의 경우 기존의 노심보호

계통(CPCS)의 시험절차가 계속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시험자료

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변경된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었다.

(3) ITOPS 검증시험

노심보호연산기 국산화 모델로 제안된 통합형 원자로 열적보호계통인 

ITOPS는 계통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시험뿐만이 아니라 개량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이다. ITOPS 계통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안전등급 인허가를 위한 검증시험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K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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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안전계통개발과제의 하드웨어 개발기술과 Common Q CPCS에 대한 인허

가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량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은 알고리즘 모듈별 정확성 확인시험과 모의 검증시험시설을 이용하여 

통합 기능설계에 대한 검증시험을 수행한다. 즉, 변경 또는 추가된 알고리

즘 각각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알고리즘 모듈별 연계자료의 정확성을 확인

한다. 새롭게 구성된 통합형 노심보호연산기능의 종합적인 검증시험을 위해 

기존 CPCS 또는 Common Q CPCS의 경우와 같이 모의 검증시험시설의 ITOPS 

실시간 프로그램과 Off-lin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능모듈시험, 정적시험, 

동적시험 및 실시간 입력자료 모의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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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노심보호연산기 국산화 계획

과제구분 1차년도 2-3차년도 4차년도 5-6차년도

하드웨어 개발 

및 S/W 검증

 

개념 및 

상세 설계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

계통 S/W 개발 및 검증

모의 검증시험시설 구축

계통검증 시험자료 생산 계통 및 

기능설계

검증시험

인허가 획득

알고리즘 개발

기능설계 

연계도 작성

및 모듈별 

기능설계 I

모듈별 기능설계 II

Database 생산

모의 전산코드 개발

기능설계검증 시험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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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노심보호연산기 국내개발 추진체계

알고리즘 개발

(신규과제, KAERI/KNFC/KOPEC)

- 기능설계 및 DB 생산

- 모의 전산코드 개발

- 검증시험 자료 생산

- 인허가

하드웨어 개발 및 S/W 검증

(디지털원자로안전계통, KAERI)

- 계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 하드웨어 검증

- S/W V&V 및 안전성 분석

- 모의 검증시험시설 구축

- 인허가

기능설계

요건서

웨스팅하우스: 기술자문

공동/위탁과제

두산중공업: 하드웨어 제작

KOPEC/BNF: S/W 개발 및 검증

KTL: 하드웨어 검증시험

- 시험 입력자료

- 모의계산 결과

검증시험시설

- 기능모듈 시험

- 정적시험(Static Test)

- 동적시험(Dynamic Test)

- 실시간 입력자료 모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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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통합형 원자로 열적보호시스템의 개략도(특허출원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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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통합형 실시간 열적보호기(ITOP)의 상세도(특허출원 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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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통합형 열적보호시스템의 제어모듈부 개략도(특허출원 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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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CPC Input Sweep Test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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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CEAC Input Sweep Test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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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CPCS Dynamic Software Verification Test(DSVT)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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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CPCS Live Input Single Parameter(LISP)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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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요약 및 결론

국내외 가동원전에 운용중인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CPCS)의 교

체와 신규원전의 적용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 타당성

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방안과 실용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1. 국산화 타당성 및 가능성

CPCS 운전경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어봉위치신호 송수신 계통의 개

선, 입력신호 검증 알고리즘의 보완, 운전원 연계기능 개선 및 노심 열적여

유도 증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영광 3,4호기 등 국내 표준형 

원자력발전소 8개 호기에 운용중인 CPCS의 주요부품은 단종되어 향후 하드

웨어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울진 3,4호기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

의 노후화와 예비부품의 부족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하드웨어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PCS 개발자인 웨스팅하우스는 제어

봉위치신호 처리계통인 CEAC을 개량한 Common Q CPCS를 미국의 Palo Verde 

2호기와 국내 신고리/신월성 1,2호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CPCS를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

다. 따라서 외국회사에 의한 CPCS 독점공급은 해외 기술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에서도 원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수명연장, 출력증강 및 

장주기 운전과 같은 운전전략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내개발은 해외기술의 수입대체 또는 

견제를 통해 기기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원자로안전계통의 핵심계통인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

산화는 관련 기술소유권을 확보하고 원자로안전계통의 독자개발 기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해외 기술수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는 포스콘(주), 두산(중) 및 BNF 테크놀로지 

등과 함께 원자로안전계통의 국산화를 위해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원자로안전계통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KAERI/KNFC/KOPEC은 1986년 원전설계사업 이후 CPCS 하드웨어/알고리즘 설

계와 검증시험 및 운전지원 경험을 축적하여 왔다. 안전등급의 국산 하드웨

어를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주요 부품과 계통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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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의 개발 및 V&V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하드웨어 제작과 인증시험이 

가능한 국내산업체를 활용하고 Common Q CPCS 개발사례를 참조하는 경우 디

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는 가능하다. 한편, 개량 CPCS 국산화시 CPCS 

관련 특허권 및 전산코드 저작권의 구속력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는 권리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며 1997년 한전과 미국 ABB-CE간 기술협력협정에 의

해 협정만료 이후에도 미국정부 제한코드를 제외한 ABB-CE 제공기술을 더 

이상의 기술료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저작권 및 특허 

사용 제약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발방안 및 실용화 전략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인 CPCS의 특이운전 사례분석과 다양한 개선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하여 통합형 원자로 열적보호계통(ITOPS)의 개발방안을 수립

하였다. ITOPS는 CEAC을 제거하고 RSPT 신호를 노심보호연산기에 직접적으

로 연결시키므로써 기존의 CPCS와 Common Q CPCS에 비해 계통을 단순화시키

고 RSPT 신호 입력용 I/O 모듈을 이용하여 채널간 RSPT 신호 격리장치를 대

폭 줄일 수 있다. ITOPS는 하드웨어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개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즉, DNBR 계산방법의 최적화 및 노심 축방향 출력분

포 합성법의 개선을 통해 운전여유도를 증가시키고 예비정지 경보 기능, 계

측기 신호검증 개선 및 RCP 센서 변경 등의 발전소 성능향상 방안을 수립하

였다. 또한 노심감시기능 자동화 및 노심 출력/유량 교정 자동화 기능을 추

가하는 운전원 지원기능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ITOPS는 디지털 노심보호

계통의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알고리즘)를 개선

하여 발전소 운전여유도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TOPS 개발은 하드웨어 개발과제와 알고리즘 개발과제로 구별하여 동

시에 과제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하드웨어 개발은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의 연구

과제로 이미 수행중인 디지털 원자로안전계통개발과제에서 수행하고 알고리

즘 개발은 관련 KAERI/KNFC/KOPEC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별도의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OPS의 개발기간은 4년이며 예상 인허가 소요

시간은 약 2년 정도이다.

원자로 안전계통인 노심보호계통 하드웨어의 국산화 및 인허가 획득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미 KNICS 과제를 통하여 안전계통 하드웨어 국산화 

연구를 수행 중이므로 안전계통에서 개발된 하드웨어의 설계 및 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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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한 활용하고 웨스팅하우스의 Common Q CPCS 하드웨어에 대한 US NRC 

및 KINS 등의 인허가 사례를 참고하면 ITOPS 하드웨어의 국산화와 인허가 

획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량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은 알고리즘 모

듈별 정확성 확인시험과 모의 검증시험시설을 이용하여 수정된 기능설계에 

대한 종합 검증시험을 수행한다.

ITOPS는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웨어 형상(Configuration)과 실시

간 계산방법을 모두 개량한 국산화 모델로 국내특허 출원을 이미 완료하였

으며 향후 외국특허 출원을 통하여 ITOPS에 대한 기술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국제경쟁력 평가 및 경제성 분석

ITOPS는 CEAC 기능을 CPC에 통합하여 CEAC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중화하므로써 기존 CPCS 제어봉위치 신호 처리계통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불시 원자로정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개발

한 Common Q CPCS에 비해서도 CEAC과 CPP를 제거하고 채널간 신호 광격리장

치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부품고장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계

통을 단순화시키므로써 부품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필요성도 크게 

감소하는 이점이 있다. ITOPS는 알고리즘의 주요부분도 검증된 최적방법론

을 적용하여 기존의 CPC 기능을 한층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

한 알고리즘의 개선은 원자로 열적여유도를 증가시키고 운전원 연계성도 향

상시키므로써 발전소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TOPS의 개발비용과 기기공급 비용을 Common Q CPCS의 수입비용과 비

교한 결과 국내 원전 4개 호기의 CPCS를 교체 공급하는 경우 국내 개발비용

의 회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주기점검 및 주기보정을 위한 운전원 연계

성의 향상은 운전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아울러 CPCS

의 국산화는 외국회사의 독점공급에 따른 높은 구매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품의 안정적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노심보호계통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불시 원자로정지의 방지와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웨어와 알

고리즘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국내원전 8개 호기에 운용중인 실시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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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보호계통(CPCS)의 주요부품은 단종되고 부품의 노후화와 예비부품의 부

족으로 향후 하드웨어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

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CPCS를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에 의한 CPCS 독점공급은 해외 기술 의존

도를 심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기능개선과 해외기술 수입

대체를 위해 국내개발은 필수적이다. 원자력발전소 적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시험과 인허가 획득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축

적된 CPCS 설계경험과 원자로안전계통개발기술을 활용하고 Common Q CPCS 

개발사례를 참조하면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내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CPCS 관련 특허권 및 전산코드 저작권으로 인한 국산화 연구개발의 

제약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과제에서 국산화 모델로 제안한 통합형 원자

로열적보호계통(ITOPS)은 계통형상과 주요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계통의 단

순화 및 기능개선에 의한 발전소 성능향상과 더불어 기술소유권(특허권)의 

확보도 꾀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방안이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국내 가동

원전 CPCS의 교체공급과 신규원전에의 공급을 위해서는 ITOPS의 연구개발 

노력과 투자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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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는 노심보호연산기 개발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방안과 실용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노심보호연산기 운용

현황, 특이 운전경험 사례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을 조사하여 노심보

호연산기의 개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국내개발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관련 국내 전문기술 인력과 개발장비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개발 활동 등을 

파악하였다. 관련 원천기술의 특허권 및 전산코드 저작권으로 인한 국내개

발의 제약 문제도 검토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축적된 운전경험 자료의 분석

과 관련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내개발을 위해 가칭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열적보호계통(Integrated 

Thermal On-line Protection System: ITOPS)의 개발안을 수립하였다. ITOPS

는 기존의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계통의 

기능을 개선하고 노심 운전여유도와 발전소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원전에의 적용을 위해 ITOPS의 개발계획 및 개발 추진체계를 수

립하였으며 경제성 분석도 수행하였다. 국내 전문가의 조언과 선행 개발사

례를 참고하여 ITOPS 인허가를 위한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의 검증방안도 수

립하였다. 독자 기술소유권의 확보를 위해 ITOPS에 대한 국내특허 출원도 

완료하였다. 따라서 계획했던 주요 연구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제는 국내 운용중인 CPCS의 개량대체와 신규원전에의 적용을 위

한 새로운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내개발 타당성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다

양하게 제안되었던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등급 계통에 대한 국내개발 기술의 실용화와 인허가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

다.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소유권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저작권)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 과제에서 고안한 통합형 실시간 원

자로열적보호계통(ITOPS)의 특허출원은 신형원자로개발 관련 기술소유권의 

확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의 디지털 노심보호계통 국내개발 노력

은 신고리 3,4호기 노심보호계통의 공급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본 과제는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복제 설계기술 단계를 벗

어나 원천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문제해결 능력 및 국내 개발기술의 

기초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전문가와 개발장비의 효율적 활용

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체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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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새로운 디지털 노심보호계통 개발의 타당성

과 국내개발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기존 디지털 노심보호계통(CPCS 또는 

Common Q CPCS)을 개량 대체할 수 있는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열적보호계통

(ITOPS)의 개발방안도 수립되었다. 또한 ITOPS의 실용화 연구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도 마련되었다. 영광 3,4호기의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CPCS의 전면교체가 예상되며 국내 다른 표준원전 CPCS의 교체

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개량형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성공적인 개발

을 위하여 본 과제에서 제안한 ITOPS 개발방안과 실용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량형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 모델로 제안한 

ITOPS는 앞에서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Common 

Q CPCS에 비해서도 성능이 우수하고 기기공급 및 유지보수 비용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국내 신규원전에의 적용은 물론 해외 기술수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과제에서 제안한 하드웨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알고리즘 

개선방안(실시간 DNBR 계산방법과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합성법의 최적화, 

예비 원자로정지 경보 기능, 계측기 신호검증 개선 및 운전원 지원기능 개

선 등)은 기존 CPCS 또는 Common Q CPCS의 기능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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