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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전 계측제어사업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디지털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인 KNICS 의 하드웨어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표준원전에 사용된 

계측제어 계통의 하드웨어 요건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표준원전에 적용된 계측제어 계통의 하드웨어 요건, 하드웨어 구성, 

하드웨어 사양, 인간-기계 하드웨어 요건, 타계통 연계사항 및 통신구성 

사양을 제어계통, 보호계통, 감시계통, 정보계통 및 공정계측계통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계통에 대해서는 

사용중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통신연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아날로그 

기기를 사용하는 계통에 대해서는 제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원전 계측제어 하드웨어 요건 및 구성은 

원전계측제어 사업단에서 개발중인 KNICS 패키지의 하드웨어 요건, 구성 

및 기기를 개발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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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hardware specifications for I&C Systems of SNPP(Standard Nuclear 

Power Plant) are reviewed in order to acquire the hardware requirement 

and specification of KNICS (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In the study, we investigated hardware requirements, hardware 

configuration, hardware specifications, man-machine hardware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with the other system, and data 

communication requirements that are applicable to SNP. We reviewed 

those things of control systems, protection systems, monitoring systems, 

information systems, and process instrumentation systems. Through the 

study, we described the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of digital 

systems focusing on a microprocessor and a communication interface, 

and repeated it for analog systems focusing on the manucfactoring 

companies. 

It is expected that the experience acquired from this research will 

provide vital input for the development of the K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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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요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 계통은 최근에 아날로그 기기의 노후화, 아날로그 

기기의 제고부족으로 인하여 아날로그 기기를 디지털 기기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이용율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계측제어계통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제어계통 및 정보계통에 디지털 기기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울진 5&6 호기의 원자로 보호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에도 디지털 기기를 적용하여 전 원자력발전소 계통에 

디지털 기기의 적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계통에 디지털 기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하드웨어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계측제어사업단 과제로 개발중인 KNICS(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의 표준 패키지에 적용될 디지털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에 적용될 요건을 정립하기 위하여 한국 표준원전에 적용된 

계측제어 계통의 하드웨어 요건, 하드웨어 구성, 하드웨어 사양, 인간-기계 

하두에어 요건, 타계통 연계사항 및 통신구성 사양을 제어계통, 보호계통, 

감시계통, 정보계통 및 공정계측계통별로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원전계측제어 사업단에서 개발중인 KNICS 패키지의 계통별 하드웨어 요건 및 

하드웨어 사양을 정립하여 국산 제어기기를 적용한 원전 계측제어 계통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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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어계통  

 

2.1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  

 

2.1.1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 개요  

 

1)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NSSS Control System)은 급수제어계통(FWCS), 

증기우회제어계통(SBCS) 및 원자로출력조절계통(RRS)들을 PLC 를 

사용하여 이중으로 구성하여 주요 변수들이 기 설정된 공정알고리즘을 

통하여 제어영역 범위 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도록 유지한다. 이들 계통들은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 캐비넷에 설치되며 운전원 연계를 위해 주제어반에 관련 장비가 

설치된다.  

 

2) 급수제어계통은 증기발생기 수위를 설정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향유로(downcomer) 및 이코노마이저(economizer) 급수제어밸브 그리고 

급수펌프를 제어함으로써 급수유량을 조절하는 계통이다. 동일한 논리를 

가지는 두 개의 급수제어계통이 해당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제어하기 위해 

제공된다.  

 

3)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이 감당할 수 없는 터빈 부하 감발이 

발생했을 때, 8 개의 터빈우회밸브를 제어하여 증기를 발전소 복수기로 

방출함으로써 핵증기공급계통에 축적된 잉여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한 

계통이다. 그리고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수동으로 운전되어 터빈을 병합하거나, 

발전소를 가열 및 냉각할 때, 터빈부하를 대신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조절하여 원자로출력이 해당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4)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설정된 제한치 내에서 원자로출력이 터빈부하변동을 

추종할 수 있도록 인출 또는 삽입 속도신호를 전송함으로써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이 제어봉집합체(CEA)를 인출 또는 삽입하여 원자로냉각재온도 및 



 3

터빈 출력을 상호 균등하게 조절함으로써 1, 2 차 측이 열적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통이다. 

 

2.1.2 하드웨어 구성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 캐비넷은 신호처리 및 제어인식 논리, 입력 신호 

비교 논리, 제어 작동 및 경보 회로, 이중 전원 장치 및 유지보수 및 

시험용 제어반으로 구성되고 주제어반에 계통의 PLC 와 연결된 운전원 

연계 제어 Station 을 제공한다.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은 주 및 보조의 PLC 를 사용하는 계통으로 

다섯개  랙(Rack)으로 구성된다.  

다섯 개의 주제어반 및 유지보수용 평판 표시 장치가 제공되며 그 중 

하나인 유지보수용은 캐비넷에 위치한다.  

모든 부-계통들의 PLC 들과 평판 표시 장치와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은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토큰-링으로 연결된다.  

 

2.1.3 하드웨어조건 

 

1) 격리요건: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 캐비넷의 각 부-계통은 외부 장비의 고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격리되어야 한다.  

2) 이중화 요건: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 캐비넷의 각 부-계통은 계통의 단일 고장으로 

계통의 정상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화해야 한다. 각 부-계통은 

각 부-계통에 속하는 장비의 건전성을 자동 및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각 부-계통의 제어 기능은 장비의 

고장을 감지했을 때 주 또는 보조 장비로 자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유지보수 요건:  

각 부-계통의 정상운전은 계통의 유지보수 동안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의 모든 장비 및 배선은 계통의 유지보수와 

연계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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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하드웨어 사양  

 

하드웨어 Type: OMRON PLC with Model CV500 CPU  

 

1)  OMRON PLC 특성:  

- 1 통신 Port  

- 1 Peripheral Port(Programming Device 용)  

- 탈착 가능한 File Memory Card  

- 진단 지시계들:  

   CPU Failure, Battery, Scan Time, Memory Failure, I/O Bus, 

   Link Error, I/O Module 등)  

- 프로그램 언어(Ladder & Sequential Function Charts)  

- 330 개의 명령어  

- 고속 프로그램 수행:  

0.15 ~ 0.45 μS(기본 명령)  

0.60 ~ 9.90 μS(기능 명령)  

- Cyclic, Scheduled, or Zero Cross I/O Refresh  

- Interrupt and Immediate I/O  

- Indirect and Indexed Memory and Instruction  

 

2)  Memory Resources:  

- Up to 64K Words for User Program Storage  

- Up to over 280K Words for Data Memory  

- Up to 1MB of File Memory Card Storage in the CPU for Data,  

   Programs, Documentation  

- Over 40K Internal Bits  

- Memory Protection:  

   Status of holding bits, contents of counters and memory area  

   are  retained during powe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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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tal I/O Capacity:  

- Local I/O: 512  

- SYSMAC Bus Remote I/O: 512  

- SYSMAC Bus/2 Remote I/O: 1,024  

 

4)  Factory Intelligent Network System(FINS):  

- Multiple Processors for Control and Communication Tasks  

- Support Transparent Multi-level Communication Protocols  

- Routing and Gateway Function for Multiple Networks  

- Control and Communication Tasks are independent  

 

5)  Maximum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 Diagnostic Function for All System Components  

- Data Trace Memory and Ladder Instruction  

- Built-in Error Logging and Message Functions  

- Power ON/OFF Hardware Interrupt Program Execution  

- Programming Console for Local and Remote Maintenance  

 

2.1.5 인간-기계 연계 하드웨어 요건 

 

1)  평판 형 표시장치의 하드웨어 요건:  

- 지시 및 제어용(주제어반) 4 개와 유지보수용(캐비넷) 1 개  

- 평판 형 표시장치들은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Touch Screen 장착  

- 모든 주제어반에 위치한 평판 형 표시장치들은 주 프로세서의 자체 

시험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자체 시험은 전원이 On 될 때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시험동안 

감지된 기기 고장은 운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주제어반의 모든 평판 형 표시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 사용  

 

2)  평판 형 표시장치의 기능 요건:  

가)  FWCS F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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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nual Controllers  

- Master Controllers  

- Valve Controllers  

- Pump Speed Setpoint Controllers  

- Input Channel Selectors  

- System Status Displays  

  나)  SBCS FPDs:   

- Auto/Manual Controllers  

- Master Controllers  

- Valve Controllers  

- AMI Setpoint Controllers  

- Emergency off and Emergency off Reset Function  

- System Status Displays  

 

  다)   Maintenance FPD:  

- Control 기능: RRS Input Channel Selectors, SBCS Valve Quick  

Open Test  

- Setpoint Adjustment  

- Filed I/O Check  

- Status Indication  

 

2.1.6 타 계통연계 

  

 1)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연계: 

- BOP 계측제어  

- 발전소경보계통  

- 주제어반  

- 공정계측계통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방사선감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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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급수제어계통 연계:  

- BOP 계측제어  

- 발전소경보계통  

- 주제어반  

- 공정계측계통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3)  증기우회제어계통 연계:  

- 발전소제어계통(A/E)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주제어반  

- 공정계측계통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원자로출력감발계통 포함)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2.1.7 계통통신 

 

 1)  계통 통신의 형태:  

- SYSMAC Bus/2: PLC 와 원격 I/O 장치의 통신에 사용  

- SYSMAC Link: 네트워크의 Node 간의 통신에 사용  

- SYSMAC Net: 부-계통간의 통신에 사용  

 

 2)  SYSMAC Net 의 특징:  

-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  

- 2 Mbps 속도로 2 KB 의 자료 전송  

- 126 Node 로 확장 가능  

- 두 Node 사이의 최대 거리는 800m(Repeater 사용시 3k 까지 가능)  

 

2.2  가압기 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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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가압기 제어계통 개요  

가압기 제어계통은 가압기 압력 및 수위 제어계통으로 구성되며 그 각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가압기압력제어계통은 정상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의 압력을 요구되는   

값으로 유지하고 과도상태 운전에서는 가열기 전원과 살수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요구되는 값과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동과 자동 

가압기 압력제어 수단을 제공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RCS) 압력을 

요구되는 값과 유사하게 제어함으로써, 조작성이 향상된다. 

2) 가압기압력제어계통은 또한 발전소의 가열과 냉각동안에도 사용된다. 이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지시와 경보들을 운전원 정보용으로 

제공한다.  

3) 가압기수위제어계통은 유출유량과 충전유량을 제어함으로써 가압기 

수위를 수동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제어동작은 

연계기기에 의해 유발되는 제약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 이 계통은 

가열기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기압력제어계통 가열기 제어 

입력을 제공하고, 운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보와 지시 

신호를 제공한다. 

 

2.2.2 하드웨어 구성 

가압기 압력 및 수위 제어계통은 공정계측계통 캐비넷에 위치하며 두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정상운전시 한 채널은 지시, 경보 및 제어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채널은 지시 및 경보 기능만 수행하는 대기 채널이다.  

 

1) 가압기 압력 제어계통은 다음의 기기들로 구성된다.  

- 2 채널 가압기 압력계기  

- 6 개의 뱅크 보조 전열기  

- 2 개의 비례 전열기  

- 비례 압력제어기  

- 비례 전열기 전력제어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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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밸브 수동제어 유닛  

 

2) 가압기 수위 제어계통은 다음의 기기들로 구성된다.  

- 2 채널 가압기 수위계기  

- 수위 제어기  

- 기능 발생기  

 

2.2.3 하드웨어 조건 

  1)  이중화 요건:  

가압기 제어계통은 한 채널의 기능이 상실되어도 가압기 및 냉각재 계통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중화해야 한다.  

  2)  유지보수 요건:  

가압기 제어계통의 모든 장비 및 배선은 계통의 유지보수와 연계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2.2.4 하드웨어 사양 

  1)  전력제어 유닛: Halmar Robicon Group 의 SCR Power Controller  

- 입력 전력: 480V, 3 상, 60 Hz, 250A  

- 출력 전력: 0 ~ 480V, 3 상, 250A  

- 배선: 600 MCM-1 AWG 사용  

2)  제어기: Foxboro 사의 Spec 200 Micro 사용  

  3)수동제어 유닛: Foxboro 사의 Spec 200 M/A Station 사용  

 

2.2.5 타 계통연계 

  1)  가압기 압력 제어계통:  

- 가압기 수위 제어계통  

- 주제어반  

- 원격정지 제어반  

 

  2)  가압기 수위 제어계통:  

- 원자로출력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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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기 압력 제어계통  

- 주제어반  

 

2.2.6  계통 통신  

- 실배선을 사용한 신호 교환  

 

2.3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2.3.1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개요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에 가해지는 Motive 

Power 및 Holding Power 를 제어하여 제어봉의 구동방향, 속도, 주기를 

결정함으로써 노심내의 반응도를 조절하기 위한 계통이다  

 

2.3.2  하드웨어 구성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은 4 개의 캐비넷, 운전원 모듈, 노심모사 표시 

패널, 제어봉집합체 위치 표시 및 2 개의 보조 캐비넷 등으로 구성된다.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캐비넷은 3 개의 전력캐비넷과 1 개의 

논리캐비넷으로 구성된다. 전력캐비넷은 Power Switch Assembly, 

Subgroup Logic Housing, Relay Logic Housing 및 Power Supply 

등으로 구성된다. 논리캐비넷은 타계통간의 신호 연계, 제어봉 

그룹운전용 논리 및 신호 등을 처리한다.  

 

2.3.3  하드웨어 요건  

 

1)  격리요건: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은 외부 장비의 고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격리되어야 한다.  

 

  2)  단일고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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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은 계통의 단일 고장으로 인해 제어봉의 낙하,  

삽입 및 인출 불능 등의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이중화 요건:  

 PLC 하드웨어는 Hot/Backup 구성으로 이중화해야 한다. 동작중인 

프로세서가 고장인 경우에는 Backup 프로세서가 손실 없이 현재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통신 요건:  

각 프로세서는 2 개의 RS-232C 통신 Port 를 가져야 하고, 이중의 I/O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5)  전원의 이중화 요건:  

각 PLC 및 I/O 들은 각각 다른 전원 Bus 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6)  유지보수 요건: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의 정상운전은 계통의 유지보수 동안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의 모든 장비 및 배선은 계통의 

유지보수와 연계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2.3.4  하드웨어 사양   

 

하드웨어 Type: Modicon 984 PLC with Model 685 CPU  

 

1)  Modicon PLC Controller 특성:  

- Built-in Power Supply  

- Hot Standby Processor  

- Holdup Time: 32ms for CPU from Power OK going inactive  

- Scan Rate: 1.0 ~ 2.5 ms/K words of user logic  

- CPU 특성: 16 MHz, 16 Bits  

- 2 개의 표준 Modbus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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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의 Modbus+ Port  

- Remote I/O  

  2)  Memory Resources:  

- Total User Memory: 16K  

- State RAM: 12.5K  

- Total I/O Port per System: 16K  

- Maximum Register Capability: 9,999  

- Maximum Discrete Capability: 16,384  

- Communication Ports: 3  

- Local Drop I/O: 1,024  

- Maximum Drops per System: 1 Local, 31 Remote  

- User Memory is backed up by a battery.  

 

  3)  Total I/O Capacity:  

- Maximum I/O Bits per Drop: 512 in & 512 out  

- Maximum I/O Bits per System: 16,384 in & 16,384 out  

- Total Discrete I/O: 2,048  

 

2.3.5  타 계통연계  

 

  1)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보조 캐비넷  

- 주제어반  

-원자로출력감발계통(논리구현은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에)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원자로출력조절계통  

- 제어봉집합체 노심모사 표시 장치  

- 발전소컴퓨터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터빈제어계통  

- 공정계측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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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우회제어계통  

- 금속파편감시계통  

- 급수제어계통  

- 주급수펌프  

-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  

- 제어봉구동장치  

 

  2)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보조 캐비넷:  

- 발전소보호계통  

- 제어봉위치감지 전송기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3)  모터-발전기 세트:  

-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  

- 다양성보호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주제어반  

 

  4)  제어봉집합체 노심모사 표시 장치: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2.3.6  계통 통신  

 

  1)  계통 통신: PLC 하드웨어는 Hot/Standby 구성으로 이중화로 구현  

- Hot Standby 구성으로 I/O 통신의 이중화  

-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보조캐비넷 통신)  

- RS-232 모뎀을 이용한 통신(발전소컴퓨터계통)  

 

  2)  Modbus Network: 최대 247 개의 Node 연결 가능  

 

  3)  Modbu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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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sted Pair Cable 을 이용해 Host Computer, PLC 등과 통신  

- Scan Rate: 초당 1 Million Bits 의 자료 전송  

- 최대 32 개의 상호전송 Node 지원  

- 통신 링크는 최대 450m 까지 가능(리피터 사용시 확장 가능)  

 

2.4  원자로출력감발계통  

 

2.4.1  원자로출력감발계통 개요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은 전 출력 운전에서의 터빈 정지를 포함한 어떠한 

크기의 부하감발 사고시 1 차 측의 과도한 잉여에너지를 기 선정된 

제어봉 뱅크를 노심하부로 낙하시켜 급격한 원자로출력 감발을 일으키는 

동시에 터빈 출력도 함께 감발시킴으로써 NSSS 가 이러한 과도상황 

시에도 원자로가 정지되거나 1,2 차 측의 안전개방밸브가 열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통이다.  

 

2.4.2  하드웨어 구성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의 논리 구현은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C4 캐비넷의 

PLC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구현되며, 주제어실에 원자로출력감발계통 

패널 및 원자로출력감발 시험 패널로 구성된다.  

 

2.4.3  하드웨어 요건  

 

1) 제어봉의 선택이 자동 또는 수동이 가능해야 한다.  

2)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시되어야 한다.  

3) 계통이 동작된 후 제어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2/2 일치논리로 구현  

 

2.4.4  하드웨어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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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Type: Modicon 984 PLC with Model 685 CPU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의 Modicon 984 PLC 참조  

 

2.4.5   타 계통연계  

 

- 발전소제어계통(A/E)  

- 증기우회제어계통  

- 발전소컴퓨터계통  

- 원자로출력감발제어패널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터빈제어계통  

 

2.4.6   계통 통신 

  실배선 및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통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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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호계통 

 

3.1  발전보호계통 

 

3.1.1  발전보호계통 개요 

 

발전소보호계통은 중간빈도 사건 및 희귀빈도(Infrequent Frequency) 

사건시에 노심 핵연료 설계 제한치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보호하고 제한사고시에 사고완화를 보조한다. 원자로보호계통은 비교논리, 

개시 및 작동논리 및 선택된 안전관련 발전소 변수들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을 포함하고 원자로 트립 또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을 

위한 신호를 제공한다.  

 

3.1.2  하드웨어 구성  

 

발전소보호계통은 4 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고, 각 채널은 하나의 

독립된 캐비넷을 가진다. 4 개의 각 캐비넷에는 PLC 논리제어기,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안전채널, 보수시험반, 내부전원공급장치, 원자로 

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개시회로, 개시 릴레이 및 광격리기 등을 

내장하고 있다. 발전소보호계통은 주제어반에 설치되는 4 채널의 운전원 

모듈을 포함한다.  

 

3.1.3  하드웨어 요건  

 

  1)  지진검증 요건:  

발전소보호계통의 하드웨어는 지진검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격리요건: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넷의 각 채널들은 독립되도록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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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일고장 요건:  

발전소보호계통은 보호기능의 손실을 초래하는 단일 고장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4)  다중성 요건:  

발전소보호계통은 다음의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각 공정변수  

- 2-out-of-4 일치논리  

- 두 세트의 수동 트립 푸쉬버튼  

- 계통의 전원  

 

  5)  다양성 요건:  

발전소보호계통은 공통모드고장으로 인한 다중 채널의 고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통신 요건:  

발전소보호계통의 통신은 광섬유 통신용 기기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4  하드웨어 사양  

 

하드웨어 Type: ABB Advant PLC Model AC160 with PM646 CPU  

 

  1)  AC160 PLC 특성:  

- MC68360 Processor  

- 1MB Flash PROM(User Application)  

- 2.5MB Flash Memory(System Software)  

- 4MB SRAM  

- 2 RS232-C 통신 Ports  

- 2 RS422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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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Build 프로그램(Application Builder, AS 100 Edit, Function 

Chart Builder, Bus Configuration Builder)  

 

3.1.5  인간-기계 연계 하드웨어 요건  

 

  1)  보수시험반 평판 형 표시장치의 하드웨어 요건:  

- 운전상태 감시, 주기시험 및 보수용(캐비넷) 4 개  

- 평판 형 표시장치들은 감시 및 유지보수를 위해 Touch Screen 장착  

- 모든 보수시험반에 위치한 평판 형 표시장치들은 주 프로세서의 자체 

시험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자체 시험은 전원이 On 될 때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시험동안 

감지된 기기 고장은 운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주제어반의 모든 평판 형 표시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 사용  

 

  2)  보수시험반 평판 형 표시장치의 기기 구성:  

- LCD Display: VGA 칼라 10.4 인치 TFT, 터치스크린 포함  

- PC CPU: 인텔 펜티엄 133MHz Processor, 32MB 주기억 장치  

- 4 기가 하드디스크  

- 8MB 반도체 하드카드  

- CD-ROM  

- 병렬 Port  

- RS232 Serial Port  

- Ethernet Port  

- 통신연계 모듈  

 

3.1.6  타 계통연계  

 

- 공정계측계통  

- 보조보호 캐비넷  

- 원자로트립스위치기어계통  

-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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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주제어반  

- 원격정지제어반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보조 캐비넷  

- 발전소컴퓨터계통  

 

3.1.7  계통 통신  

 

  1)  계통 통신의 형태:  

- Advant Fieldbus 100(AF-100): PLC 채널내의 통신에 사용  

- High-speed Serial Link(HSL): 채널간의 통신에 사용  

- Ethernet 10 Base FL: 발전소컴퓨터계통과의 통신에 사용  

 

  2)  AF-100 네트워크의 특징:  

- IEC 61375 Train Communication Network 채택  

- 1.5 Mbps 속도로 Serial Data Transmission  

- Multi-function Vehicle Bus(MVB) Protocol 사용  

- Physical Layer 는 Token Bus 를 사용하는 IEEE 802.4 와 유사  

- Highly Deterministic Network Protocol  

 

  3)  HSL 네트워크의 특징:  

- 광섬유 케이블 및 광섬유 모뎀을 사용  

- 3.1 Mbps 속도로 자료 전송  

- High-speed Serial Link(RS-422)  

- High Level Data Link Control(HDLC) Protocol 사용  

 

  4)  Ethernet 10 Base FL 네트워크의 특징:  

- 광섬유 케이블 사용  

- IEEE 802.3 표준  

- 10 Mbps 속도로 자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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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directional Data Transmission  

 

3.2  노심보호연산기계통  

 

3.2.1 노심보호연산기계통 개요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은 예상운전사건(AOO)시에 허용되는 핵연료설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자로정지신호(Reactor Trip Signal)를 

원자로보호계통에 공급하고, 사고시에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ESFAS)을 도와 사고결과를 완화시킨다. 또한, 제어봉집합체인출금지 

(CEA Withdrawal Prohibit, CWP) 신호와 제어봉집합체동작금지(CEA 

Motion Inhibit, CMI) 신호를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에 전송한다.  

 

3.2.2  하드웨어 구성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은 4 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고, 각 채널은 

노심보호연산기 운전원 모듈과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가진다. 채널 B 와 

C 는 추가적으로 제어봉집합체연산기와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 광차단 

어셈블리 수신기를 포함한다. 채널 A 와 D 는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 

광차단 어셈블리 전송기를 포함한다. 각 채널들은 입력 및 출력 카드 및 

중앙처리장치를 가지며 중앙처리장치는 프로세서 메모리, 다중주변 제어기 

및 인공지능 디스크 제어기로 구성된다.  

 

3.2.3  하드웨어 요건  

 

  1)  지진검증 요건: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의 하드웨어는 지진검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격리요건: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의 각 채널들은 독립되도록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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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일고장 요건: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은 계통고유의 기능 손실을 초래하는 단일 고장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4)  통신 요건: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의 통신은 광섬유 통신용 기기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2.4  하드웨어 사양  

 

하드웨어 Type: Concurrent Computer Model 3205(AC160 으로 대체 

중)  

 

 1)  Model 3205 의 특성:  

- On-board Memory and Optional Memory Expansion Board  

- 6 Functional Units:  

    Control, Execution, Memory, Power up/down, Interface & I/O  

- 여섯 개의 Unit 들은 5MHz 클럭으로 동기  

- 4MB 까지 확장 가능  

- 2 개의 통신 버스 지원:  

    MMI Bus: 1,023 까지 Address 가능, Medium Speed Device 지원  

    PMUX Bus: High Speed Storage Device 지원  

 

3.2.5  인간-기계 연계 하드웨어 요건  

 

  1)  운전원 모듈의 하드웨어 요건:  

- 노심보호연산기 변수 감시, 상수변경 및 상태표시용 4 개  

- 감시 및 유지보수를 위해 Touch Screen 장착  

- 각 운전원 모듈은 연산기 선택스위치, 기능 가능키, 지시램프로 구성  

- 디스플레이 유닛은 광섬유 모뎀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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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버튼, 기능키 및 지시램프는 다중도체 케이블을 통하여 통신  

 

  2)  운전원 모듈의 기기 구성:  

- 터치스크린, 연산기 선택스위치, 기능 가능키, 지시 램프로 구성  

- LCD Display: VGA 칼라 10.4 인치 TFT, 터치스크린 포함  

- 산업용 PC  

- 하드디스크  

- 병렬 Port  

- RS232 Serial Port  

 

  3)  제어봉위치지시 기기: 

- 운전원 Key-panel  

- CRT Monitor: IBM 호환기종, 20 인치  

- 디스플레이 발생기: IBM 산업용 컴퓨터  

 

3.2.6  타 계통연계  

 

- 공정계측계통  

-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 발전소보호계통  

- 리드스위치 위치 전송기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주제어반  

- 발전소컴퓨터계통  

 

3.2.7  계통 통신  

 

  1)  계통 통신의 형태:  

- RS-232 직렬 통신(모든 데이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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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통 통신의 특징:  

- 광모뎀 및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신호를 격리 

 

3.3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3.3.1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개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설계기준사고시 그 사고의 결과를 허용치 내로 

완화시키기위하여 안전기기를 작동시키는 계통으로 원자로보호계통 

으로부터의 공학적안전설비작동 신호를 받아서 각 기기에 동작신호를 

제공한다.  

 

3.3.2  하드웨어 구성  

 

   1)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2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며, 각 캐비넷에는 

프로그래머블 논리제어기, 보수시험반, 내부전원공급장치, 광격리기, 

광결합기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수동개시 및 리셋 스위치로 

구성된다.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은 발전소보호계통으로부터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를 받아 2/4 논리를 구성한 다음 루프제어기를 통해서 

각각의 기기에 동작신호를 제공한다.  

 

   2) 각각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2 개 또는 4 개의 디비전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디비전에서는 4 개 채널의 

발전소보호계통으로부터 작동신호를 받으며, 주제어실로부터 공통모드 

고장을 위한 수동동작 신호를 받는다.  

 

3.3.3  하드웨어 요건  

 

  1)  지진검증 요건:  

발전소보호계통의 지진 검증 요건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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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격리요건: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넷의 각 채널 독립 요건과 동일함.  

 

  3)  단일고장 요건:  

발전소보호계통의 단일고장 요건과 동일함.  

 

  4)  다중성 요건: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5)  다양성 요건: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공통모드고장으로 인한 다중 채널의 고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통신 요건:  

발전소보호계통의 통신 요건과 동일함.  

 

3.3.4  하드웨어 사양  

 

 발전소보호계통의 하드웨어 사양과 거의 동일함.  

 

  1)  하드웨어 Type: ABB Advant PLC Model AC160 with PM646 CPU  

 

  2)  AC160 PLC 특성:  

- MC68360 Processor  

- 1MB Flash PROM(User Application)  

- 2.5MB Flash Memory(System Software)  

- 4MB SRAM  

- 2 RS232-C 통신 Ports  

- 2 RS422 Ports  

- AdvaBuild 프로그램(Application Builder, AS 100 Edit, Function 

Chart Builder, Bus Configuration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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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인간-기계 연계 하드웨어 요건  

 

  1)  보수시험반 평판 형 표시장치의 하드웨어 요건: 

- 운전상태 감시, 주기시험 및 보수용(캐비넷) 2 개  

- 평판 형 표시장치들은 감시 및 유지보수를 위해 Touch Screen 장착  

- 모든 보수시험반에 위치한 평판 형 표시장치들은 주 프로세서의 자체 

시험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자체 시험은 전원이 On 될 때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시험동안 

감지된 기기 고장은 운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주제어반의 모든 평판 형 표시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 사용  

 

  2)  보수시험반 평판 형 표시장치의 기기 구성:  

- LCD Display: VGA 칼라 10.4 인치 TFT, 터치스크린 포함  

- PC CPU: 인텔 펜티엄 133MHz Processor, 32MB 주기억 장치  

- 4 기가 하드디스크  

- 8MB 반도체 하드카드  

- CD-ROM  

- 병렬 Port  

- RS232 Serial Port  

- Ethernet Port  

- 통신연계 모듈  

 

3.3.6  타 계통연계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발전소보호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주제어반  

- 발전소제어계통(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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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계통 통신  

 

  1)  계통 통신의 형태:  

- Advant Fieldbus 100(AF-100): PLC 채널내의 통신에 사용  

- High-speed Serial Link(HSL): 채널간의 통신에 사용  

  2)  AF-100 네트워크의 특징:  

- IEC 61375 Train Communication Network 채택  

- 1.5 Mbps 속도로 Serial Data Transmission  

- Multi-function Vehicle Bus(MVB) Protocol 사용  

- Physical Layer 는 Token Bus 를 사용하는 IEEE 802.4 와 유사  

- Highly Deterministic Network Protocol  

 

  3)  HSL 네트워크의 특징:  

- 광섬유 케이블 및 광섬유 모뎀을 사용  

- 3.1 Mbps 속도로 자료 전송  

- High-speed Serial Link(RS-422)  

- High Level Data Link Control(HDLC) Protocol 사용  

 

3.4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  

 

3.4.1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CEDM)를 자유 낙하시켜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한 계통이다. 전원의 공급은 병렬로 이루어진 두 개의 전원 

공급라인(Bus)으로 이루어지며, 각 라인에 두 개의 차단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배열은 최소한 두 개의 선택적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즉 한 라인에 한 개 이상의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제어봉집합체구동장치로 가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  

 

3.4.2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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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은 4 개의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 캐비넷으로 

구성되며, 각 각의 캐비넷은 터미널 블록, 트립상태 램프 및 퓨즈, 트립회로 

차단기 및 전류감시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로정지신호는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을 위해 저 전압 정지 신호(Undervoltage Trip) 와 

병렬 정지 신호(Shunt Trip)를 제공한다. 두 세트의 원자로정지차단기 수동 

정지 스위치가 주제어실에 제공되고 각 세트는 각각 두 개의 푸쉬버튼이 

있으며, 이 두 개의 푸쉬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 

 

3.4.3  하드웨어 요건  

 

  1)  지진검증 요건: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의 하드웨어는 지진 범주 I 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2)  격리요건: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은 물리적 분리 및 전기적 격리를 만족해야 한다.  

 

  3)  다중성 요건: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은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4.4 하드웨어 사양  

 

  1)  하드웨어 Type:  

- 원자로정지차단기캐비넷: LG 산전  

- Trip Circuit Breaker(TCB): WEC 사의 Model DS260 사용  

 

  2)  TCB 의 특징:  

- 3 Pole, 600Vac, 60Hz, 800 A  

- 800 A Trip 센서  

 

3.4.5 타 계통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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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발전소보호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주제어반  

- 제어봉구동장치 모터-발전기 세트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 Vital Bus 전원공급계통  

- 안전관련 125Vdc Bus  

 

3.4.6 계통 통신  

 

계통 통신의 형태: 계통내부 및 외부 신호연계에 실배선 사용  

 

3.5 다양성보호계통  

 

3.5.1 다양성보호계통 개요  

 

다양성보호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과는 독립적이고 다양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의 고장에 대비하고, 디지털 화에 따른 

계측제어계통의 공통유형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계통이다. 

다양성보호계통은 2-out-of-2 일치논리를 사용하여 원자로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발생한 원자로정지신호는 제어봉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s) 전동발전기세트의 출력접점을 개방시킴으로써 

제어봉구동장치로의 전원을 차단시켜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또한, 

다양성보호계통은 주제어실에서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수동 원자로정지기능을 가진다. 수동 원자로정지버튼의 작동으로 

전동발전기 세트의 출력접점이 개방되어 원자로가 정지된다.  

 

3.5.2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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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보호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과 독립적인 센서, 신호처리, 트립논리, 

일치논리 및 개시회로 들로 구성되며 비-안전계통으로 두개의 채널을 

가진다.  

 

3.5.3 하드웨어 요건  

 

  1)  격리요건:  

발전소보호계통과 전기적 및 물리적으로 독립되고 격리되어야 한다.  

 

  2)  단일고장 요건: 

다양성보호계통은 계통 고유기능의 손실을 초래하는 단일 고장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3)  다중성 요건:  

다양성보호계통은 다음의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각 공정변수  

- 2-out-of-2 일치논리  

- 계통의 전원  

 

  4)  다양성 요건:  

다양성보호계통은 발전소보호계통의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5)  통신 요건:  

각 프로세서는 2 개의 RS-232C 통신 Port 를 가져야 하고, 이중의 

I/O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6)  전원의 이중화 요건:  

각 PLC 및 I/O 들은 각각 다른 전원 Bus 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3.5.4 하드웨어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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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드웨어 Type: Modicon 984 PLC with Model 685 CPU  

 

  2)  Modicon PLC Controller 특성: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참조.  

 

3.5.5 타 계통연계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주제어반  

- 터빈제어계통  

- 발전소제어계통(A/E)  

- 제어봉구동장치 모터-발전기 세트  

- Vital Bus 전원공급계통  

 

3.5.6 계통 통신  

 

- Modbus Network: 최대 247 개의 Node 연결 가능 

- Modbus+ Network:  

   Twisted Pair Cable 을 이용해 Host Computer, PLC 등과 통신  

   Scan Rate: 초당 1 Million Bits 의 자료 전송  

   최대 32 개의 상호전송 Node 지원  

   통신 링크는 최대 450m 까지 가능(리피터 사용시 확장 가능)  

 



 31

4.0 감시계통  

 

감시계통은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원자로냉각재펌프축속도감시계통, NSSS 

건전성감시계통 및 방사선감시계통으로 구성된다.  

 

4.1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4.1.1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개요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ENFMS)은 원자로용기에서 누설되는 노외 

중성자속을 감지하여 선원영역에서부터 200% 전 출력까지 원자로 출력을 

측정하기 위한 계통이다.  

 

4.1.2  하드웨어 구성  

 

1)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은 중성자속을 감지하는 검출기와 감지된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는 전치증폭기 및 증폭된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함 등으로 

구성되며 총 8 개의 독립된 채널을 사용하여 원자로의 제어 및 보호용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2) 검출기는 원자로용기 주위에 놓여 있는 Thimble 내에 검출기 지지물과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전치증폭기는 격납건물 내의 2 차 차폐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중 안전 채널용 2 개는 사고 후 감시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외부의 보조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신호처리함은 모든 채널들에 대하여 I&C 기기실에 위치한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넷에 설치된다.  

 

3) 2 개의 기동채널은 원자로의 정지 및 기동시 발전소 운전원에게 원자로 

초기출력 영역의 정보(신호)를 제공한다. 각 검출기는 2 중의 비례계수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 비례계수기는 다중 BF3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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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은 판독과 음성계수정보를 제공하며, 원자로의 제어나 보호기능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4) 2 개의 제어채널은 비보상이온전리함 (UIC)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의 정상운전영역 (1 ~125% 출력) 의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각 채널은 상하로 구성된 2 중의 비보상이온전리함과 신호처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호처리함은 전원장치, 선형증폭기 및 시험회로 등을 

포함한다. 이 채널은 부하추종운전시 원자로제어계통에 필요한 신호를 

제공하며, 안전요건에 따라서 원자로보호 채널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5) 4 개의 안전채널은 원자로 초기출력부터 200%까지의 전 출력 영역의 

중성자속 정보를 제공한다. 각 채널은 3 개의 핵 분열함 (Fission 

Chamber)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호는 전치증폭기를 거쳐 

신호처리함으로 전송된다. 이신호처리함은 대수 신호증폭기, 

선형신호증폭기, 시험회로 및 출력변화율 회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개의 

핵 분열함은 수직출력분포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수직방향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되며, 각 핵 분열함은 1x10-7% 출력에서 200% 

출력까지 해당되는 출력영역신호를 제공한다. 4 개 안전 채널 중 2 개 

채널은 규제지침서 1.97 의 요건에 따라서 사고후 182 일까지 동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안전채널은 발전소보호계통에서 필요한 신호, 즉 

과부하보호신호, 10-4% 출력 에서 15% 정격출력까지의 범위에서 

출력변화율신호, 고국부출력밀도 (High LPD) 과 저핵비등이탈율 (Low 

DNBR) 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직출력분포계산을 위한 신호 등을 

노심보호전산기에 제공한다.  

 

4.1.3 하드웨어 요건  

 

  1)  지진검증 요건: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의 하드웨어는 지진검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격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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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은 전기적으로 독립되어야 하고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한다.  

 

  3)  단일고장 요건: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은 계통 고유기능의 손실을 초래하는 단일 고장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4)  다중성 요건: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은 다음의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각 공정변수  

- 2 개의 기동 및 제어채널  

- 4 개의 안전채널  

- 계통의 전원  

 

4.1.4 하드웨어 사양  

 

  1)  신고리 1,2 호기 이전:  

- 검출기 및 전치증폭기: IST(Imaging and Sensing Technology Corp.)  

- 신호처리함: WEC 사  

 

  2)  신고리 1,2 호기:  

- 검출기: IST  

- 검출기 집합체: Gamma-Metrics 사  

- 신호처리함: Gamma-Metrics 사  

 

4.1.5 타 계통연계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발전소보호계통  

- 노심보호연산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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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반  

- 원자로출력제어계통  

- 공정계측계통  

- 방사선감시계통  

-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  

- 붕소희석경보계통  

 

4.1.6 계통 통신  

 

  1)  계통 통신의 형태:  

- 계통내부 및 외부 신호연계에 실배선 사용(신고리 1,2 이전)  

- 계통내부 실배선, 계통외부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신고리 1,2 부터)  

 

4.2 원자로냉각재펌프축속도감시계통 (RCPSSSS)  

 

4.2.1 원자로냉각재펌프축속도감시계통 개요  

 

원자로냉각재펌프축속도감시계통(RCPSSSS)은 원자로냉각재펌프축에 

있는 펌프 당 4 개씩 총 16 개의 속도감지기를 이용하여 축 속도에 

비례하는 주파수를 가진 펄스신호를 제공하는 계통이다.  

 

4.2.2 하드웨어 구성  

 

원자로냉각재펌프축속도감시계통은 디스크, 속도감지기, 신호 전송기, 

신호처리기, 전원공급기와 접속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원자로냉각재펌프 

모터축의 회전속도에 비례하는 펄스신호를 노심보호연산기계통과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에 제공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질량유속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4.2.3 하드웨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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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진검증 요건:  

원자로냉각재펌프축속도감시계통의 하드웨어는 지진 검증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2)  고장 요건:  

원자로냉각재펌프축속도감시계통은 계통 고유기능의 손실을 초래하는 

단일 고장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3)  다중성 요건:  

원자로냉각재펌프축속도감시계통은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2.4 하드웨어 사양  

 

근접센서 및 신호처리함: Bentri Nevada 사  

 

4.2.5 타 계통연계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노심보호연산기계통  

- 공정계측계통  

- 보조보호캐비넷  

 

4.2.6  계통 통신  

 

계통 통신의 형태: 계통내부 및 외부 신호연계에 실배선 사용  

 

4.3  NSSS 건전성감시계통  

 

NSSS 건전성감시계통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은 

핵증기공급계통 주요기기의 선택된 부위에서 물리적 건전성에 대한 

이상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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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NSSS 건전성감시계통 개요  

 

NSSS 건전성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구조물 결함으로 

인한 냉각재누설을 감시하는 음향누설감지계통(ALMS),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상태를 감시하는 원자로내부구조물진동감시계통 (IVMS), 

원자로냉각재계통 내부를 떠돌아다니는 금속성 물질을 검출하는 

금속파편감시계통(LPMS), RCP 축 부정렬, 회전자 불평형 및 축 균열 

검출을 위한 RCP 진동감시계통 (RCPVMS) 등으로 구성된다.  

 

4.3.2 하드웨어 구성  

 

  1)  음향누설감시계통: 

 

음향누설감시계통은 RCS 압력경계 주요부분에 설치된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분석하여 냉각재의 누설여부와 RCS 배관의 균열상태를 감시하는 

설비이며, 감지기, 전치증폭기, 경보기 및 분석컴퓨터 등으로 구성된다.  

 

  2)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은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의 4 개 안전채널 

중성자속검출기로 부터 입력되는 채널당 3 개씩 모두 12 개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노심지지통 및 핵연료집합체의 운동변화를 감시 및 

분석할 수 있는 설비이며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의 검출기 및 신호처리함 

부분과,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신호처리모듈과 A/D 변환모듈 및 

분석컴퓨터 등으로 구성된다.  

 

  3)  금속파편감시계통:  

 

금속파편감시계통은 1 차 계통 압력경계와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금속파편이 존재할 때 이를 감시하는 설비이며 가속도계, 전치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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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발생기, 자료저장기, 경보처리기 및 분석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금속파편에 의한 충격여부를 감시하고, 충격위치, 충격에너지 및 

충격사건을 유발한 금속파편의 질량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진단정보를 

제공한다.  

 

  4)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은 모터 및 펌프의 진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각 모터의 상부에 2 개 하부에 1 개, 펌프 측 베어링에 1 개 등, 

RCP 당 4 개의 가속도계가 진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되고, 축 궤적도 

(Orbit)를 표시할 수 있도록 펌프-모터 커플링 주위에 수평방향 90o 

간격으로 2 개의 비 접촉 근접센서가 설치되며, 회전속도와 위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1 개의 근접센서 등, RCP 당 3 개의 근접센서가 축 

진동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다. 주요기능은 펌프 축 부 정렬, 회전부 

불균형, 펌프 축 균열 등의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이상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진단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기로는 감지기, 전치증폭기, 상태표시기, 분석컴퓨터 등이 

있다.  

 

4.3.3  하드웨어 요건  

 

  1)  지진검증 요건:  

NSSS 건전성감시계통의 하드웨어는 지진검증 I 또는 II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2)  고장 요건:  

 

NSSS 건전성감시계통은 계통 고유기능의 손실을 초래하는 단일 고장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3)  다중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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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S 건전성감시계통은 이용가능성이 최대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4)  확장성 요건:  

NSSS 건전성감시계통은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3.4  하드웨어 사양  

 

  1)  음향누설감시계통:   

- 센서: PAC 사  

- Pre-amplifiers: PAC 사  

- Alarm Units: PAC 사  

- Analysis Computer: DEC 사 AlphaStation 255(Industrial PC)  

 

  2)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  

- Isolator Transmitter: Weed 사  

- Isolator Receiver, Signal Conditioning Module, ADC 등: WEC 사  

- Analysis Computer: DEC 사 AlphaStation 255(Industrial PC)  

 

  3)  금속파편감시계통:  

- Accelerometers: B&K 사  

- Pre-amplifiers: B&K 사  

- Alarm Unit, Loose Part Alarm Processor: WEC 사  

- Analysis Computer: DEC 사 AlphaStation 255(Industrial PC)  

 

  4)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 Accelerometers: B&K 사  

- Pre-amplifiers: B&K 사  

- Signal Conditioning Module, Display Unit 등: WEC 사  

- Analysis Computer: DEC 사 AlphaStation 255(Industrial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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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nalysis Computer 의 특성:  

- 233 MHz DEC Alpha 21064 CPU(64 Bits) with 1MB Onboard 

Memory  

- 96 MB Main Memory  

- 4.3 GB SCSI Disk Driver/1 GB Application Disk Driver  

- 1 Parallel Port/ 2 RS232 Serial Ports  

- 4 I/O Slots  

- 10/100 MHz Ethernet Interface  

 

4.3.5  타 계통연계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 보조보호캐비넷  

- 주제어실  

- 발전소경보계통  

 

4.3.6  계통 통신  

 

- Ethernet Hub: 분석컴퓨터와 디스플레이 유닛, 경보 유닛 등의 

통신에 사용  

- Modem: 원격 진단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응용에 사용  

 

4.4  방사선감시계통(Radiation Monitoring System)  

 

방사선감시계통은 공정방사선감시계통, 탈기기유출수방사선감시계통 및 

광역붕소농도측정기로 구분된다.  

 

4.4.1 방사선감시계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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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방사선감시계통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관에 설치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총 감마 방사선 및 특정 감마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cpm(count per minute) 단위로 표시/저장하기 위한 신호 및 고 

방사선/기기고장 경보신호를 전송한다.  

2) 탈기기유출수방사선감시계통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수용탱크로 

유입되는 총 감마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발전소컴퓨터계통에 

cpm 단위로 표시/저장하기 위한 신호 및 고 방사선/기기고장 경보신호를 

전송한다. 

3) 광역붕소농도측정기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관에 설치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소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ppm 단위로 

표시/저장하기 위한 신호 및 붕소농도 고/저 경보신호를 전송한다. 

 

4.4.2 하드웨어 구성  

 

1) 공정방사선감시계통은 시료 채취기/검출기, 신호처리 유닛 및 전원 장치로 

구성된다.  

2) 탈기기유출수방사선감시계통은 검출기 어셈블리, 차폐 어셈블리, 시료 채취 

어셈블리 및 대수 계수기로 구성된다. 

3) 광역붕소농도측정기는 시료 채취기/검출기 및 신호처리 Drawer 로 

구성된다. 

 

4.4.3 하드웨어 요건  

 

  1)  지진검증 요건:  

방사선감시계통의 하드웨어는 지진검증 II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격리 요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력과 출력 신호들은 교류 전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4.4.4 하드웨어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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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방사선감시계통:  

- 시료 채취기/검출기: NRC 사(Canberra 사로 합병)  

- 신호처리 유닛: NRC 사  

 

  2)  탈기기유출수방사선감시계통:  

- 검출기 및 차폐 어셈블리: NRC 사  

- 시료 채취 어셈블리: NRC 사  

- 대수 계수기: NRC 사  

 

  3)  광역붕소농도측정기:  

- 시료 채취기/검출기: WEC 사  

- 신호처리 Drawer: WEC 사  

 

4.4.5  타 계통연계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공정계측계통  

- BOP 방사선감시계통  

- 주제어실  

- 발전소경보계통  

 

4.4.6 계통 통신  

 

계통 통신의 형태: 계통내부 및 외부 신호연계에 실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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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보계통  

 

발전소정보계통은 발전소 이용률과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 

발전소정지유발 비정상상태를 사전에 미리 경고하여 발전소정지 방지와 

원자노심 및 1, 2 차 계통의 성능을 평가하여 발전소가 특정 제한치 

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전소정보계통은 발전소자료수집계통 

(PDAS), 발전소컴퓨터계통(PCS), 부적절노심냉각 감시계통, 고정형노내 

검출기증폭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5.1  발전소자료수집계통  

 

5.1.1  발전소자료수집계통 개요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발전소감시계통의 입력 계통이며 발전소의 선택된 

센서로부터 간접 또는 직접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발전소컴퓨터계통으로 전송한다. 또한, 발전소자료 

수집계통은 발전소컴퓨터계통에 의해 처리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지시계, 기록계, 디지털지시기 및 경보기 등에 제공한다.  

 

5.1.2  하드웨어 구성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4 개의 안전 및 3 개의 비-안전 등급 캐비넷으로 

구성되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처리한다.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각 

캐비넷에는 32 Bit 중앙처리장치, 고정노심감시 증폭기/부적절한 

노심냉각계통 신호조정용 회로카드가 설치되며, 신호접속장치, 신호변환 

및 다중 송신장치, 채널 간 접속기 및 다중송신제어기 및 데이터링크 

등으로 구성된다.  

 

5.1.3  하드웨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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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진검증 요건:  

안전 등급관련 입출력장치는 내진등급 I 에 따라 검증되고 비-안전 등급 

채널은 내진등급 II 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2)  격리 요건: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채널은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발전소컴퓨터계통과 

연계하여 전기적인 격리를 제공해야 한다.  

 

  3)  고장 요건: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다음의 기기 고장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단일고장으로 인해 증기우회 

제어계통의 “Quick Open"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단일 I/O 의 고장  

- 단일 A/D Converter 의 고장  

- 단일 안전 또는 비안전 채널의 고장  

 

  4)  다중성 요건: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안전채널들은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격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확장성 요건: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1.4  하드웨어 사양  

 

- 하드웨어 Type: RTP Model 6800 with QNX OS  

- RTP Model 6800 특성:  

   Embedded Controller Installed in a UIO Controller Chassis  

   16 Digital or Analog I/O Option Cards  

   Up to 7 Additional Controller Cha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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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MB DRAM  

   512KB Boot PROM  

   4MB Flash RAM  

   2 Serial Ports(RS232/RS485)  

   2 RS422 Ports  

 

5.1.5  타 계통연계  

 

- 고정형노내검출기증폭계통  

-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  

-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  

- 발전소보호계통  

- 노심보호연산기계통  

- 주제어반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 공정계측계통  

- NSSS 건전성감시계통  

- 원자로냉각재펌프축속도감시계통  

- 방사선감시계통  

- BOP 계측제어계통  

- 발전소컴퓨터계통  

 

5.1.6  계통 통신  

 

- 계통 통신의 형태:  

- Ethernet Hub:  

   발전소컴퓨터계통 및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 표시장치의 통신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격리  

  통신의 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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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배선: 계통 입력, 공정계측계통 출력, 히터 전원제어 및 부적절노심 

냉각감시 계통 출력의 통신에 사용  

 

5.2  발전소컴퓨터계통  

 

5.2.1  발전소컴퓨터계통 개요  

 

발전소컴퓨터계통은 발전소자료수집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 부적절 

노심냉각감시계통 및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등에서 데이터 링크를 통해 

보내온 신호를 받아 처리하고 응용프로그램을 계산하며 모니터와 

프린터를 통해서 운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5.2.2  하드웨어 구성  

 

발전소컴퓨터계통은 두 대의 컴퓨터 서버와 다수의 디스플레이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주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운용되며, 

보조컴퓨터가 즉시 실행대기모드(Hot-Standby Mode)로 운전되며 연산, 

처리를 수행하지만 출력은 제공하지 않는다. 각 컴퓨터 간의 통신은 

이중의 허브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외부 계통과의 통신은 네트워크 또는 

시리얼 데이터링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5.2.3  하드웨어 요건  

 

  1)  격리 요건:  

발전소컴퓨터계통은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전관련 계통과 연계하여 

전기적인 격리를 제공해야 한다.  

 

  2)  고장 요건:  

발전소컴퓨터계통은 다음의 기기 고장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 단일 호스트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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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디스플레이 계통  

- 단일 디스크 저장장치  

- 단일 테이프 유닛  

- 단일 프린터  

 

  3)  다중성 요건:  

발전소컴퓨터계통은 단일 기기의 고장에도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화로 구성해야 한다.  

 

  4)  확장성 요건:  

발전소컴퓨터계통은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컴퓨터 프로세서 요건:  

- 주기억 장치: 20% Spare & 10% Expansion  

- 디스크 용량: Sealed Moving Head Disk, 20% Spare & 10% 

Expansion  

 

  6)  Operating System 요건:  

- UNIX Compatible OS  

- Concurrent Processing of at least 255 Tasks  

- Support of Prioritizing Task  

- Background Mode Processing  

- Intertask Communications  

- Interrupt Response Service  

- Support Multiple Interactive Terminals  

 

5.2.4  하드웨어 사양  

 

- 하드웨어 Type: Hewlett Packard Model 9000(L-Class)  

- HP Model 9000 특성:  

   2 CPUs(64 Bits) with 1.5MB on Chip C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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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MHz or 440MHz PA-8500 or 540MHz PA-8600  

  ( Up to 8 GB SDRAM Memory  

  ( Up to 5 PCI I/O Slots  

  ( 100 Base-T LAN with Auto Speed Sensing  

  ( A Second 10 Base-T Support  

  ( Ultra2 LVD SCSI & RS-232  

  ( Up to 4 Internal 9GB, 18GB, 36GB or 73GB Ultra2 SCSI Hot-

Plug High Update Disks  

  ( 1 Internal DVD or DAT Driver  

  ( Maximum Internal Disk Capacity: 292 GB(4 Disk Bays)  

 

5.2.5  타 계통연계  

 

-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발전소보호계통  

- 노심보호연산기계통  

- 주제어실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 방사선감시계통  

- 터빈제어계통  

- BOP 발전소제어계통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5.2.6  계통 통신  

 

- Ethernet 통신: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SOE,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 BOP, 발전소 

보호계통 및 Heart Beat Link 의 통신에 사용  

  (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격리  

- Serial Data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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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및 노심보호연산기계통 통신에 사용  

 

5.3  부적절노심냉각(Inadequate Core Cooling) 감시계통  

 

5.3.1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 개요  

 

TMI 사고이후 NRC 의 사후 조치사항에 따라 원자로 운전원에게 

부적절한 노심냉각상태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계통이다. 부분충수운전, 과도상태 및 사고시 노심출구온도, 

원자로용기수위 및 포화여유도의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에 대한 지시 

정보를 경보, 기록 및 표시하는 계통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제어 

및 압력제어, 노심 열 제거 필수 기능의 확인을 위한 정보로 이용된다.  

 

5.3.2  하드웨어 구성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은 두 채널을 가지며 각 채널은 디스플레이 유닛, 

히터 전력제어 장치, 입력/출력 카드 및 통신 장비로 구성된다. 

디스플레이 유닛은 중앙처리장치와 터치스크린을 가진다. 히터 전력제어 

장치는 120Vac, 2A 전력을 HJTC 들에 공급하며 입력 및 출력 카드는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하드웨어이다.  

 

5.3.3  하드웨어 요건  

 

  1)  지진검증 요건: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은 내진등급 I 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2)  격리 요건: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의 채널은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타 계통과 

연계하여 전기적인 격리를 제공해야 한다.  

 

   3)  고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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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은 계통내의 기기 고장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4)  이중화 요건: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의 신호처리 및 디스플레이는 이중으로 구성해야 

한다.  

 

  5)  컴퓨터 프로세서 요건: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의 프로세서는 충분한 메모리 및 입력/출력 회로를 

가져야 하고 계통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3.4  하드웨어 사양  

 

- 하드웨어 Type: Xycom 3510T-8433-64-2P-F  

- Xycom 3510T 특성:  

   Celeron 433 MHz CPU  

   64 MB DRAM  

   PCI 64 Bits Video Controller with 1MB Video RAM  

   2 Serial Ports  

   1 Parallel Port/VGA Port  

   PCI Local Bus IDE Controller  

 

5.3.5  타 계통연계  

 

- 공정계측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발전소컴퓨터계통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주제어실  

 

5.3.6  계통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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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ernet 통신: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디스플레이 유닛, 발전소컴퓨터계통  

  (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격리  

- 실배선:  

  (발전소경보계통, 추이기록계(주제어반), 원격정지제어반 지시계  

 

5.4  고정형노내검출기증폭계통(Fixed In-core Detector Amp. 

System)  

 

5.4.1  고정형노내검출기증폭계통 개요  

 

원자로심의 고정형 노내계측기로부터 측정된 암페어 단위의 전류 신호를 

전압 단위의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발전소컴퓨터계통이 노심출력 분포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입력을 제공한다. 

  

5.4.2  하드웨어 구성  

 

고정형노내검출기증폭계통은 센서 과전압보호, 전류신호를 전압신호로 

변환, 백그라운드 케이블 잡음 감소, 저대역 필터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부분이다.  

 

5.4.3  하드웨어 요건  

 

발전소자료수집계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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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정계측계통  

 

6.1  공정계측계통 개요  

 

공정계측계통(Process Instrumentation System)은 원자로의 운전상태 및 

공정 변수들의 감시 및 제어를 위하여 관련계통과 연계하여 계측제어계통 

설계에 필요한 공정 변수들의 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발전소의 상태를 

운전원에게 알리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는 운전원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며 각각의 정보는 제어, 지시 및 기록이 가능하다.  

 

6.2  하드웨어 구성  

 

공정계측계통은 안전 및 비안전 캐비넷을 가지며 센서, 캐비넷 및 

표시장치로 구성된다. 각 캐비넷들은 신호의 변환 및 분배, 제어, 경보, 지시 

및 기록 등을 위해 신호변환 카드, 경보 모듈, 제어기, 릴레이, 표시 및 격리 

장치들을 가진다.  

 

6.3  하드웨어 요건  

 

  1)  지진검증 요건:  

공정계측계통의 안전관련 기기는 내진등급 I 에 따라 검증되고 비안전 

관련 기기들은 내진등급 II 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2)  격리 요건:  

공정계측계통의 채널은 물리적 및 전기적인 격리를 제공해야 한다.  

 

  3)  고장 요건:  

공정계측계통은 계통내의 기기 고장으로 인해 다른 계통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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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중화 요건:  

공정계측계통은 계통에서 요구되는 다중성 및 다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5)  확장성 요건:  

공정계측계통은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4  하드웨어 사양  

 

Control Card Type: Foxboro Spec200 Micro  

 

  1)  Foxboro Spec200 Micro 특성:  

- Microprocessor Based Unit: Signal Conditioning, Control, Logic  

- 4 A/I, 2 A/O, 2 C/I & 2 C/O  

- P, I & D Block Control Functions  

- Operating Cycle: 200ms  

- Setpoint Tracking & Output Tracking  

- Automatic Switchover to Manual on out-of-range Inputs  

- Self Tuning & Alarming  

- Remote/Local & Auto/Manual Switching  

 

  2)  Display Station 특성:  

- Microprocessor Based Panel Mounted Units  

- Optional Station Labeling  

- Display/Loop Descriptor: 3 Lines, 23 Characters per Line  

 

  3)  Network Communication Module 특성:  

- FOXNET Interface for up to 30 Control Cards  

- CRT Based Operator Interface to the Control Card  

 

6.5  타 계통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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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보호연산기계통  

- 발전소보호계통  

- 발전소경보계통  

- 발전소자료수집계통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 핵증기공급계통 제어계통  

-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 다양성보호계통  

- 방사선감시계통  

- 주제어실  

- 원격정지제어반  

- 발전소제어계통(BOP)  

- 원자로냉각재펌트축속도감시계통  

- 보조급수제어계통(BOP)  

 

6.6  계통 통신  

 

계통 통신의 형태: 계통의 내부 및 외부 통신에 실배선 사용, 필요시 

격리기를 사용하여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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