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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중대사고 조건에서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와 성능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  

ASSA(Abnormal Signal Simulation Analyzer) 모듈 개발 

II.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대사고 규제적인 측면에서 발전소 사고관리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

고 기간에 발전소 기기로부터 데이터 및 정보뿐만 아니라 발전소 사고관리 지침들

은 발전소 상태와 계기의 출력 응답을 평가하는데 기본 자료가 된다. 그러나 기본 

설계 사고와는 달리하여 중대사고 조건에서는 그 기기 고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고관리 보조도구 개발로서 계측기 성능 개선 기술은 PSpice/MultiSIM 엔진 

코드와 LabVIEW 도구 코드를 이용하고, 진보된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적용한 

확장된 모의 등가 회로 모델링 실험을 통하여 사고 조건에서 비정상 상태의 오류 

신호를 분석하고 계측기의 성능 분석 평가와 진단 기술 구축을 위한 비정상 상태의 

오류 신호 개선과 그 시스템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III.  연구의 단계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중대사고 발생기간에 중요 정보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을 제시하고, 현재 발전 중인 일반 계측기기의 기본 사양과 품질관리 시험의 자료

를 적용하게 되며, 중대사고 환경 조건 중 특별히 초과 온도가 발생하는 동안 예상

되는 기기의 응답특성에 따른 비정상 신호를 모의하고, 평가 진단 및 신호 개선이 

가능한 모의 모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모의 모듈 시스템의 연구 범위는 온도환경 향 평가에서 불만족 된 4∼

20mA 계측기에 대하여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한 후 비정상 신호 분석을 통하여 오

류 원인의 파악 및 개선이 가능하고, 이 모듈 시스템은 PC 베이스 모의 등가회로에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펄스파로 부터 과도상태 신호분석/진단 및 신호개선이 가능

한 전용 모듈로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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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중대사고 조건에서 비정상 계측기의 신호 출력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그 신호

의 성능개선을 통하여 사고 대처방안으로 구축된 소프트웨어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

하여 사고 관리에 활용코자하 으며, 본 모듈은 3단계에 따라서 비정상 신호 모의 

분석기(ASSA : Abnormal Signal Simulation Analyzer)를 개발하 으며, 본 분석기

모듈은 실제 원전에 준 실시간 감시 및 진단 시스템으로 예비 적용코자 한다.  

PSpice/LabVIEW 코드를 이용한 등가회로를 모의하고 Labview 코드의 신호처리 

분석/진단 도구를 확대 적용하여 개선된 통합 모듈, 감시 및 진단 시스템인 ASSA 

모듈 개발하 다. 차후 기존의 비상시스템 SPDS과 연계하고 IT의 Ubiquitous 기술

을 접목한 차후 원전 중대사고 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준 실시간 사고 계측기 신호 

평가 및 진단 시스템으로 확대 활용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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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문 요약문)

I. Report Title

    The Development of an ASSA module as an Auxiliary Tool for Assessment 

of Existing Plant Instrumentation and Enhancement of the Instruments 

Performance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Research Development 

    A review of a plant's accident management capabilities is one of the key 

elements in achieving regulatory closure of severe accident issues. During 

accidents, information and data from plant's instruments, as well as others 

sources, are essential for assessing the plant's status and response. Unlike for 

design basis accidents, there are inherently some uncertainties to instrumentation 

capabilities for severe accident conditions. There are many ways to obtain 

information during a severe accident. Moreover, precise measurements are not 

necessary. The redundancy and ruggedness of a plant's instrumentation provides 

considerable depth in the capability of existing designs. The goal of this work 

was to find ways to take advantage of these features. This was done a generic 

basis for instrumentation typical of today's operating plants. One of the key 

efforts was to evaluate these systems to determine the response that might be 

expected during severe accident conditions. 

III.  Scope and Content of Study

    The research developed an eleven step process for obtaining information 

from a malfunctioning instrument or to otherwise determine the value of the 

parameter. The diagnostic and inferential steps begin with the straight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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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redundant instrument channels and end with methods that require 

human intervention in the circuit. Also, the research includes the results of an 

extensive information search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instruments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s.    

  In this report, to implement a diagnostic analysis for an equivalent circuits 

modeling, a kind of linked LabVIEW program for each PSpice & MULTI-Sim 

code is introduced as a one body order system, which can obtain some 

abnormal signal patterns by a special function such as an advanced simulation 

tool for each PSpice & Multi-SIM code as a means of a function for a PC 

based ASSA (abnormal signal simulation analyzer) module. 

IV. Application of the result of research development and proposal item

    In this research, diagnostic and alternative methods are developed for 

obtaining information from instrumentation under severe accident circumstances. 

This has been done on a generic basis for instrumentation typical of today's 

operating plants. One of the key results is the evaluation of circuits to 

determine the response of instrumentation under faulted conditions that might be 

caused by a severe accident. This information is useful for identifying possible 

ways to obtain useful information from instrumentation circuits during accident 

conditions.

A new simulator by using an analysis of an important circuits modeling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s has been designed. This method in a simulator 

affords an easy change of the element RC value. As a result, we could establish 

and display the changing signal patterns from the ASSA system.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output signal by changing the element RC value. As a 

result of this, we will be able to obtain diagnose information from an abnormal 

signal for an instrument effected by a high temperature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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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배 경 

   중대사고 안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전소 사고관리 능력은 중요한 

사항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기간에 발전소 계측기의 데이터 및 정보뿐만 아니라 또

한 기타 정보원들로서 발전소의 상태 또는 발전소의 모니터 응답 평가 자료들은 발

전소 운 자와 기술 지원 관련자에게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그러나 기본 설계 사

고의 범위를 벋어난 중대사고 환경 조건에서 계측기의 성능은 그 한계를 초과하게 

된다. 이때 발전 중인 환경 조건 계측기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의 자료들을 검토하

고, 이어서 중대사고 환경조건에서 사고 계측기기의 평가, 진단 및 대체 방법들의 

정보를 얻고자 하 다. 또한 이들 계측기 평가 후에 환경조건에 불만족하는 기기에 

대한 사고 환경조건에서 계측 기기의 신호 응답 특성을 얻기 위해서 계측 회로 모

의실험을 수행하고 평가하 다. 이때 모의실험은 PSpice/MultiSIM 코드를 이용한 

등가회로를 모의하여 비정상신호를 LabVIEW 코드에서 분석/진단이 가능한 총체적 

기능을 가지는 ASSA 모듈을 개발하 다. 차후 이 ASSA 모듈의 기능 개선으로 사

고기간 동안 실제 계측기기 회로에 발생하는 오류 신호를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하

여 신뢰성 정보 제공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제 2 절 기술적 접근

   중대사고 환경 조건에서 종합적인 계측기 생존성 평가를 위한 기술 접근의 방법

론의 개발은 발전소 계측기기에 대한 필요 정보의 검증이 필수 요건이 된다. 중대

사고 조건에서 필요 정보를 얻고자 대표성 계측기기를 분류하면 저항 온도 검출기

(RTD), 열전대, 압력메터, 유속메터, 레벨메터, 방사선 검출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이들 중요 계측기기는 루프를 포함하고 일반적인 계측기기의 필요 정보의 입

증이 함께 요구된다. 계측기기의 필요정보 입증을 위해서 이들 계측기기의 운  점

검 리스트(OCL)가 요구되며, 이 리스트는 계측기기 루프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해서 

개발되어야 한다[EPRI TR-103412 .1993, 보고서 내용 참조]. 그림 1.1에서와 같이 

계측기기 운  점검 리스트(OCL)의 단계는 각각 14 종류 계측기기 유형에 적용하

고, 이들 계측기기 유형들의 평가는 6 종류 루프 회로로서 시험 평가되었다. 이들 6 

종류 대표 루프들로부터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는 조건에서 계측기기 회로의 응답을 

진단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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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계측기 생존성 진단 평가를 위한 전체적인 기술접근과

기기 운  점검 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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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보고서는 4~20Am 기기 루프에서 모의실험을 통하여 비정상 신호 및 회로 

특성을 분석을 위하여 사전에 기기 진단 평가 결과 비정상 판독에 관련된 징후들은 

순차적인 진단 단계를 적용하 다. 이때 발전소 운  조치(OA)의 정확한 정보를 결

정하기 위한 처리 절차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 안전 관련 기기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기기들 모두는 기기 정보의 원      

     (Sources)을 적용하며, 일반적인 품질관리(QC) 이상의 조건이 요구된다.  

  2) 노심 손상과 같은 환경 조건에서 측정의 정확도는 정상 조건보다 덜 엄격 하  

    지만 최소의 요건 정보는 핵분열 상태를 진정시키고, 열 제거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3) 정보원의 여분(Redundancy of information sources)의 채널을 이용하여 계측인  

    자 값을 결정하고, 그와 같은 결정은 다음 단계의 과정을 따른다.

   • 계측인자의 직접 판독 단계

   • 다른 판독 값으로부터 계측인자 값을 추정 단계

   • 직접 결정을 위한 이동 기기의 사용 또는 계측인자 범위 유추 단계

   • 직접 결정을 위한 회로 중재(Intervention) 또는 사고 회로의 망실 결정 단계 

   여기에서는 설계조건 보다 확대된 측정 범위와 환경 성능에 관계된 정보를 참고

하여 확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되며, 이 조사 결과는 다음 장에 상세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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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제 1 절  생존성 방법론 개요

  이 절에서는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개요와 적용에 대한 절차와 방법론을 검토

하 다. 이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목적은 중대사고시 유용한 정보 

필요(Information need) 설정과 사고 상황에 따라 환경 범위에 만족하는 생존성 기

기의 성능을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 2.1은 3개의 상황(phase)에 따른 생존성 

평가 기기 흐름도이다.

•Phase 1 :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유용한 필요 정보 설정

•Phase 2 : 중대사고 환경 조건 입증 및 설정

•Phase 3 : 필요 정보 측정하기 위한 보조 계산 지원 방법의 설정과 유용한 정보  

            필요에 따른 적합한 기기 평가  

Phase 1
중대사고관리 필요 정보 설정

Phase 2
중대사고 환경 및 처리조건 설정

Phase 3
 계산 지원 방법의 설정/
 필요한 정보에  따른 기
 기 평가 

그림 2.1 방법론에 따른 계측기기 평가 흐름도

이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울진 원전 3&4호기 계측기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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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이들 평가를 위한 중요 필요 정보는 다음의 발전소 정보를 이용한다.

◦  주요 발전소 기기 피해 상태

◦  주요 발전소 피해 상태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MAAP-4 코드 수행

◦  발전소 사양은 긴급운  절차서 그리고 다른 적용 절차서 활용 

◦  발전소 설계정보( P&IDs, 장비 루푸 도면, 설계도면)  

◦  계측기기 기술 매뉴얼

◦ 발전소 장비 데이터( 장비 검증 기록 데이터, Reg. Guide 12.97 보고서, 루     

     푸 보정 기록 데이터, etc. )

1) 상황 1 :  중대사고 필요정보의 입증 및 설정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장비 및 기기 생존성 평가의 첫 단계는 입증된 필요 정

보를 설정한다. 중대사고 관리 지침을 운 하는데 있어서 입증된 필요 정보의 설정

은 매우 중요하다.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운 자와 기술제공센터의 관련자에게 필

요한 정보 셋트는 입증 및 설정이 되어야한다. 그림 2.2에서 와 같이, 3개의 기본이 

되는 입력 정보들은 다음 자료 내용을 포함한다.

  ◦ 긴급 운 절차서(EOP ;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 중대사고 관리 전략 선택(SAM Strategy Options)

  ◦ 노심 및 격납 용기 상태 평가(Core/ Containment State Assessment) 

  중대사고 관리지침서와 중대사고 관리 지침 기술 보고서에서는 노심 상태와 격

납 상태로부터 발전소 상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중대

사고 관리 지침 기술 보고서의 노심과 격납 상태는 노심 크레딩 온도, 노심위치, 등

과 같은 인자로서 정의한다. 그러나 이들 정보들은 직접적인 활용 보다는 노심 및 

격납 상태 수목도를 이용하여 실제 발전소 상태를 추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증 

및 설정한다. 

  다음 단계인 중대사고 조치와 연계한 대체 상위 레벨 조치는 필요 정보를 입증 

및 설정하기 위해서 검토 된다. 또한 발전소의 중요 정보인 기기 사양을 포함한 중

대사고 지침을 사용할 경우, 그 지침은 각각 조치 시작 시점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 대체 상위 레벨 조치는 사고 완화 조치로서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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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서는 이미 입증된 방법들이 채택되어야 하며, 더구나 긴급 운  절차서는 중대사

고 지침서의 내용에 함께 일관성을 따라야 한다. 결과적으로 긴급 운  절차서의 

행동 조치에 사용되는 발전소 증상은 중대사고의 필요한 정보로서 입증 및 설정되

어야 한다. 

긴급 운영
절차서(EOP)

노심/
격납용기 상태

평가

중대사고
전략

(Options)

중대사고 필요한 파라메터 설정

                

          그림 2.2 상황 1- 중대사고 필요한 정보와 인자 설정

  이 단계에서 중요한 필요 정보의 셋트는 노심과 격납용기 손상 상태, 대체 상위 

레벨 조치의 지속적인 관측, 긴급운  절차서의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정

이 되어야 한다.  

(1) 긴급 운  절차서

  긴급 운  절차서의 지침은 사고 완화와 중대사고 방지, 그리고 격납건물 건전

성 유지 기능을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들 지침들은 발전소의 중요 정보인 기기의 

사양을 기준하여 긴급 운  절차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기술 기본 보고서로부터 대

체 상위 레벨 조치와 같은 중대사고 관리조치들은 사고 완화를 위한 긴급운  절차

서를 입증시켜야한다. 운 자의 조치는 중대사고 전, 중사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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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사고 전략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제어 룸 운 자와 기술관리 관련자들은 중대사고 지

침서을 통하여 발전소기기의 중요 정보를 사고 전략으로 적용한다. 이 필요한 중요 

정보는 평가를 거쳐 각각 상황에 따른 전략에 적용된다. 

 (3) 노심 및 격납 용기 상태 평가

  중대사고 노심 및 격납 용기내부의 다양한 상태는 관리 지침 기술 보고서에 요

약 정리하 다. 발전소 상태의 해석은 이들 행동 조치가 요구될 시점에서 행동 조

치를 선택하여 중대사고 관리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관리 지침 기술 보고서에 

입증된 노심 및 격납 상태들은 대체 상위 레벨 조치의 상태 설계에 병행되어 사용

될 수 있다.

  원전 노심 및 격납 요건 평가는 수목도의 중대사고 현상들과 기술 기본 보고서 

검토를 통하여 얻게 된다. 중요 정보의 유형을 설정한 이들 수목도는 발전소 상태

를 결정하고, 대체 상위 레벨 조치에서 사용된 여러 정보의 유형을 설정하는데 사

용된다. 

2)  상황 2 :  중대사고 환경 설정 및 처리 조건 설정

  필요한 정보와 환경 인자 설정을 위해서는 각 예상 환경 인자의 양적 정보 및 

환경 조건을 결정해야하며, 그림 2.3에서는 이들 방법론적 절차들을 나타내고 있다.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는 안전 주입탱크 동작과 고 압력 안전 주입 및 재순환 동작

과 격납용기 분무 동작 조건에서 노심 손상이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고 압력 안전 

주입 불 동작에서 증기 발생기 관 파손사고, 보조 충전수 불동작과 저압력 안전주

입 동작과 격납용기 주입 재순환 동작에서 충전 수 손실사고, 전원 공급원 차단사

고, 재순환 손실에 의한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발전소 손상 상태를 등급 분

류로서 구분 할 수 있다. 

  사고 환경 조건을 얻기 위한 컴퓨터 코드는 MAAP -4를 이용하여 사건 분석을 

위해 처리 조건 설정 및 환경 조건을 재현할 수 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발전소 

시험을 MAAP -4 코드를 사용하여 이들 사고 등급을 분류하고, 이들 분석을 통하

여 환경 조건 및 환경인자 범위 설정하게 된다. 이때 예상 범위 환경인자 값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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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여러 대표 사고를 선택하여 분석이 요구 된다. 사고 분석은 발전소 각 

발전소 시험으로부터 주요 사고 분류 및 발전소 손상 상태의 기본 정보를 선택한

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사고 범주는 다음과 같다.

◦ 노심 손상 빈도-각 발전소 시험 결과 중대사고 분류는 지배적인 예상조건으로  

     나타낸다. 이들 사고 분류로부터 발전소 노심 손상 상태는 선택된다. 

◦ 원자로 냉각시스템 및 격납건물 조건 : 고 및 저 원자로 냉각시스템 압력, 격  

     납 건물 냉각 및 비 냉각 등, 이들 조건의 범위는 다양한 가능성 조건을 갖게  

     된다. 

◦ 현상 가정 평가 : 중요 현상을 가정 평가한다. 

◦ 완화 및 동작 조치 : 중대사고의 진행을 방지하고 감시하며 사고를 완화하여  

     격납 건물 건전성 유지, 복원이 포함된다.  

발 전 소
중 대 사 고
현 상  분 석
(M AAP-4)

예 상  계 측
인 수  범 위

예 상  환 경  
범 위

그림 2.3 상황 2- 중대사고 환경 조건 및 예상된 계측 인자

범위 설정 



- 9 -

다음 에서는 MAAP-4 코드를 이용한 울진 3&4 원전의 중대사고 분석을 사고 요

건별로 요약하 다. 사고 경위 선정은 발전소 손상 상태 기준 대표사고 경위 5 종

류로 구분하 다. 그 밖에 사고 손상 빈도가 큰 대표 사고경위인  SBM-94 사고경

위도 검토하 다. MAAP-4 입력의 사고경위 분석 시간은 70시간 수행하 다. 주요 

사고 진행시각을 중심으로 사고환경단계 (AES : Accident Environmental State)설

정하 다. AES 별 환경 조건 설정은 원자로 냉각시스템 및 격납건물의 압력, 온도, 

습도, 수위의 환경 인자로 구분한다.

◦ 발전소 손상 상태(PDS : Plant damage state) 기준 대표사고경위 5가지 사고

경위와 전원 상실 사고경위(SBM-94)를 고려하 다. 

    (1) SLOCA_S12 (PDS 40: SL-12) :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2) SGTR_S37 (PDS 45: SG-37) :  증기 발생기 관 파손 사고 

    (3) LOFW_S115 (PDS 19: LF-115) : 급수 상실 사고 

    (4) SLOCA_S59 (PDS 35: SL-59) :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5) LLOCA_S09 (PDS 27: LL-09) :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6) SBM-94 : 전원 상실사고  

 

  이들 각각 사고경위의 시간 상황에 따라서 5시각 단계(time phases)로 구분한

다. 이 단계는 사고 환경단계(AES : Accident Environmental State)로 설정하 다.

    

  (1) Phase 1 AES : 사고시작-노심 노출(DBA  기기검증 의해 제한됨)

  (2) Phase 2 AES : 노심 노출-노심 용융 시작(DBA  기기검증 의해 제한됨)

     (최대 노심온도 2499 ℉ 온도 시점)

  (3) Phase 3 AES : 노심 용융 시작-원자로 용기 재배치(급격한 노심 손상 및 

     용융)

  (4) Phase 4 AES : 원자로 용기 재배치-원자로 용기 고장(노심용융물 격납건  

       물 유입)

  (5) Phase 5 AES : 원자로 용기 고장-격납용기 고장

◦ MAAP-4 코드 분석에 따른 중대사고 환경조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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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AP-4 코드의 성능은 모든 정보와 연관된 인자 지정과 구성원의 현상 상태 

또는 위치 표시와 관련하여 한계성이 있다. 격납용기 모델의 위치 환경조건은 기기 

루프 구성원의 위치에서 MAAP-4 코드 노드의 체적 평균 환경 조건으로 취급된다. 

중대사고 동안에 발전소 환경 조건은 기기 생존성에 향을 미친다. MAAP-4 코드

는 기기에 부가되는 환경 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나 세부 위치에서는 부적합할 경우

도 지역의 평균값으로 가정한다. 습도는 일반적으로 100%로 가정하고 방사선 선량

은 개별적으로 평가된다. 방사선 노출에 따른 수일 동안 중대사고 기기의 생존성 

평가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며, 이들 주요 사건에 따른 시간 단계의 상황에 따라 기

기 생존 평가가 적용된다.    

            

   격납용기 내부의 수소 연소 또는 폭발에 의한 기기 고장은 발전소 운  직원

에 의해서 판단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이다. 이 경우 소수의 점화는 대부분 구성

원은 큰 손상을 주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고장의 원인으로서 수소 점화는 포함하

지 않았다. 

3)  상황 3 :  필요정보에 따른 기기 평가 및 대체 방법 설정

   각각의 사고 시간 단계(time phase)에 따른 환경 조건과 예상된 계측인자 범

위, 관련 계측인자의 필요한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상황 3에서는 대체기기의 처

리범위와 설정이 수행된다. 그림 2.4의 상황 3은 기기의 생존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예상된 조건에서 기기의 설계 능력의 한계 범위를 비교 검토하고, 필요한 계측

인자를 제공하는 기기의 설정으로 구성된다. 기기가 주어진 필요정보와 비교하여 

적절치 않을 경우 필요정보 측정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설정되어야 한다. 적절한 

대체 방법이 없다면 필요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계산 지원 방법을 입증하는 노

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Reg. Guide 1.97리스트를 포함한 발전소 P&IDs, 기기 리스트, 기능 루프 다이

아 그램, 기기검증 리스트, 기기 데이터 기록지 등의 추가 자료들로부터 필요한 정

보 계측인자를 적합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5는 발전소에서 생존기기의 필요한 

정보의 사고 관리를 위한 필요한 정보 설정을 단계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들 필요한 

정보 설정은 원자로 냉각시스템 압력, 격납용기 온도, ECCS 유속, 등의 일반적인 

범주의 정보이다. 원전 기기의 경우 계측인자는 독립된 기기 루프로서 적어도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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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분이 있다. 이들 기기 루프는 전송단, 전력 공급단, 변환기, 표시기 등의 다양

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상황 3의 최종단계는 사고 등급을 분류하고 시간 단계의 주변 환경 조건과 예

상되는 중대사고 계측인자 범위에서 환경적 조건과 기기의 기기검증 또는 기기 사

양 범위를 비교한다. 필요한 정보의 설정은 기기 계측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고, 적

용이 가능한 사고 등급 및 시간 단계를 조합하여 그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그 기기

는 “OK" 로 결정한다. 그 범위를 벋어나 만족하지 못하는 기기는 다음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 설정된 계측인자의 범위는 긴급 절차서, 노심 및 격납용기 평가, 상위 대처 조  

     치 행동 정보 필요 데이터를 기초한 재시험 

◦ 기기 제조업자의 사양 데이터는 기기 설정 범위 또는 환경 내구성의 범위의   

     확대 가능의 검토

◦ 기기 해석 지원(aids)은 고장 또는 강등된 기기 해석 및 진단 개발 

◦ 계산 지원(calculational aids)방법은 간접 계측인자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개발

 

상 황  1 로 부 터  필 요 한  파 라 메
터  제 공 을  받 기 위 한  기 기 선 정

 상 황 2 로  부 터  기 기 의  설 계  
능 력 과  예 상 된  사 고  범 위 를  

비 교

생 존 성  또 는  적 절 성 이  
만 족 하 지  못 할  경 우  :

 계 산  지 원  또 는  유 용 한  
방 법  적 용  

 기 기  생 존 성  또 는  적 절
성  판 정

      그림 2.4 상황(Phase) 3 -정보 필요에 따른 기기 평가 및 계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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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인자 범위 및 환경인자 범위 설정

 생존성 평가 방법론적용을 위해서 상황 2에서는 중대사고 측정인자 범위 및 환

경인자 조건들을 설정한다. 측정인자는 기기 검증과 기기 사양을 중심으로 필요 정

보를 얻게 되고, 환경인자 범위는 MAAP-4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중대사고 사고

경위의 결과를 이용한다. 사고 경위 결과를 적용하여 울진 3&4 원전의 중대사고 조

건을 유도하여 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발전소 계측기기의 사양 

정보와 사고경위 결과인 환경 인자를 비교하여 환경 조건의 생존성 장비 한계를 결

정한다. 울진 3&4 원전의 주요 중대사고 사고 경위 각각의 환경 인자 값을 시점에 

따라서 정리 하 다.  격납 건물은 7개 분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환경 인자 값을 정

리하 다. 이때 격납 건물은 6개 분할구역은 1-캐비티, 2-하부격실, 3-상부 격실, 

4-환형 격실, 5-격납용기 돔, 6- 섬프 격실과 7-보조 건물로 구분하 다. 그러나 보

조건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 다. 그림 2.5는 격납건물의 격실정보와 노달리제이

션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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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돔 격실.

3-상부 격실

2-하부
   격실

4-환형
   격실.

4-환형
   격실

140 ft

86 ft

55ft
1-Cavity

6-ESF.
Sump

원자로
용기

6-ESF.
Sump

95ft

격납건물 격실 정보와 NODALIZATION 

                   1- CAVITY
                   2- 하부 격실
                   3- 상부 격실
                   4- 환형 격실
                   5- 돔 격실
                   6- SUMP COMPARTMENT
                   7- 보조건물

7- 보조 건물

그림 2.5 격납건물의 격실정보와 노달리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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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생존성 평가 결과

PDS(Plant damage state) 기준 대표사고경위 5가지 시나리오와 전원 상실사

고 경위(SBM-94)를 고려하 다. 

SLOCAPDS_S12 (PDS 40: SL-12) :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SGTRPDS_S37 (PDS 45: SG-37) :  증기 발생기 관 파손 사고 

LOFWPDS_S115 (PDS 19: LF-115) : 급수 상실 사고 

SLOCAPDS_S59 (PDS 35: SL-59) :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표 2.1 대표사고 경위 5 종류 와 AES에 따른 주요사건 시점

AES 주요사건
1 ) S L O C A P D S    

_S12 (PDS 40)

2) SGTRPDS

_S37(PDS 45)

3) LOFWPDS

_S115(PDS 19)

4) SLOCAPDS

_S59 (PDS 35)

5) LLOCAPDS

 _S09(PDS 27)

Phase 1
사전 노심 손상 86535.45 (초)  9802.79 (초) 3209.20 (초) 3730.46 (초)  9.10 (초)

시점 번호 289 34 12 13 4

Phase 2

노심 용융 시작

(TCRHOT에서 

2499 K 가 되는 

시점)

91365.1 (초) 15449.3 (초) 5802.8 (초) 5643.96 (초) N/A

시점 번호 305 52 20 20

Phase 3

원자로 용기

재배치
98586.8 (초) 20187.83 (초) 10211.32 (초) N/A N/A

시점 번호 329 68 35

Phase 4

원자로 용기

고장
N/A 21633.52 (초) 11343.25 (초) N/A N/A

시점 번호 73 39

Phase 5 격납용기 고장 N/A N/A N/A N/A N/A

LLOCAPDS_S09 (PDS 27: LL-09) :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SBM-94 : 전원 상실사고  

울진 3, 4 호기의 선정된 5개의 대표사고경위와 사고 진행에 따른 주요 사건

에 따라 시점을 5개 단계(Phase)로 표 2.?과 같이 분류하 다. 

1) 격납용기 온도 계측기기 평가

격납용기 온도 계측기기의 생존성 평가는 시나리오 6 SBM-94에서 압력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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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불만족하는 온도 계측기기에 대해서 평가 정리할 수 있었다. 계측기기 고유명

이 TE-10134로서 기기 위치는 격납용기 환형에 위치하고 기기 압력의 환경 범위 

한계 값인 EQ 값을 초과한다. 저온관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 고유명이 TE-413B 시

리즈 4종류 온도 기기는 온도와 압력의 환경 범위 한계 값을 초과한다. 노심 출구 

온도를 계측하는 기기 고유명이 RT-1 에서 RT-65 온도 기기는 온도 한계범위에 

근접한 상태이며 압력은 환경 범위의 한계 값을 초과하 다. 표 2.?는 온도 기기 생

존성 평가결과이다.    

표 2.2 온도 기기 생존성 평가 결과

           *TE : Thermocouple couple

     ** RT : Resister temperature detector

시나리오명
기기 명

(instrument)

기기 (센서) 

위치
EQ 압력 범위

MAAP 

최대 압력

온도측정 

범위

MAAP 

최대 온도
판정

*6 SBM-94
*TE-10134

(TJI-10100)

CONT. 

ANNULAR

(C65OBSB)

(455,070Pa)

500,577 Pa
756,240Pa

423 K 

(측정 범위)
448 K

온도,

압력

불만족

*6 SBM-94

TE-413B

CONT. 

ANNULAR

(COLD LEG)

(455,070Pa)

500,577 Pa
756.240Pa

EQ 범위

303 F

(425 K)

448 K

온도,

압력

불만족

TE-423B,

TE-433B,

TE-443B

*6 SBM-94

RT-1

THRU

RT-65

CONT. 

ANNULAR

(CORE EXIT)

(506,782.5 Pa)

557,460.8 Pa
756,240

EQ 범위

450 F

(507 K)

448 K
압력

불만족

2) 격납용기 압력 기기 (: PT-351)

격납용기 압력 측정용 계측기기 PT-351 시리즈의 생존성 평가 결과는 중요 

6개의 시나리오에 전부 적용됨을 확인하 다. PT-351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는 

전체 채널인 A, B, C, D에서 모두 불만족 평가 결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CH. 

A(PT-351A)는 시나리오 명  * 1 SL-12와 * 4 SL-59, * 5 LL-09 에서는 기기 압

력의 환경 범위 한계 값을 초과하 다. 시나리오명 * 2 SG-37, * 3 LF-115, * 6 

SBM-94 에서는 기기 압력과 온도의 두 환경 범위 한계 값을 초과하 다. 표 2.?은 

채널 A(PT-351A)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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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채널 A(PT-351A)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 결과

시나리오 명
기기 명

(instrument)

기기 (세부) 

위치

EQ 압력 

범위

MAAP 최대 

압력

온도 측정

 범위

MAAP 

최대 

온도

판정

* 1 SL-12 PT-351A
CONT. 내벽

(144-A03A)
116,040Pa 227,173Pa

 465K

(456.7)
392K

압력

불만족

* 2 SG-37 PT-351A
CONT. 내벽

(144-A03A)
116,040Pa 141,513Pa

 465K

(456.7)
547K

압력/온도

불만족

* 3 LF-115 PT-351A
CONT. 내벽

(144-A03A)
116,040Pa 229,200Pa

 465K

(456.7)
448K

압력/온도

불만족

* 4 SL-59 PT-351A
CONT. 내벽

(144-A03A)
116,040Pa 223,539Pa

 465K

(456.7)
410K

압력

불만족

* 5 LL-09 PT-351A
CONT. 내벽

(144-A03A)
116,040Pa 251,826Pa

 465K

(456.7)
409K

압력

불만족

* 6 SBM-94 PT-351A
CONT. 내벽

(144-A03A)
116,040Pa 756,430Pa

 465K

(456.7)
658K

압력/온도

불만족

4) 격납용기  압력기기 (: PT-352)

  PT-352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는 시나리오 명, *6 SBM-94 에서 전체 

채널 A, B, C, D에서 모두 불만족 평가 결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CH. 

A(PT-352A)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4 채널A  (PT-352A)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 결과

시나리오 명
기기

(instrument)

기기 (세부) 

위치

EQ 압력 

범위

MAAP 최대 

압력
EQ 온도

MAAP 

최대 

온도

판정

*6 SBM-94 PT-352A
CONT. 내벽

(144-A03A)
541,520Pa 756,262 Pa 

465K

(456.7)
469K

압력/온도

불만족

 5)  격납용기 압력기기(:  PT-353 )

PT-353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는 시나리오 명, *6 SBM-94에서 전체 채널

인 A와 B에서 온도가 환경 범위 임계점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낸다. 격납용기 CH. 

A(PT-353A)와  CH. B (PT-353B)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를 표 2.?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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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채널A와 B (PT-353A & B)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 결과

시나리오 명
기기

(instrument)

기기 (세부) 

위치

EQ 압력 

범위

MAAP 

최대 압력
EQ 온도

MAAP 

최대 

온도

판정

*6 SBM-94 PT-353A, B
CONT. 내벽

(144-A03A)
1,402,150Pa 756,262 Pa 

465K

(456.7)
457K

온도

임계점

제 4 절  생존성 평가 결과 요약 

   • 울진 3, 4호기 계측기 생존성 평가는 중요 계측기를 선정하고 그 취약한 환  

      경 요건에 따른 중요 계측기의 문제점을 도출하 다.

  

   • 이들 분석 비교 평가 결과로부터 일부 중요 계측기기는 초기의 적절성 및 생  

      존성 분석에 불만족하 다.    

   • 이들 계측기기는 사고 환경 향에 따라서 한계범위의 초과상태로 표시되는  

      비정상 지시 값 또는 지시치 상한 값으로 벗어나는 고장 및 강등            

      (Degradation) 상태가 예상된다. 

   • 선택된 중요 기기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계측기기 성능 개선을 위한 신호 처  

      리/분석/진단의 총체적 기능이 포함된 ASSA(Abnormal Signal Simulation   

      Analyzer)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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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측기기 성능 개선 

    계측기기 성능 처리절차에 따른 진단 절차 및 회로 평가 방법 개발을 통하여 

중대사고 환경 조건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과 선택 사양들을 정리하 다. 그러

나 중대사고 조건에서는 계측기기의 정  측정은 요구되지는 않으며, 이들 진단 및 

회로 평가 모의실험은 오동작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고발생시 환경 조건의 불만족

하는 계측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으로 적용하 다. 

제 1 절  점검 리스트 및 진단 방법

    중대사고시 계측기기가 정보를 제공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단계적으로 계측인

자 값을 결정하는 데는 간접 방법과 직접 방법 등,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림 

3.1은 오동작 발생시 계측기기의 진단 11단계 처리 절차를 나타낸다. 이 처리 절차

는 회로의 중재(intervention)방법 또는 직접 여유 계측기기 채널의 비교 방법들로

서 다음의 처리 순서에 따른다.  

    5 단계 동작 지원(aides)는 진단 조치(diagnostic actions)와 대체 측정 방법들이 

있으며, 계측기기의 판독이 의심스럽거나 망실되었을 때 적용된다. 이때 5단계 유형

은 다음과 같다.

1) 여유 대체 계측기기(Diverse Indication) : 관련 계측인자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서 동일 유형 계측인자를 가지는 또 다른 측정기 또는 여유 채널 사용  

2) 계측인자 추정 : 한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측정의 또 다른 유형을 사용하여 추정

3) 이동성 계측기기 : 직접 측정을 위해서 비 장착용 계측기기 사용 또는 관련 계측  

   인자를 추정. 이동성 계측기기는 완전한 독립성으로서 어느 계측기기와 연계(연  

   결)하지 않는다. 

4) 회로 진단 : 지시 값이 비정상 또는 고장 일 경우, 만약 회로가 기능의 상실, 손  

   상, 또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의 회로  

   실험 결과 이용

5) 이동 회로 판독 : 계측기기 루프의 보정 범위를 초과하는 계측인자의 값을 결정  

   하기 위해서 이동식 장치로서 이 방법과 3번 이동계측기기 방법과의 차이는 계  

   측기기의 루프 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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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ll Channels On-Scale
and Consistent  ?

Are Several Channels 
Suspicious ?

Are Several Channels 
Oscilling/Erratic ?

Are Several Channels Off
Scale High ?

Are Several Channels Off
Scale Low ?

Only One Channel Off Scale 
or Inconsistence

or Oscillating/Erratic ?

                Operational Aide

Type 1 - Observe diverse indication of same
             parameter

Type 2 - Infer parameter from other                
              indications

Type 3 - Use portable instruments to measure
             parameter or related parameter

Type 4 - Diagnose circuit and evaluate
            accuracy

Type 5 - Connect portable circuit readout and 
              evaluat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no

no

no

Standard Procedures or
Use Type 4 Operational Aides

Diagnosis not Required

그림 3.1 오동작 계측기기의 진단 11단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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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유형의 대체 방법으로부터 입증된 필요 정보가 요구된다. 또 다른 중대사

고 관리를 위한 필요 정보는 14 계측기기 유형에 대한 동작 지원위한 5 단계의 점

검 리스트를 적용하여, 이 점검 결과들은 중대사고 발생 시에 관리 운 자에게 또

는 계측기기 수리 담당자에게 고장 수리 단계의 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다.  

제 2 절  회로 모의실험 및 평가

    사고 환경조건에서 계측기기의 응답특성을 얻기 위한 적용 회로를 등가 회로로 

구성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이 모의 실험은 경우에 따라 회로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능 상실 및 지시치 눈금이 벋어난 상태에서 회로를 어떻게 복구 할 

것인가 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모의실험과 진단평가는 PSpice/MultiSIM 코드를 

이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결과와 실제 직접 등가회로 평가 시험 및 결과들의 

정보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회로 모의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14 개의 대표 기기 유

형은 6개 종류 대표 유형 기기회로 로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격납용기 온도 및 원자로 냉각 시스템 용 저항온도 검출기   

 

 • 노심 내부 조건 계측 열전대 검출기

 • 압력, 유량, 레벨을 측정하는 압력 루프(또는 차등 압력)

 • 노심 내부 조건 계측 원전 기기(예 ; 중성자 검출기)

 • 지역 방사선 검출기

 • 밸브 위치 표시계측 리미트 스위치

    상기의 회로 유형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불안정한 관측을 추정할 수 있으

며,  upscale, downscale, 예상보다 높게, 예상보다 낮게, 또는 예상된 보다 초과 변

화 혹은 적은 변화 등이 포함된다.    

    사고 환경 조건은 고 온도와 같은 가혹한 조건으로인 하여 불안정한 관측이 된

다. 실제 또는 모의 회로 실험은 회로에 실제와 유사한 환경 변화의 가정이 필요하

다. 이 사고 조건에서 불안정하게 관측되는 계측기기 회로의 평가는 회로 내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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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조건을 분석/진단할 수 있다. 이들 분석/진단 결과는 일반적인 회로의 유형을 체

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타 선택 사양으로는 지시값이 적절히 지시치 않거나, 

초과 범위 지시 할 경우 진단 및 복원 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회로 모의실

험은 다음의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다.

 • 모의실험은 계측 회로를 모델링하여 회로가 사고 향에 따라 손상되어 불안정  

    조건에 대해서 진단하는 로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모의실험의 적용은 원전의 대표 계측기기회로를 모의실험 회로로 사용한다. 발  

    전소 계측기기는 일반적인 등가 회로로서 나타내며, 이들 결과는 반복 모의실  

    험이 불필요하다.  

 • 가상 모델링 실험 도구의 사용 방법은 용이하지만, 환경 향의 변함에 따른   

    정확한 모델링은 간단하지 않다. 

 • 모의실험의 순차적 범위는 1차적으로 회로소자의 변형에 따른 출력 신호 레벨  

    (파라메터)의 변화량을 데이터화 하고 2차적으로 실제 회로에 환경 변화량에   

    따른 출력 신호레벨(파라메터)의 변화량의 상호 관계 이용한다. 

 • 모의실험은 발전소-기기 사양 자료를 이용하고, 그 모델은 중대사고 개발 계획  

    에 반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회로에 대한 모의실험은 발전소 사양 적용을 위한 기초 자

료로서 제공될 것이다.  

제 3 절  사고 환경 향 데이터 요약 및 기기 향

    산업체-기기 사양 자료에서는 불합리한 환경에서 계측기기의 생존성, 적절성, 

동작성에 관계된 정보의 데이터화가 보편적 제한된 값으로 정리되었다. 여기에서는 

중대사고 기간에 원전의 격납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고 습도, 적심,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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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온도

• 화재, 폭발, 고 압력

• 고 방사선

• 물 감쇠 손실(일차적으로 중성자 검출 관련감쇠 손실) 

    고온, 고 습도, 적심, 침수, 습도 침수, 부식의 환경은 대부분 계측기기 구성원의 

소자들에게 향을 준다. 이들이 주는 향에 따라 원인을 포함하는 이들 결과들은 

회로 모델의 입력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환경에 따른 사고 요소

들은 고 준위 방사선 모니터, 압력 전송 장치, 수소 폭팔에 의한 케이블 손상 및 케

이블의 노후화 등을 다루었다. 그밖에 전기 전력(EP) 데이터베이스는 케이블 및 회

로 소자 재료를 포함시켰다. 원자력 전력운 (INPO) 원자력 발전소 신뢰데이터 시

스템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망실 유형 또는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다. 그

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생존의 구성원에 대한 유기적인 데이터를 포함시키지는 안았

다. 이들 보고서와 관련된 회로 모델과 회로 모의실험 결과는 제4절에서 기술하

다. 표 3.1은 세분화된 환경 향에 대한 모의실험 적용가능성을 요약을 하 다. 

 1) 고 습도, 적심, 침수.

    이들 환경 조건들은 계측기기의 성능저하, 잡음, 재 보정 등의 원인이 된다. 격

납 용기 내에 고 습도는 중대사고, 설계 베이스 사고, 경감을 통해서 증기의 유출 

등의 사고 원인이 된다. 격납 용기 내에 적심 현상은 냉각 flooding, spray에 의한 

직접 분무, 증기 응축의 결과이다. 

케이블 보호관, 봉, 습도 방지 봉들을 고려한 외부 압력과 온도의 기본 설계 조

건을 초과하는 중대사고 조건은 적심으로 유도할 수 있다. 만일 전기적 구성원이 

습도 봉 보호 및 설계가 적절치 못하면, 물이 침투하게 되며, 이 때 각각의 구성

원들은 국부적인 침수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계측기기 노후화 이론 및 기술의 검토 : EPRI NP-1558 문헌에서는 원자력발전

소의 품질화 등급 IE 계측기기의 IEEE 표준 323.1974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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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가속 노후화(accelerated aging) 이론이 적용된다.

표 3-1 계측기기의 환경 향

 

조건 모의 실험

고

 습도,

적심, 

침수 

습도, 적심, 침수의 향은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모델화

한다. 

1. 물 끼가 절연체에 침투하면 물의 전기분해로서 접지 저

항이 감소

2. 물 끼는 전도체와 접지 간에 정전유도 증가

3. 상기 두 향에 따라서 유도 잡음 발생    

모의 실험

적용 가능

고

온도

고 온도의 향은 절연체 저항을 변화를 주고 이 회로의 

물리적 손상을 개회로, 폐회로, 접지회로로 모의 한다.

모의 실험

적용 가능

고

방사선
모의실험이 어려움.

모의 실험 

가능 여부(?)

물 감쇄

손실
모의실험이 어려움  

모의 실험 

가능 여부(?)

 2) 고 온도

    격납 건물 내에서 고온의 향은 직접 열을 가해주는 중대사고와 설계 기준 사

고 또는 공기 냉각 장치의 손실 사고 등이 발생된다. 이 열의 전달은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전달되며, 계측 회로에 직접, 간접으로 향을 주게 된다. 열에 직접 향

을 받는 회로는 저항 온도 검출기와 열전대로서 그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회로 구

성에 대한 직접 열 향의 전기적 이해와 그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간접적인 

향들은 절연체의 용융과 접합, 도체의 물리적 향, 회로 구성원의 전기적, 구조적 

망실 등이 포함된다. 간접 향에 대한 모델링은 사고가 발생 가능성의 환경조건의 

기술적 판단 등이 포함된다. 고 온도의 향은 절연체의 저항 성질 변화의 간접적

인 향을 통해서 모델화할 수 있다. 회로의 물리적 망실 원인이 되는 고온의 회로

의 개회로, 접지, 단락 회로는 모의실험이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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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염 및 고압

    원자로 시설 시스템으로부터 유출된 수소의 점화로서 폭발 화염은 격납 용기 

내에서 발생된다. 수소 화염은 TMI-2 사고에서 경험하 고, 이사고의 충격은 계측 

회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향을 준다.

• 폭발 향은 전선 보호관(conduit)이 분리되어 손상된 개방회로의 원인 

• 절연체 연소, 차폐 및 절연체 손상에 따른 재료의 열화, 전기 구성원(소자) 열화

• 열방사는 절연체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절연체가 장기간  

   노출이 아니면, 열방사 향은 중대사고 초기주기인 24-72시간 범위 이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EPRI는 문헌에서 계측기기에 관련 안전의 열 응답 및 동작 이해를 돕고자 “대

형 수소 폭발 실험”을 수행하 다. 그 실험은 네바다 실험 현장에서 52ft 직경 구형 

용기에서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 관련된 계측기기는 압력 전송단, 온도 저항 검

출기, 계측기기 케이블, 리미트 스위치 등이다. TMI-2 사고 실험과 유사하한 그 

실험은 대형 체적 수소 점화와 연관된 중대사고 열 환경에 대한 다양한 발전소 계

측기기의 동작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4) 고 준위 방사선

    방사선 향의 Arcieri's 평가(NUREC/CR-5691)는 "기기의 감도 구성원의 도수 

응답은 tissue에 유사함“로 가정한다. 보수적인 가정이라도 Arcieri‘s 평가는 방사선

원에 가까이 있지 않는 대부분 기기는 사고 후 30일까지는 검증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5) 물 감쇄 손실

        

    이 현상은 단지 원자력 기기인 Sorce Range로 표시되며, 원자로 압력 용기의 

Down-comer 지역에 물의 현존 여부에 따라서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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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로 모의실험 및 진단 방법

    회로 모의실험은 계측기기가 비정상 판독값을 지시할 때 계측 기기의 상세한 

진단 접근을 위한 실험 방법이 가능하다. 이 회로 모의실험은 중대사고 환경 조건

으로부터 다양한 징후를 가지는 이상 신호 및 회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용하

게 사용되었다. 회로 모의실험은 제3절에서 결정된 대표 회로 유형에 대해서 수행

되며, 진단 점검 목록도 개발한다. 회로 모의실험을 통하여 회로 진단은 회로의 오

동작이나 손상이 됐을 경우 지시값이 비정상 또는 정상 범위를 벋어날 경우에 유용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계측기기의 회로는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용의 

회로를 모델화 하고 모의시험이 수행 된다. 계측기기 회로의 강등 조건은 회로 모

델의 고유 소자 값을 수정 변화를 통하여 얻게 된다. 회로의 강등 조건은 진단 점

검 리스트 절차를 근거로 하여 모의 기기 회로의 응답 특성으로 분석된다. 그 점검

리스트는 강등된 기기 루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단계적으로 작성된 리

스트이며, 이때 출력 검출기의 초기조건은 타당한 신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한

다. 회로 모의실험은 그 조건으로부터 기기루프의 강등 또는 망실의 결과를 얻게 

되며, 실제 과정은 이 회로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단 단계를 절차에 따라서 결정해

야한다. 또한 격납 건물 내부 환경이 계측기 루프 강등의 원인이 될 경우 그 향

을 최소화 한다. 

    

    이 실험에서는 순방향의 결과 진단 점검리스트와 간단한 기기의 강등된 회로 

모델링을 함께 강구 한다. 제3절에서 발전소 기기 회로 검토를 기준으로 6 종류의 

기기 회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기기 종류로서 구분할 수 있다.

1) 4~20㎃ 아나로그 회로는 압력, 차등 압력, 수위레벨을 포함한 대표성 발전소     

기기 루프 

2) 온도 측정용 저항 온도소자 및 브리지 회로

3) 스위치 위치(switch positions)의 한 예로 밸브 위치 표시

4) 중성자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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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마 방사선 검출기

6) 열전대

    격납 용기 외부의 모든 기기들은 일반적으로 정상 동작 환경으로서, 교체 및 

보수의 접근이 가능함을 가정한다. 여기에서 조사된 회로들은 중대사고시에 향을 

받게 되는 격납 내부의 기기로 국한한다. 제3절에서 “선택된 일반회로 유형에 대한 

필요 측정의 상관(Correlation of needed measurements with selected generic 

circuit type)"에서의 정의된 데이터는 경험과 문헌 조사 결과, 기기 회로에 향을 

미치는 모의실험의 기준이 된다. 

    각각의 기기 회로에 대해서 점검리스트는 징후 셋트로서 구성되며, 기기의 진

단이 가능한 문제를 결정한다. 각각의 점검리스트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관측 - 의심스런 지시에 대한 원인이 되는 징후를 요약정리

∙ 임계 환경 및 그 원인 가정 - 격납 내부의 환경 조건이 회로에 (어떤, 어떻게)   

   향이 미치는지 기술

∙ 등가 모델 - 회로 강등 환경 조건의 원인이 되는 내부 회로 부분은 암시적 역  

   으로서 표현한다. 

∙ 진단 점검 - 전기적 측정 리스트는 기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회로의 실제 조건  

   을 핀 포인트로서 만들 수 있다. 

∙ 결론 - 강등 조건에서 회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인

∙보정 행동 - 제안 단계는 의심스런 표시를 “타당성”이 되기 위해서 관측된 표시  

  값을 “조정” 할 수 있다.      

   상기의 방법들은 지시된 측정 인자 값이 실제 물리적 조건인 진값 이거나 회로

에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진값을 벋어나는 경우, 그 환경 인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

술 개발이 되어야하며, 이 개발 위해서 전문성의 전기 회로 지식, 문헌 조사 데이터 

결과, 실제 실험들이 적용될 수 있다.

제 1 절  회로 모의실험 방법

    전기 회로의 모델링 패키지는 강등되는 메카니즘과 회로 모델의 모의실험이 가

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 지원이 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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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회로 내에 구성원의 값이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온도와 습도 향의 모의실험 및 잡음 원의 추가

∙전기 회로에서 이들 환경 변화에 대한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기술

 1) PSpice 코드를 이용한 코드 설명 

    PSpice 코드를 이용한 모의실험의 장점은 회로 또는 회로망을 구성하는 배선 

구조의 개발, 입출력 분석 및 출력 신호 표현 등과 실시간 도움 및 풀-다운 메뉴 

방식으로 “Control Shell" 내에서 통합 관리 된다. 

    이 설계 개발 패키지는 회로 내에 5,000개 이상의 아나로그 디바이스가 초과하

여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새로운 디바이스 속성을 정의할 수 있고, 

새로운 디바이스와 상징 심볼을 만드는데 가능하다. 한 회로 또는 회로망은 전체 

구성원에 의해서 정의되고, PSpice 코드를 이용한은 “netlist"를 만들거나 회로의 본

문 설명, 회로의 “전기회로의 규칙(예 : 디지털 회로의 논리 점검, 아나로그 회로의 

입출력 특성, 등)을 점검”도 수행 할 수 있다. 이 netlist는 어떤 분석이 수행될지, 

어떤 출력이 표현 될 지에 대한 서술이 포함된다.  

    회로분석 패키지는 사전 정의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에 따른 분석을 위한 

여러 유형의 회로 응답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다. 이 상용 코드는 바이어스 포인트

(bias point), 시간 응답, 주파수 응답, 잡음 동작, 온도 응답 등의 계산이 가능하다. 

파형 발생 편집자의 기능은 불연속 선형파, 단일 주파수 변조, 지수 펄스, 반복 펄

스, 정현파 들을 포함하는 입력파의 발생이 가능하며, 임의성 변화(arbitrary)파로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선택 사양으로는 몬테 칼로, worst case, 감도 분석 기능

을 포함하고, 아나로그 동작 모델링을 위한 선택 사양은 선형 및 비선형 전달함수

의 정의 및 계산이 가능하다. 출력 파형 표시 기능의 페키지는 고 분해능 모니터에 

모의실험의 상호 작용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하다. 이 기능은 “소프트웨어 브레드보

드"와 동등한 “소프트웨어 오실로스코프" 기능을 같게 된다. 

    모든 회로의 노드의 전압인 키르히 호프 2법칙 및 디바이스 전류인 키르히 1법

칙의 분석이 가능하며, 그 결과를 저장하고, 그 진행 절차는 PC 화면을 통하여 직

접 제어할 수 있다. 다른 모의실험으로부터 다중 병렬처리 결과도 동일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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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될 수 있다.

 2) PSpice 코드를 이용한 코드 특성

   PSpice 코드를 이용한 코드의 기본 지침은 쉽게 배울 수 있으며, 회로 모델링도 

빠른 시간 내에 실험 시작 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단지 정의된 선택사양을 통하여 

모의실험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론적 분석이 요구되는 복합 파형은 불연

속 파형 잡음원과 같은 모델 연구가 필요하며, 몬테 칼로와 빠른 후리어 분석 기술 

사양도 포함 된다. 그 불연속 입력 파형의 분석은 PC 처리 속도가 증가되면서 처리 

시간을 단축이 되었다. 일부 디지털 분석 방법으로서 밸브 위치 표시는 릴레이 회

로의 순방향 로직이 적용된다. PSpice 코드를 이용한이 디지털 분석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밸브 위치 표시 및 강등 향은 이들 소프트웨어가 아직은 제한성을 받게 

된다. 

 3) 회로 모의실험의 기술

    모의실험을 위한 전기 회로의 모델은 전기 계측기기의 전체 루프를 구성한다. 

모의실험의 구성은 검출기, 송신기, 현장 전치 증폭기, 신호 수집 조건장치, 종단 블

록, 스프라이스, 케이블, 침투 역(penetrations), 및 또 다른 구성원들이 포함된다. 

각각의 회로 보드 구성원들은 세부 구성을 위한 모델화 보다는 등가 전기회로로 구

성된 기기 루프의 기본 블록을 모델링하여 구성된다. 각각의 환경에 대한 부분 강

등 상태 또는 완전 망실 상태 등을 각 회로에 적용하여 그 위치의 추적과 진단을 

수행한다. 회로 모의실험은 중대사고 현장 조건에서 외부 조건의 지속적인 변화와 

이에 대한 기기 강등에 따른 출력 신호 진폭의 변화가 중요한 결과 값이 된다. 

(1) 모의실험의 일반적인 단계 및 절차 

• 어떤 기기를 동작시킬 것인지 결정하고 종단 박스, 스프라이스의 수, 기기 유형, 

그리고 실재 발전소의 상세한 케이블 통로,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 다이어그램

의 정보를 수집한다. 발전소 계측기기의 보고서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기초하여 회

로모델을 만드는데 적용한다.

• 아나로그 기기는 설치된 구성원을 등가 회로 모델링위해서, 실제 장치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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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었으며,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며, 케이블 연결의 특성, 차폐의 

효과, 설치 방법의 평가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 회로 특성을 가지는 모델링

은 케이블의 절연 저항 값, 종단 박스 및 연결 상태, 스프라이스(splice) 저항 값, 케

이블의 분포 저항 및 용량 표현이 가능하다. 이들 소자들의 값의 기준은 시험보고

서, 기기 품질 데이터, 엔지니어 자료들이 기본으로 적용 된다. 

• 설치된 기기의 모든 소자들은 모의실험을 위한 모델 회로의 구성원으로서 나타

내며, 그 모델은 기기 측정 범위의 입력을 적절한 변화로서 출력의 시험 응답을 얻

는다.

• 마지막 단계는 회로의 강등조건에서 그 출력 결과 응답을 관측한다. 기본 모델

은 강등 구성원 특성을 모델링 방법으로서 공학적 판단, 기기품질 데이터, 시험보고

서를 참고하여 유도한다.   

   - 간섭 향은 강등 조건을 모델화 하는데 이용한다. 이것은 지시의 원인을 가

정하여 회로의 대표성 오류로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관측한다.

   - 유도 잡음 향은 거짓 기기 루프에서 나타나는 전기회로부터 “잡음 레벨” 계

산이 요구된다. 유도 잡음에 의해서 계산된 전류 및 전압은 입력 회로에 부가된다. 

    이들 개발된 모델 회로는 의심스런 오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한 접지가 캐블의 연결부나 통과된 한점(위치)에서 의심스러울 때, 한 

접지 회로는 한 모델 내에 추가하여, 그 결과 응답은 관측된 기기 응답과 부합되는

지를 관측한다. 여기에서 “접지에 저항” 값의 타당성과 실제 “접지”와 비 동질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모델로서 여러 번의 변화 값

으로 연속적으로 반복 시험을 통하여 관측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    

  - 회로의 여러 유형의 시스템 평가를 위해서 6 종류의 비정규 조건을 다음과 같

이 정의 할 수 있다.

∙ 상향지시(Upscale) - 기기의 지시가 스케일 고역(the scale high)로 벋어남

∙ 하향지시(Down scale) - 기기의 지시가 스케일 저역(the scale low)로 벋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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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보다 높은 상향지시(Higher) : 기기의 지시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거나 다  

   른 기기판독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남.

∙ 예상보다 낮은 하향지시(Lower) : 기기의 지시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거나 다  

   른 기기 판독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남. 

 

∙ 초과 변화(Varying Excessively) - 저(Low) 와 고(High) 범위의 초과 진동

∙ 불 변화(Unchanging) - 다양한 물리적 조건 또는 병렬 기기 변화에 불변 상태

- 회로가 보다 상세한 경우 부가적인 조건이 고려된다.

    측정 유형이 상세한 회로는 간단한 모델로 변환이 가능하며(등가 회로), 그 간

단한 모델은 중대사고의 극한적인 환경 조건에서 하드웨어의 강등을 회로의 정 및 

동 특성으로 적절히 기술된다. 과거에는 주요 전기 파라메터인 절연저항, 유전 상

수, 절연 전압 유지가 중요한 삼 요소 선 절연이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전압 기기

에서만 고려되므로, 절연 전압 유지는 모의회로 내에 변수로 고려하지 않는다. 절연

선의 열 손상 및 습도 침투 향으로 절연 저항 및 유전 상수는 여기에서 중요 연구 

과제이다. 환경 요건의 하나로서 선 및 연결 저항은 습도 침투에 의한 부식의 향

을 받게 된다. PSpice 코드를 이용한을 간단한 회로에서 그 실험을 입증하기 위해

서, 그 전송 신호는 회로의 시간 응답을 적절한 시간 간격 범위로서 최소에서 최대

까지 변화한다. 모의실험의 적절한 타당성 유지를 위해서 수신단의 출력은 송신단 

출력과 진폭 및 주파수 응답이 상관되어야 한다. 또한 간단한 등가 회로의 잡음원

은 가동 발전소로부터 전형적인 강등 요소로서 개발이 되어야한다. 일반적인 잡음

원의 3종류는 다음과 같다.

∙  60 Hz 접지 위치 차이에 의한 잡음

∙  접지 시스템에서 잡음 전압 스파이크는 유도 부하 스위칭의 원인이 되며

∙  결합(couple) 서지 전류에 의한 유도 잡음 전압 스파이크는 기기의 망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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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 건물내부의 전송 디바이스의 회로 소자는 출력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요

하다. 그러나 전송자의 상세 모델은 이 연구 범위를 벋어날 수 있다. 이 모의 실험

에서는 간단화 회로(등가 회로)에 대한 사고 환경에 따른 변화를 예상된 하드웨어 

소자 변화로서 수정 가변이 가능하다. 그 예로서 전기 저항 또는 캐패시턴스의 변

화량은 지침 문서의 시스템 문제 및 일반 기기 경험 자료를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

다. PSpice 코드를 이용한은 이들 회로의 응답이 시간 역, 주파수 역의 특성 분

석이 가능하며, 그 모델에서 예상되는 동작 특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제 2 절  PSpice 코드를 이용한 모의실험

    PSpice 코드를 이용한 회로 분석 프로그램은 측정기기 루프 하드웨어의 강등되

는 향 연구에 적용되었다. 이 실험 결과의 데이터는 실제 회로 조건이 제어룸에

서 관측된 것들로부터 서로의 상관성이 중요하다. 등가 모델 개발과 적절한 파형의 

개발 그리고 회로 내부에 야기되는 잡음 향의 복잡성 분석은 netlist 메뉴를 이용

하여 라인들을 내부 강등된 회로 루프로 변환된다. 그림 4.1에서와 같이 원자로 냉

각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4~20 ㎃ 계측기는 PSpice 코드를 이용한에서 

동작하기 위한 압력 기기의 수정된 회로를 나타낸다. 이 회로는 접속 부분에 대한 

PSpice 코드를 이용한의 간단한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뭉치 소자 케이

블, 한 단위의 내부 격납 부분, 한 단위의 외부 격납 부분, 접지 연결 단자 등으로 

구분하고 수 개 이상의 수동소자로 구성 및 뭉치 소자들이 준비되며, 각각의 소자

들은 외부 환경요건에 따라서 (습도 침투 등) 변화될 수 있다. 선 절연이 1000㏁ 저

항으로 나타날 경우, 0.001Ω 선 저항은 접점이나 연결단자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두 현상은 정상회로에서는 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절연 저항의 손실 및 강등된 연

결 단자에서는 회로에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1) 전송단 기준신호의 정의 

  

    이 전송 기준 신호는 10㎳ 지연 시간 30㎳ 상승 시간, 30㎳ 하강 시간, 300㎳ 

펄스 폭, 1 PPS 반복율과 0-16㎃펄스 진폭을 가지는 불연속선형 함수로서 정의한

다. 그림 4.2는 수신단 전류/전압 변환기로서 측정된 출력 전류 펄스를 설명하고 있

다. 이 그림에서 그 펄스의 진폭은 0.2 ~1.0 V 펄스로서 나타난다. 이들 역 범위

에서 소자의 고유 값들의 편차는 회로의 간단화 하면서 오차를 발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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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음원의 정의

    정규 조건에서 회로의 모델링은 잡음원 모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기기 

루프에서 잡음은 적용되지 않지만 한 회로가 사고 환경에 의해서 강등될 때는 잡음

도 증가 되어야한다.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정규 조건에서 잡

음원 모의는 그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어룸                        1000ft 케이블-16CA.              송신단

                               Twisted Pair Shielded

V1
24V

R3
10Mohm

C4
100uF

C1

0.2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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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ohm

C2
4.4nF

R4

0.4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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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uH

R5

0.4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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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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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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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0.02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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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33nF

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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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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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1ohm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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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10Mohm

R13
10Mohm

C8
4.4nF

Rand

0.01ohm

C9
4.4nF

C10
0.01nF

C11
0.02nF

R14
10Mohm

D1
DIODE_VIRTU

R15
1kohm

Detector
0A 16mA 1Hz

A B
T

G

XSC1

  

Notes : Cotrol Room Voltage Source Subcircuit 

                          그림 4.1 압력 기기 모의 등가 회로

    잡음원의 유형은 60 ㎐ 접지 전위 차(ground potential difference) 잡음, 접지를 

통하는 전압 스파이크 잡음, 회로 내부에 전압 유도 잡음으로서 3가지로 구분한다. 

이들 향에 대한 회로 모의는 그림 4.3, 4.4, 4.5에 나타내었다. 10에서 50 V사이의 

전위 차 발생 회로는 가동 중 발전소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그림 4.3에서 60 ㎐ 접

지 전위차는 접지단에 직렬로 놓으며, 보통 10 V 가 사용된다.   



- 33 -

       
0s 50m s 100m s 150m s 200m s 250m s 300m s 350m s 400m s

V (2 )

0  V

D a te/T im e ru n  : 0 2 /12 /92    1 5 :19 :24 Tem pe ra tu re  : 2 7 .0

그림 4.2  기기 전송자 모의 기준파형

VnElect = 10V 60Hz Sine Wave

No delay, no damping, no offset

R1

1uohm

R2

1uohm

R3

1uohm

Rout

50ohm

Cout

0.2nF

C1
100uF

R4
1.0ohm

Vsrc
24V

VnElec

10V 100Hz 0Deg

                    

그림 4.3 60Hz 접지 전위차 회로

    125 VDC 릴레이에 개 스위치로 만든 전압 스파이크는 2000 V까지 확장 관측 

될 수 있다. 전압 스파이크를 모의하기 위해서 추가 회로는 그림 4.4와 같다. 입력 

전압원은 1㎲ 상승 및 하강 시간을 가지는 1000 V 전압 스파이크이며, 스파이크는 

7 ㎲ 대역폭에 약 800 V이다. 잡음의 3번째 유형은 자기 유도이다. 신호 루프 내에 

스파이크는 기기의 루프에서 접지 전류 surge 확장에 의해서 원인이 된다. 이 잡음

은 케이블이 접지 연결까지 열린(open) 차폐의 강등 조건일 때 나타난다. 그 모의 

신호는 그림 4.5  유도 회로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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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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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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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접지를 통하는 전압 스파이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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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유도 전압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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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등 루프 징후 만들기

    압력용기 냉각 압력 루프의 회로에서 강등된 루프 징후는 제어룸 관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로 결정한다
2
. 

∙ 습기 침투는 지역의 선들 사이에 캐패시턴스 증분으로 모델되며, 이 변화는 ㎋  

   에서 ㎌ 범위이고, 결과적으로 저항은 ㏁에서 ㏀범위의 저항 감소된다.

∙ 상기의 변화량에 의한 잡음 증가 

∙ 손상된 압력 전송단의 물리적 조건에서 일정한 검출기 출력

∙ 열린(opened) 차폐 접지 연결

∙ 잘못된 연결, 고 저항 또는 개회로와 같은 경우는 (0.001Ω)선 저항 값을 간단히  

   증가하여 모델화 한다. 

잡음 문제가 발생되면 잡음을 고려한 고장 및 강등의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

한 결정 및 분석을 위해서 잡음원은 수신 단에서 모델화하며, 이 잡음의 원인들은 

케이블의 공간 분산, 제어룸의 케비넷의 전기적 구조, 및 분산된 위치에서 잡음의 

결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 3 절  4~20 ㎃ 아나로그 회로 모델링, 모의실험 및 평가

1) 루프의 설명 및 모의실험 모델

    원자로 냉각 압력 회로는 4~20 ㎃ 전류 루프의 대표적 회로이다. 유사한 계측

기기 채널들은 차등 압력으로부터 유도되는 수위 및 유속 측정을 포함한다. 다양한 

종류의 기기 루프는 사고 환경에 따라서 물리적 강등의 향을 받게 된다. 

•루프 설명 및 모의실험 모델  

   압력용기 냉각 압력은 0 에서 최대 교정 압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4~20 ㎃ 측정 

기기로부터 전류 출력을 압력 셀로부터 얻게 된다. 압력 셀의 종류는 스트레인 게

이지, 압전 셀, 캐패시턴스 셀 등이 있다. 선택된 셀은 초과 압력 조건의 가능성과 

환경의 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압력용기의 냉각 압력은 캐패시턴스 

셀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 전송자 의 유형은 캐패시턴스 브리지를 동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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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부에서 30~40 ㎑ 신호를 발생한다. 각 압력 전송자의 출력은 4~20 ㎃동작 범

위에서 대략 3~30 ㎃ 범위 전류로서 표현된다. 4~20 ㎃ 전류 루프는 발전소의 환경

적인 전기장 잡음 때문에 전류 측정 회로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이 회로의 적절

한 동작을 위한 중요 설계 요소는 발전소 접지 연결이 단지 한 개를 포함한다. 신

호 전송을 위해서 부수의 차폐가 필요 없는 표준 꼬인 쌍 케이블을 사용하고, 기기

의 표준 건설 사양의 일부분으로서 포함이 된다. 사고 환경에 따라 루프 감도의 구

성원들은 압력용기 냉각 파이프 가까이 설치된 전송단, 이 전송단과 함께 침투되는 

케이블, 케이블의 일부분 침투 등의 환경요건을  포함된다. 두 케이블 및 전송단은 

격납용기의 온도, 물의 분무, 증기 분무(spray)에 의해서 향을 받게 된다. 케이블

이 손상된 지역은 케이블을 보호관의 내부에 설치한다. 이 보호관 사용은 증기나 

수소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과거에 이들 전송단은 셀 내부에 이동성 구성원의 

기계적인 고장과 습도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문제 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는 보

호관 사용을 권고하고 기기는 정규 동작 중에는 이들 문제점들로부터 벋어날 수 없

다. 전송단과 케이블링에 습기가 침투되는 일부분의 구성원은 강등의 분석이 고려

된다. 

    모든 진단 시험은 센서단에서 제어룸의 종단 보드까지 범위를 정의한다. 만약 

개회로가 필요하면, 그때 측정은 회로의 전송단 단자에 단선의 포션을 만든다. 전형

적인 압력용기 냉각 압력 측정 루프의 블록 다이아그램은 그림 4.6에 나타내고 있

다.

C A B L E
1 0 0 F T  C A B L E  TR A Y /

C O N D U IT

P E N E TR A T IO N

C A B L E
1 0 0 F T  C A B L E  T R A Y /

C O N D U IT

R E C E IV E R
I/E

C O N V E R T E R

T R A N S M IT T E R
4 - 2 0 m A

0 - 3 0 0 0 P S IG

C O N T A IN M E N T

P R E S S U R E
IN P U T

(1 )

M U L T IP L E  U S E  A R E A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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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A L O G U E

O U T P U T

G R O U N D
C O N N E C T IO N

N o te s
(1 ) R a yc h e m  s p lic e
(2 )  T e rm in a l b o a rd  c o n n e c t io n

C O N T R O L  R O O M

그림 4.6 압력용기 냉각 압력 기기 루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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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능동 소자를 포함한 중요 회로 모델링에 의한 모의   

          실험의 새로운 진단과 주파수 분석 

    중대사고 환경조건에서 능동소자를 포함한 중요 계측기의 진단 방법의 일환으

로 새로운 주파수 분석법을 적용한 전자 회로 모의실험을 일부 수행하 다. 회로 

모의실험은 계측 기기가 비정상 판독값을 지시할 때 상세한 기기 진단 접근을 위한 

한 방법이다. 이 모의 실험은 중대사고 환경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징후를 가지는 

신호 및 회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회로 모의실험은 결정된 

대표 회로 유형에 대해서 수행되며, 진단 점검 목록도 검토하 다. 회로 모의실험을 

통하여 회로 진단은 회로의 오동작이나 손상이 됐을 경우 또는 지시값이 비정상 또

는 범위를 벋어날 경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등가회로는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를 함께 구성되어 보다 실제 회로 구성과 보다 유사하도록 모델화 

하 다. 또한 이들 등가회로의 출력 신호는 새로운 신호 진단 방법으로서 빠른 후

리어 주파수 분석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주파수 응답 특성의 특징 축출이 가능하

도록 신호 처리하 다.      

제 1절  4~20 ㎃ 아나로그 회로 모델링, 모의실험 및 평가

    루프의 설명 및 모의실험 모델링을 위해서 원자로 냉각 압력 회로는 4~20 ㎃ 

전류 루프의 대표적 회로가 된다. 유사한 계측기기 채널들은 차등 압력으로부터 유

도되는 수위 및 유속 측정을 포함한다. 다양한 종류의 기기 루프는 사고 환경에 의

한 물리적 강등의 가능성에 의해서 향을 받게 된다. 모의실험 모델과 루프에 대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압력용기 냉각 압력은 0 에서 최대 교정 압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4~20 ㎃ 측정 기기로부터 전류 출력을 압력 셀로부터 얻게 된다. 압력 셀의 

종류는 스트레인 게이지, 압전 셀, 캐패시턴스 셀 등이 있다. 선택된 셀은 초과 압

력 조건의 가능성과 센서 환경의 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압력용기의 

냉각 압력은 캐패시턴스 셀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 전송자 의 유형은 캐패시턴스 

브리지를 동작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30~40 ㎑ 신호를 발생한다. 각 압력 전송자의 

출력은 4~20 ㎃동작 범위에서 대략 3~30 ㎃ 범위 전류로서 표현된다. 4~20 ㎃ 전류 

루프는 발전소의 환경적인 전기장 잡음 때문에 전류 측정 회로를 더욱 선호하게 되

었다. 이 회로의 적절한 동작을 위한 중요 설계 요소는 발전소 접지 연결이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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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5.3 능동소자를 포함한 등가모델회로의 주파수 변환 두 종류 결과

  (5) 회로의 모델링을 통해서 압력 전송자는 케이블 회로와 수신회로를 연결하고  

동작이 설명된다. 출력 표시는 압력 전송자의 응답으로 나타나며, 이 응답은 주어진 

적절한 입력 전류 파형의 범위의 시간 정보를 포함한다. 압력 수신단의 아나로그 

출력은 최소 30ms 내에 전체 범위에서 300ms 간격, 30ms 주기에서 전송자의 최소

에서 최대 범위까지 압력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서 결정된다. 이것은 1㎐ 에서 10㎐ 

범위의 주파수 응답을 나타낸다. 전송자의 16㎃ 전류범위는 0에서 3000 psig로 나타

낸다. 예상된 수신단 응답은 저항 I/E 변환하는 전류 시간의 진폭에 해당하는 전압 

진폭으로 동일하게 하고, 구동 전류로서 동일한 모양을 갖는 출력 전압 파형이다. 

이 분석을 위해서 출력의 전압은 0.2V 에서 1.0 V 범위이다. 그림 5.3은 능동 소자

를 일부 포함하여 완성된 회로이다.  

표 5.1 입력 저항 R2의 변화에 따른 V1, V2 전압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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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C1(nF) R4(㏀) R5(K) R3 C2(uA) V1 V2

1 10000 33 1E+07 1E+07 0 0.01 0.984 0.191

2 1000 33 1E+07 1E+07 0 0.01 0.985 0.192

3 100 33 1E+07 1E+07 0 0.01 0.995 0.203

4 50 33 1E+07 1E+07 0 0.01 1.01 0.214

5 10 33 1E+07 1E+07 0 0.01 1.1 0.307

6 5 33 1E+07 1E+07 0 0.01 1.21 0.423

7 1 33 1E+07 1E+07 0 0.01 2.06 1.3

8 0.9 33 1E+07 1E+07 0 0.01 2.17 1.42

9 0.8 33 1E+07 1E+07 0 0.01 2.31 1.57

10 0.7 33 1E+07 1E+07 0 0.01 2.49 1.75

11 0.6 33 1E+07 1E+07 0 0.01 2.72 1.99

12 0.5 33 1E+07 1E+07 0 0.01 3.04 2.32

13 0.4 33 1E+07 1E+07 0 0.01 3.49 2.79

14 0.3 33 1E+07 1E+07 0 0.01 4.21 3.53

15 0.2 33 1E+07 1E+07 0 0.01 5.49 4.86

16 0.1 33 1E+07 1E+07 0 0.01 8.48 7.96

  - 실험 I : 모의실험 결과 1㏀ 이하에서는 출력 전압이 2V이상이 출력되고 특히 

최저 저항에 대한 부분이 1.3V이상으로 출력되고 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이 1.3V이

상 나타나는 경우는 이상 증후군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후 가정되는 시나리오는 

저항에 대한 부분이 열로 인하여 단락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때 출력 전압은 최

대 바이어스 전압이하로 출력된다. 표 5.1은 입력 저항 R2의 변화에 따른 V1, V2 

전압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다.

  - 실험 II : 모의실험에서는 저항의 변화와 더불어서 캐패시터를 변화시켜보았으

나, 출력 전압에 대해서는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캐패시터나 코일이 

수동회로에서는 시변신호에 대한 반응변화에는 관련이 되나 출력 직류에는 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력전압의 시간변화로서는 관찰이 어렵다. 단지 스케

일 이상으로 출력 전압이 나오기 이전 상태로서 1V-1.2V의 출력전압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캐패시터의 용량성을 측정하면 현재 원전에서 진행 상태를 유추할 수 있

는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표 5.2는 입력 저항 R2와 C1(nF)의 동시 변화에 

따른 V1, V2 전압 변화량을 나타낸다.

표 5.2 입력 저항 R2와 C1(nF)의 동시 변화에 따른 V1, V2 

전압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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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C1(nF) R4(㏀) R5(K) R3 C2(uA) V1 V2

1 10000 33 10000000 10000000 0.1 0.01 0.984 0.191

2 1000 33 10000000 10000000 0.1 0.01 0.985 0.192

3 100 33 10000000 10000000 0.1 0.01 0.995 0.203

4 50 33 10000000 10000000 0.1 0.01 1.01 0.214

5 10 33 10000000 10000000 0.1 0.01 1.1 0.307

6 5 33 10000000 10000000 0.1 0.01 1.21 0.423

7 1 33 10000000 10000000 0.1 0.01 2.06 1.3

1 10000 33 10000000 10000000 0.1 0.01 0.984 0.191

2 1000 0.2uF 10000000 10000000 0.1 0.01 0.985 0.192

3 100 0.4uF 10000000 10000000 0.1 0.01 0.995 0.203

4 50 0.6uF 10000000 10000000 0.1 0.01 1.01 0.214

5 10 0.8uF 10000000 10000000 0.1 0.01 1.1 0.307

6 5 1uF 10000000 10000000 0.1 0.01 1.21 0.423

7 1 1uF 10000000 10000000 0.1 0.01 2.06 1.3

   - 실험 III : 출력파형에서 우선적으로 검사되는 사항은 교류파형이 잡음으로서 

출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출력파형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하기 전까지는 다

른 잡음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주파수가 60Hz임을 분석하

고 이를 확인하면 다시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이때 측정부분은 차폐 부분을 측정해

야 하며, 또한 캐패시턴스에 대한 용량을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 다음그림은 출력에

서 60Hz의 잡음이 발생되고, 출력전압이 저하되고 타 장치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증

후군에 대해서 시간 및 주파수 분석을 병행하 다. 윈도우잉 취하지 않은 형태 주

파수 응답의 리플의 원인은 펄스형태로서 주기를 갖기 때문이다. 그림 5.4는 전류의 

스케일 변화에 대해서 3mA신호의 다양한 윈도함수 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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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a) 정상상태 주파수 응답      

그림 5.4(b) 윈도우잉 취하지 않은 형태 주파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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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c)로그 스케일로 측정     

그림 5.4(d) Hanning Window 로그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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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e) 전류의 스케일 변화에 대해서 3mA의 전류 

진폭인 경우   

  

그림 5.4(f) 전류의 스케일 변화에 3mA의 전류 진폭의 주파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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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g) 전류의 스케일 변화에 대해서 로그 스케일  3mA의 

 전류 진폭의 Hanning 윈도       

       

그림 5.4(h) 전류의 스케일 변화에 3mA의 전류 진폭의 

윈도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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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i) 전류의 스케일 변화에 대해서  3mA의 전류 진폭의

 Hanning 윈도 로그 스케일

   - 실험 IV : R3 변화량에 따른 출력 파형의 전압 감소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200mV이하의 출력이 나타날 경우 의심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가정된  파

형의 형태가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파형변화를 기

계적으로 감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mV이하의 전압이 감지될 경우,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100k옴 이상이 측정되면 상황을 의심할 수 있다. 표 5.3은 R3 변화량에 

따른 출력 파형의 전압이 감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5는 R3 변화량에 따른 

출력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표 5.3 R3 변화량에 따른 출력 파형의 전압이 감소량  

R2 C1(1uF) R4(㏀) R5(㏀) R3 C2(uF)

1 10000 1uF 10k 10k 0.1 1

2 10000 1uF 10k 10k 1k 1

3 10000 1uF 10k 10k 10k 1

4 10000 1uF 10k 10k 20k 1

5 10000 1uF 10k 10k 50k 1

6 10000 1uF 10k 10k 100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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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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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5.5 R3 변화량에 따른 출력 파형

   - 실험 V : 가장 복잡한 형태로서 가정된 파형의 특성 분석이 가장 어려운 형태

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정된 형태는 파형이 스파이크성 잡음이 발생된 경우를 가

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파이크성 잡음의 특성은 규칙성을 갖고 있다면, 스펙트럼 분

석을 통하여 이상 현상을 감지 할 수 있으나, 불규칙적인 신호인 경우에는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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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는 그림 5.6에서와 같이 

고주파수대역에서 파워스펙트럼의 도를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평가가 어렵다. 참

고로 이러한 스파이크성 잡음이 나타나게 된다면, 보조적으로 필터를 사용하거나 

기타 접지연결부분을 개방시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5.6 (a)는 스파이크성 잡음의 

신호 특성이고 (b),(c)는 스펙트럼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a)                 

(b)



- 55 -

(c)

그림 5.6 (a) 스파이크성 잡음의 신호 특성 (b),(c) 스펙트럼 분석

   - 모의실험 결과분석 : 실험에서는 6개의 단순화된 모델에서 각 성분을 가변 시

키면서 출력 특성 곡선의 변화를 분석하 다. 저항성분의 변화는 출력되는 부분에

서 직류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상 증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

한 변화는 최종적인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중간과정에서는 발견하기가 곤란하

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터의 변화를 같이 관찰한다면 보다 정 한 원

전의 상태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측정된 신호의 분석

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 가지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대

사고인 경우 순차적이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의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여 순차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시뮬레이션에 적용한다

면 출력파형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방법과 대처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 2 절 신호 분석 결과 

    중대사고 환경조건에서 능동소자를 포함한 중요 계측기의 새로운 진단 방법으

로서 주파수 분석법을 모의실험에 적용하 다. 이 모의 실험은 중대사고 환경 조건

으로부터 다양한 징후를 가지는 신호 및 회로 특성을 조사하여 유용성 확인을 하

다. 회로 모의실험은 결정된 대표 회로 유형에 대해서 일부 수행되었으며, 진단 점

검 목록도 함께 검토하 다. 회로 모의실험을 통하여 회로 진단은 회로의 오동작이

나 손상이 됐을 경우 또는 지시값이 비정상 또는 정상 범위를 벋어날 경우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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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들 등가회로는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를 함께 구성되어 

보다 실제 회로 구성과 유사하도록 모델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등가회로의 출

력 신호는 새로운 신호 진단 방법인 빠른 후리어 주파수 분석을 적용하여 실시간 

주파수 응답 특성의 특징 축출이 가능하도록 신호 처리하 다. 또한 이미 검토된 

모의 실험기는 회로가 사고 향에 따라서 손상된 불안정 조건에 대한 진단 로직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ASSA 모듈 설계 및 모의실험 

제 1  절   개 요

    사고관리 규제 및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 계획에서 사용자에 대한 사고 

관리계획의 중요 요소로서 기기의 생존성 평가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발전소 계측

기 생존성 평가를 위해서 개발된 방법론은 중대사고 환경 조건에서 일부 계측기기

의 생존성 평가 결과가 불만족하게 나타났다. 이 경우에 계측기기의 성능을 입증하

기 위한 3 단계  절차로서 또 따른 대체 방법인 계산 지원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계산지원 방법은 사고 환경 조건에 따른 계측회로를 모델링하고, 이 모델링의 

모의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조건의 출력 지시 값을 얻게 되며, 이때 출력 신호의 이

상 신호를 분석하여 회로의 주요 환경 향 상태를 유추 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델

링에 의한 등가회로의 모의실험은 계측 기기가 비정상 판독 값을 지시할 때 기기회

로 요소의 변화량으로 얻게 된다. 이때 계측기 생존의 설계기준 범위는 환경의 물

리적 변화량으로서, 이들 변화량은 일부 설정된 전기회로 저항-코일-콘덴서 소자의 

변화 값과 불필요한 잡음 신호의 발생으로 나타난다. 이들 전기 소자들 값의 변화

는 계측기 출력의 변화량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변화관계를 이용한 모의 회로실험을 통하여 중대사

고 환경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비정상 징후를 가지는 출력 지시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현장의 회로 특성을 감시하고 진단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코자 한다. 차후

에 원전기기의 성능 평가를 위한 모의 진단 회로 개발 툴을 개발하 다. 

제 2 절  계측기 진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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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기기가 사고 환경조건에서 기능을 상실했을 때  기기의 강등조건에서 오

동작 기기 진단은11단계 처리 절차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처리 절차는 회로의 

간접방법 또는 직접방법인 여유 기기 채널을 적용한다. 또한 5 단계의 동작 지원 

절차는 진단 조치와 보조 측정 방법이 있으며, 계측기기의 판독이 의심스럽거나 망

실되었을 때 적용된다. 이때 5단계 유형 중 4 단계로서 회로 진단은 지시값이 비정

상 또는 벋어날 경우, 회로가 기능의 상실, 손상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의 

회로 실험 방법을 적용한다. 

1)  모의실험의 신호 양상 

모의실험은 중대사고 환경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징후를 가지는 신호 양상과 잡음 

양상을 포함한다.

2) 회로 소자 기능 손상 

회로 모의실험은 중요한 대표 회로 유형에 대해서 수행되며, 회로 모의실험을 통

하여 회로의 진단은 회로 소자의 손상으로 지시값이 비정상 또는 상하한 값 범위를 

벋어날 경우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때 기기 회로는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로를 모델화 하고 시험된다. 기기 회로의 환경에 따른 강등 조건은 기기 회로 모

델의 소자값을 수정 또는 가변하여 얻게 된다. 회로의 강등 조건을 진단 점검 하기 

위해서 모의 기기 회로의 응답 특성을 분석한다. 회로 모의실험은 그 조건으로부터 

기기루프의 강등 또는 손실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얻게 된다.

 

3) 잡음과 잡음여파 

계측기기 등가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단계는 고온 조건에서 RC회로의 잡음 특성

을 분석하여 계측기기의 손상 요인을 점검 한다. 환경조건에서 계측 회로는 회로 

요소들의 기능의 강등과 외부 잡음신호에 방해를 받게 된다. 회로 요소들의 기능이 

강등됨에 따라서 그 원인 분석을 위해서 원전의 계측기기의 루프 회로에 대한 입력

단인 센서단과 전송회로단과 출력신호 검출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회로 특성을 분

석하고 전체 회로망으로 합성하 다. 이들 등가 회로부터 원전의 사고 환경에 따른 

신호 대 잡음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파수 역의 후리어 변환을 통하여 잡음 역을 

측정과, 그 잡음 역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한 임펄스 응답 여파기를 설계하여 개

선된 신호 대 잡음비를 얻었으며, 또한 회로 소자 기능의 강등에 따른 왜율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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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입력 캐패시턴스 소자와 순수저항 소자의 변화에 따라 신호를 복원하 다. 

전원의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원치 않는 전기신호는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간섭이

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잡음으로 분류한다. 인공적인 간섭은 60Hz 일반 전원잡음

과 열잡음으로 구분하 다. 

제 3 절 모의 진단 실험기 

1) 모의   실험기  구성도

  모의 실험 구성도는 PSpice 코드를 이용한 와 LabVIEW  코드 사용 코드로 링

크되어 PSpice 코드를 이용한의 cds 파일은 LabVIEW  코드에서 다시 신호를 편집

하고 신호 파형 데이터는 유한 임펄스 응답 처리를 위한 유한 임펄스 응답 여파기

와 주파수 역 변환을 위해서 FFT 하 다. 그림 6.1은 모의실험을 단계를 나타내

는 LabVIEW  코드 프로그램 신호처리 순서도 이다.

Pspice

Labview 

csd 파일로 데이터 생성

Csd file Signal data Re-sampling 

WaveForm Data

FFTFIR Fillter 

그림 6.1 LabVIEW  코드 프로그램 신호처리 순서도

2) LabVIEW  툴  코드 모의실험 출력 패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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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출력 신호인 출력 패턴 신호의 구분성은 4종류의 대표성 신호 패턴을 나

타 내고 있다. 그림 6.2는 상한값 무변화 신호 패턴의 LabVIEW  코드 출력이고, 

그림 6.3은 60 Hz  잡음 신호 패턴의 LabVIEW  코드 출력이다. 

 

그림 6.2 상한값 무변화 신호 패턴의 LabVIEW  코드 출력

그림 6.3 60 Hz  잡음 신호 패턴의 LabVIEW  코드 출력

그림 6.2에서 펄스의 진폭은 0.2 ~1.0 V 값으로서 나타난다. 그림 6.3의 잡음원의 

유형은 60 ㎐ 접지 전위 차 잡음으로서 회로 내부의 전압 유도 잡음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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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접지 전위차 잡음은 접지 단에 직렬로 놓으며, 보통 10 V 가 사용된다. 또 

다른 입력 전압원은 1㎲ 상승 및 하강 시간을 가지는 수십 V 전압 스파이크이며, 

그림 6.4 CHs 실시간 신호 진단 분석 모의 실험기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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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실시간 신호 개선 모의 실험기의 화면

  여파기능으로서 결합 캐패시턴스를 사용하여 스파이크는 5 ㎲ 대역폭에 약 8 V

가 되었다. 그 밖의 잡음의 유형은 자기 유도이다. 신호 루프 내에 스파이크는 기기

의 루프에서 접지 전류 서지 확장에 의해서 원인이 된다. 이 잡음은 케이블이 접지 

연결까지 열린 차폐의 강등 조건일 때 또는 회로 루프의 차폐에 의해서 나타난다. 

3)      4  채널 모의   실험  기 의   사양

    모의 실험기는 준 실시간 신호 진단 분석 프로그램과 4채널. 프로그램 인터페

이스 화면의 기능을 가진다. 그림 6.4는 4채널 실시간 신호 진단 분석 모의 실험기

의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6.5는 여파기능을 가지는 신호 개선 모의 실험기의 화면

을 나타내고 있다.

  - 입력파형 그래프 표시(오실로스코프 기능)

  - 빠른 주파수변환과 역 빠른 주파수변환(변환스펙트럼 분석기 기능)

  - 직류 RMS값 표시(멀티미터 기능)

  - 각종 여파기 구현 : 저역, 고역, 대역, 대역 제거, 등. 기능)

  - 상, 하한값 레벨 측정: 경고 메시지 발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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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기본 설계 사고의 범위를 벋어난 중대사고 조건에서 계측기 생존성 평가 기술

의 한계를 벋어난 오류기능 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 방안으로 PSpice 코드를 이용한

과 LabVIEW  코드 코드를 이용하여 모의 회로기를 개발하 다. 이 모의 회로기의 

특징은 중대사고 환경조건에서 현장 모의실험이 가능한 툴로서 회로 요소의 강등 

상태와 불필요한 잡음을 손쉽게 분석 할 수 있다.이 모의실험에서 대표적인 유형인 

두 종류의 오류 신호패턴 적용하여 개선된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차후 이 모의 실험기의 확장 기술은 현장의 원전 기기를 진단하는데 실시간 적

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계측기기의 회로 성능의 강등과 신호의 왜곡 현상으로부

터 신호 복원 및 보완의 기술이 함께 개발될 수 있다. 그밖에 원전의 모호한 신호

를 진단하고 복원하는 보완기술은 새로운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의 발달로서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 PSpice 코드를 이용한 회로 모델링을 통하여 LabVIEW  코드 툴을 이용한 계

측기 성능 평가를 위 한 방법론 구축과 Simulator 개발  

 

     •  LabVIEW  코드 코드에서 사고 환경에 따른 비정상 신호 패턴 증후군의   

        데이터베이스

     •  원전 계측기 생존성 평가의 방법론을 적용한 실시간 컴퓨터 모의 평가와  

         진단 시스템 개발의 초기 단계 

     •  저역통과 여파기를 적용하여 입력파형 에러성 진동 신호를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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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ASSA 모듈의 설계 및 신호처리 

1)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와 성능 개선 

    SECY 88-147 “중대사고 이슈의 종결 통합 계획”과 함께 중대사고 연구의 종료 

단계로서 사고관리 대처 능력의 개선과 입증을 위한 유용한 정보 및 방법론 개발로

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동안에 발전소 기기들의 정확한 해석이 요구되었고, SECY 

89-012 “사고관리 규제 및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 계획”에서 원자력 규제위

원회(NRC)는 사용자에 대한 사고 관리계획의 중요 요소로서 기기의 생존성 평가가 

요구하게 되었다.[Fauske and Asscites, 1992] 일반적으로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절

차는 MAAP-4 코드 해석으로부터 원자로 내부의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환경함수

를 얻게 되며, 이들 데이터는 사고 위치에 따라 정보를 얻은 후 계측기기의 환경 

인자인 내구성 사양데이터/EQ 범주/계측의 최대 범위 값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두 비교 절차에 따라 환경조건 인자에 불만족하게 되는 기기는 그 환경 인자 

향에 따른 모델링 회로의 주요 수동 소자에 향을 줌으로 비정상 양상으로 나타

나게 된다.[C. A. Neign 외, 1993]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결과 불만족 기기에 대한 사고 대처방안으로 계측기기 

성능평가 및 개선 기술이 함께 요구되었으며,[A. J. 외, 1993, D. T. Fural, 1985] 이 

기술의 주요 연구 적용은 환경함수인 온도에 따른 계측기기 회로의 향을 평가하

는 것이다. 계측기기 등가 회로에 미치는 초과 온도의 향은 비정상의 오류 신호

를 발생시키게 되며 비정상 신호의 분석기술을 통하여 신호 처리 및 신호 분석/진

단을 하게 된다. 이때 환경인자 온도의 향에 따라서 모델링 회로로 부터 발생되

는 비정상 신호의 양상은 정상 신호 양상과 비교하여 변형된 정보를 얻게 되며, 변

형된 정보는 약속된 기준 펄스를 사용하여 회로의 입력으로 통과시켜 일그러진 비

정상 출력의 신호를 분석하게 된다.[C. A. Negin, 1993, K. M. Koo, 2006] 

    환경인자 온도의 향에 따라서 모델링 회로로 부터 발생되는 비정상 출력의 

신호와 입력의 정상 출력의 비교분석기술은 표준 입력 펄스의 parameter와 출력의 

변형된 parameter를 비교하는 기본 단계로서의 기술과 시간 역에 분석이 어려운 

잡음 패턴과 과도 링깅 함수 패턴들은 주파수 역으로 변환하여 변화량을 용이하

게 얻게 되며, 이들 왜곡된 정보들의 정량적 분석 통해서 개선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K. M. Koo, 2003] 

    본 설계의 범위는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역으로 부터 계측기기 성능 평가/개

선 역의 범위로 선정하 다. 이때 등가회로에 환경함수 적용 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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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ice/Multi-SIM 코드를 사용하게 되며 등가회로에서 출력된 비정상 역의 신호 

분석/개선의 기능은 LabVIEW 코드로서 PSpice 코드+LabVIEW 코드 결과와  

Multi-SIM 코드+LabVIEW 코드 결과의 비교 검토하고, 두 코드 결과와 실제회로

(H/W 회로)와 비교 검토 병행되며, 또한 이들 두 코드의 일원화 명령 체계(One 

order code system)의 준 실시간 처리 및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링크(Link)된 총체

적 상기의 기능을 가지는 ASSA(Abnormal Signal Simulation Analyzer) 시스템을 

개발하 다[K. M. Koo, 2006]. 

    ASSA 시스템에 대한 관련논문과 ASSA의 사용자 매뉴얼을 부록 B에 함께 첨

부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계측기 생존성 평가 및 성능개선 연구의 단계는 사고관리 

전략 및 절차개발을 위한 주요 계측인자(parameter)를 선정하여, 그 기기의 생존성

을 평가하는(1단계), 중대사고 조건에서 비정상 상태의 신호처리를 적용하여 계측기

의 상태를 평가, 분석/진단하는(2단계),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성

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신호 복원기술을 적용하는(3단계)의 연구 형태의 절차

를 취하 다.  

1단계: 중대사고 계측기기의 선정 및 생존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제시(정보 필

요, 환경 및 처리조건, 계측기기 평가 및 대체 방법 제시)

2단계: 중대사고 환경 조건에 따른 중요기기의 성능 평가를 위한 회로 (모의 실

험기 개발 및 진단방법 개발/모의실험 결과 현장 활용성 제시)

3단계: 새로운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Off-Line 모의실험을 수행 (중대사고 조

건에서 계측기기의 성능 개선)

    일반적으로 원전의 격납 건물 내에서는 직접적인 열에 의한 중대사고, 설계 기

준 사고 또는 공기 냉각 장치의 손실 사고 등에 의해서 고온의 열이 발생한다. 이

와 같은 고온 상태의 열전달은 격납 용기 내부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줄 뿐만 아

니라 계측기 회로에도 직접, 간접으로 향을 주게 된다. 이들 향에 의한 계기 회

로의 물리적 변화는 불완전한 전이 상태를 거쳐서 극한 상태인 개회로, 접지 혹은 

단락 회로 등을 만들게 되는데, 기기 환경 조건(EQ)과 설계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서 과도 상태의 비정상 신호에 의한 오류 정보의 유입 가능성이 있고, 상기 오류 

정보에 기인하는 판단 오류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원전 중대사고 고온도 환경에 

기인하는 계측기의 물리적 변화에 따라 회로 소자의 강등 조건하에서 과도 상태 신

호해석 기술을 통해 이들 출력의 오류 정보로부터 고장 회로의 원인을 정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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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 및 분석 장치가 요구되었다.[A. J. Horn 외, 1993]

    상기 문제 인식과 더불어, TMI(Three Mile Island) 사고 이후 제정된 SECY 

89-012  “사고관리 규제 및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 계획” 요구 절차에 따라 

계측기기의 생존성 평가와 그 결과 불만족 기기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 대처 방안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고 대처 방안으로 제시된 결과물들은 

PSpice의 단순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서 환경 조건에 따른 일부 계측기기 등가회로

의 오류 점검을 기술한 미국 전력연구소(EPRI)의 연구 결과와 상기 보고서에서 기

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의 제시 정도로 제한되었다.

2) ASSA 개발 범위

    본 연구의 개발 범위는 온도환경 향 평가에서 불만족 된 4∼20mA 계측기에 

대하여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한 후 비정상 신호 분석을 통하여 오류 원인의 파악 

및 개선이 가능한 PC 베이스 모의 등가회로에 포지티브(positive) 및 네가티브

(negative) 펄스파(pulse)로 부터 과도상태 신호분석/진단 및 신호개선이 가능한 전

용 모듈로 개발하 다.[K. M. Koo 외. 2005]

    상기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도환경 향 평가에서 불만족 한 4∼

20mA 계측기에 대한 신호분석/진단 장치로서, 상기 계측기의 모의 등가회로 구성

이 가능하고 포지티브(positive) 및 네거티브 펄스파를 입력하여 출력신호를 얻게 

되는 PSpice/MultiSIM 엔진 모듈과 상기 PSpice/MultiSIM 엔진 모듈로부터 출력된 

출력 신호를 입력받아 분석하는 LabVIEW 분석 모듈 및 상기 PSpice/MultiSIM 엔

진 모듈과 LabVIEW 분석 모듈을 연동하는 시스템 연계 모듈을 포함하는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기를 설계/제작하 다.[ K. M. Koo 외, 2006] 

    본 연구는 4∼20mA 계측기에 대한 신호분석방법으로서, 상기 계측기의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하는 제1단계, 상기 등가회로에 포지티브(positive) 및 네거티브

(negative) 펄스파를 입력하여 출력신호를 얻는 제2단계, 상기 제2단계로부터 출력

된 출력 신호를 입력받아 분석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이 가

능한 방법 절차를 개발하 다.

(1) 중요 모델 및 모듈의 구성 

   본 연구는 상기에서 기술한 기술적 범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도환경 

향 평가에서 불만족 된 4∼20mA 계측기에 대한 신호분석기로서, 상기 계측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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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등가회로 구성이 가능하고 포지티브(positive) 및 네거티브 펄스파를 입력하여 

출력신호를 얻는 PSpice/MultiSIM 엔진 모듈과, 상기 PSpice/MultiSIM 엔진 모듈

로부터 출력된 출력 신호를 입력받아 분석하는 LabVIEW 분석 모듈 및 상기 

PSpice/MultiSIM 엔진 모듈과 LabVIEW 분석 모듈을 연동하는 시스템 연계 모듈

을 포함한다. 더블어, 상기 시스템 연계 모듈은 일체형 코드 명령(one body code 

order) 체계를 갖게 된다. 또한, 상기 MultiSIM 엔진 모듈과 LabVIEW 분석 모듈에 

연계되는 회로 구성 및 테스트 엔진과 신호 분석 코드는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상

기 PSpice/ MultiSIM 엔진 모듈은 온도 변화량에 따른 등가회로 시정수의 변화량 

추산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PSpice/MultiSIM 엔진 모듈은 시

정수 변화량에 따른 소자 변화량 추산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PSpice/MultiSIM 엔진 모듈은 소자 변화량에 따른 계측기기 사고 조건 분석 기능

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블어, 상기 LabVIEW 분석 모듈은 생존성 평가 방법

론 결과에 따른 비정상 조건 계측기기 분류 및 평가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LabVIEW 분석 모듈은 신호처리 결과 입증(validation)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

하다. 더불어, 상기 LabVIEW 분석 모듈은 현장 계기와 접속 가능한 LabVIEW 입

출력 접속(I/O interface)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신호분석기는 과도

상태인 비정상 신호를 정상상태 신호로 복원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 첨부된 도면으로서, 그림 6.7은 본 연구의 비정상 모의 등가회로 모

의 신호분석 흐름/설계도이고, 그림 6.8은 비정상 모의 등가회로의 

PSpice/MultiSIM 엔진 코드와 LabVIEW 분석 코드를 연동한 신호분석기 구성도이

며, 그림 6.9는 MultiSIM 엔진 코드의 등가 회로 구성도를 나타내고, 그림 6.10은 

LabVIEW 분석 코드의 입력 변수와 출력 신호를 표시한다. 또한, 그림 6.11은 

PSpice/MultiSIM 엔진 코드와 LabVIEW 분석 코드의 연계한 모듈 실행 예시도이

고, 그림 6.12는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전류 변화 특성 곡선이며, 그림 6.3은 본 

연구의 신호분석기 데이터 흐름도이다. 그림 6.4는 본 연구의 ASSA 신호분석기의 

초기화면 예시도를 표시하고, 그림 6.5는 MultiSIM 엔진 모듈 전체도 및 입출력 화

면 예시도를 나타낸다. 그림 6.5(a)는 전체 예시도, 그림 6.5(b)는 입력 펄스 발생 장

치, 그림 6.5(c)는 출력 신호 분석 및 평가용 오실로 스코프, 그림 6.5(d)는 출력 신

호의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량으로 변환 기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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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비정상 신호 모의 등가회로 신호분석 흐름/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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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비정상 모의 등가회로 연계 역 구성도

그림 6.9 MultiSIM 엔진 코드의 등가 회로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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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LabVIEW 분석 코드의 입력 변수와 출력 신호 구성도

그림 6.11 시스템 연계 모듈 실행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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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전류 변화 특성 곡선

그림 6.13 신호분석기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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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본 연구의 신호분석기의 초기화면 예시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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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그림 6.15 MultiSIM 엔진 모듈 및 입출력 화면 예시도

(a) 전체도 (b) 입력 펄스 발생기 

(c) 출력단의 신호 측정/분석하는 오실로스코프 장치 

(d) 출력 신호의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량으로 변환 기능

  

 

    본 연구에 따른 PC 베이스 모의 등가회로의 네가티브(negative) 펄스파(pulse) 

과도상태 신호분석 방법 및 신호분석기를 그림 6.11 내지 그림 6.15를 통해 자세히 

설명한다. 본 연구의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기는 PSpice/MultiSIM 엔진 코드, 

LabVIEW 분석 코드 및 상기 PSpice/MultiSIM 엔진 코드와 LabVIEW 분석 코드

를 연동하는 것으로서 일체형 코드 명령(one body code order) 체계를 갖는 시스템 

연계 모듈로 구성된다. PSpice/MultiSIM 엔진 모듈은 온도 환경 향 평가에 불만

족 하는 4∼20mA 계측기를 모의 등가회로를 모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PSpice의 단순 기능을 적용하는 미국 전력연구소의 시도와는 달

리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PSpice/MultiSIM 상용 엔진 코드를 동시에 이용한다. 

PSpice/MultiSIM은 CAD 프로그램으로서 원하는 회로를 설계한 후, 이를 실시간 

모드로 시뮬레이션 하여 회로의 동작 여부 및 상태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된다. 이

들 코드들의 등가회로의 설계 기능은 PCB 데이터로 옮겨 PCB를 제작하면 거의 오

류 없는 제품을 짧은 시간 내에 제작할 수 있는 상용 엔진이다. 또한, 

PSpice/MultiSIM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가의 계측장비를 가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루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 

    해당 계측기 등가회로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저항, 코일, 콘덴서 등의 수동소자

와 다이오드 등이며, 이들 소자들은 고온도 향 변화에 따라 소자의 고유 변화량

에 의해서 오류 정보인 비정상 신호를 유도한다. 환경의 물리적 변화에 따른 신호 

분석을 위하여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 회로의 출력신호인 과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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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추후 설명하는 LabVIEW 분석 모듈로 전달(import) 된다. 

그림 6.15(a)는 MultiSIM 엔진 모듈을 이용하여 비정상 상태로 예상되는 계측기를 

등가회로로 구성한 것이다. 그림 6.1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단에는 입력파 발

생기가 부여되고, 출력단에는 오실로스코프가 모사되어 있어 실제기능과 동일한 테

스트 펄스의 입력 및 출력 파형의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6.15(b)는 본 연구의 신호

분석기 중 MultiSIM 엔진 모듈에 구비되는 부속 화면으로서 소자 정보와 출력신호

의 출력 예를 표시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소자 정보와 출력신호를 동시에 표시

하게 되므로 일목요연한 분석이 가능하다.

(2) ASSA 신호처리 시행 및 예

    본 연구에서는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하고 과도 상태의 응답 특성을 분석하는 

툴로서 MultiSIM 상용 엔진을 언급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

며, 상기 상용 엔진은 좀 더 유용하고 편리하며 정확한 엔진이 시중에 출시되는 경

우 업그레이드(대체)될 수 있다. 상기 MultiSIM 엔진 모듈에는 도출된 결과의 정확

성 검증을 위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상용 엔진으로서 MultiSIM 뿐만 아니라 기존

의 PSpice 코드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LabVIEW 분석 모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LabVIEW 분석 모

듈은 이전 절에 그림 6.14와 그림 6.15(a)에 도시한 바와 같이 MultiSIM 엔진 모듈

과 입출력이 연계되어 상호 연동 되도록 구성된다. 즉, MultiSIM 엔진 모듈에서 분

석된 과도 신호 정보 및 분석 사항이 LabVIEW 분석 모듈로 자동적으로 전달되도

록 되어 있다. 그림 6.16은 LabView 코드의 신호처리 흐름도를 나타내며, 

LabVIEW 분석 모듈은 디지털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모듈로서, 다음의 기능을 포

함한다. 

생존성 평가 방법론 결과에 따른 비정상 조건 계측기기 분류 및 평가 기능 

신호처리 결과 입증(validation) 기능 

현장 계기와 접속이 가능한 LabVIEW 입출력 접속(I/O interface) 기능

비정상 조건 계측기기 분류 및 평가 기능은 MAAP-4 코드에 의한 환경 계산 

결과와 계측기기 EQ 데이터를 비교하여 정상상태(즉, OK 상태)와 비정상 상태

(즉, Fail 상태)를 구분하는 로직을 포함하고, 그 로직 결과에 따라 오류 계기를 

선별하는 List-up 기능

LabVIEW 분석 모듈의 입출력 접속 기능을 설명한다. 상기 접속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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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VIEW 상용 코드를 이용하여 현장계기와 본 연구의 PC 베이스 모듈과 접속

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원전 현장에 방문하여 Demo를 통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며, 신호분석기를 즉각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

능도 포함한다. 상기 LabVIEW 분석 모듈의 입출력 접속 기능

    다음으로 그림 6.7과 그림 6.10 함께 참조하여 LabVIEW 분석 모듈의 신호 처

리 단을 설명한다. Multi-SIM 코드로부터 얻은 비정상 신호는 개선된 신호분석의 

적용을 위해서 LabVIEW 코드의 신호 처리 단에 전송되어 5단계 신호처리를 거치

고 그 응답 분석은 시간 응답과 주파수 응답 출력으로 구분하여 표시된다. 이때 비

정상 펄스파 신호의 출력은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다음 신호처리 단계를 거친다.

신호처리 1단계 기능 : 정상 신호의 분류, 환경(온도) 향에 따른 정상 펄스 신

호 응답 분석

신호처리 2단계 기능 : 비정상 신호 분석, 환경(온도) 향에 따른 변형된 비정

상 펄스 신호 응답 분석

신호처리 3단계 기능 : 잡음 신호의 정량적 개선 (신호 개선 여파 기능 적용)

신호처리 4단계 기능 : 비정상 펄스 신호의 복원 (정상 펄스 신호에 접근한 신호 

개선 알고리즘 적용한 복원 기능)

신호처리 5단계 기능 : 비정상 신호의 진단

    여기서 상기 신호처리 3단계와 4단계를 처리한 후 계기의 오류 진단은 다음 6

종류로서 분류된다.

상향지시(Up scale) (예 : RLC 회로 소자 Shorted) 

하향지시(Down scale) (예 : RLC 회로 소자 Opened)

예상보다 높은 상향지시(Higher) (예 : RLC 회로 Impedance 감 가변)

예상보다 낮은 하향지시(Lower) (예 : RLC 회로 Impedance 증 가변)  

초과 변화(Varying Excessively) : 저(Low) 와 고(High) 범위의 초과 진동 (예 : 

회로 L-C 발진, 60Hz 잡음 향 )  

불 변화(Unchanging) : 다양한 물리적 조건 또는 병렬 기기 변화에 불변 상태

(예 : RLC 회로 Impedance 초과 증감 가변에 따른 무응답 조건 유도)

    그림 6.10에서 상기 단계들은 입출력 특성을 한 화면에 동시에 디스플레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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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그 결과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요약 정리된다. 또한, 상기 요약된 결과는 

출력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원전 현장에서의 실제 신호 분석에 응

용된다.

    부가적으로 상기 LabVIEW 분석 모듈에는 짧은 전기오류 신호 특성과 MAAP 

환경의 긴 지속시간 신호 특성과를 연계한 상관성의 출력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상관성 출력 기능은 임의 시간 역에서 두 신호를 합(SUM)할 수 있는 기능

으로서, 중대사고 조건의 출력 신호(비정상 신호), 보정된 신호, 정상 신호(MAAP 

신호) 출력을 한 시간 축에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림 6.7은 임

의 시간 역에서 두 신호를 합(SUM)할 수 있는 기능의 출력 신호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그림 6.7 및 그림 6.11을 참조하여 시스템 연계 모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시스템 연계 모듈은 상기 MultiSIM 엔진 모듈과 LabVIEW 분석 모듈을 

연동하는 것으로서 일체형 코드 명령(one body code order) 체계를 갖는 것이 특징

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K. M. Koo 외, 2004]에 상세히 기술하 다. 시

스템 연계 모듈에서 상기 상용 엔진 또는 툴(tool) 들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상기 엔진 모듈과 분석 모듈이 용이하게 변경 혹은 대체될 수 있다. 그림 6.11

은 시스템 연계 모듈의 시스템 연동 실행 체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상기 방식에 의해 일체형 코드 명령의 안정된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즉, 센서단, 

케이블단, 수신단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MultiSIM 엔진 모듈과 LabVIEW 분석 

모듈간의 결합 용이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며, 준 실시간 처리를 위한 모의 

계산 및 분석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시스템 연계 모듈은 등가 모델 소자 

및 실제 상황 소자와 연계한 온도 의존성 특성 곡선의 비교 기능 및 네거티브 펄스 

신호를 적용한 오류 양상 변화량 측정 기능을 구비한다. 

    그림 6.12의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전류 변화 특성 곡선을 참조하고, 등가 

모델 소자 및 실제 상황 소자와 연계한 온도 의존성 특성 곡선의 비교 기능은 등가 

모델에서의 회로 구성요소를 온도에 대해 변화하는 값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

제 회로 구성요소에 대한 온도 변화량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온도 특성 곡선을 

LabVIEW 프로그램에 내장시켜 특성곡선과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네거티브 

펄스 신호를 적용한 오류 양상 변화량 측정 기능은 네거티브 펄스파 양상의 측정 

인수의 계측 정보를 적용한 회로의 온도 특성 분석 기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설명된 본 연구의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기에 의해 원전 중대사고 환

경에서 계측기 4∼20mA에 대한 등가회로를 Multi-SIM 코드로 모의하고, 입력의 

기준 신호인 네거티브 펄스파를 이용하여 회로의 구성원인 수동 소자의 온도 향

에 따라서 오류 정보인 출력의 비정상 신호의 시정수를 LabVIEW 코드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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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계측기기 출력의 과도 상태의 신호 양상을 추적하기 위하여 회로 소자에 미치

는 온도 향의 관계식을 유도하고, 과도 상태인 비정상 신호를 정상 상태의 신호

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기 신호분석기는 현장 상황에 용이하게 

접속 가능한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바, 발전소 현장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가 가

능하다.

    본 연구의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기의 사용 방법 혹은 신호분석 방법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의 예를 들기로 한다. 그림 6.14는 본 연구의 

신호분석기 입출력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초기 화면이다. 그림 6.1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본 연구의 신호분석기는 실제 원전 격납 건물 내를 모사하여 구성되어 있

으며, 필요한 경우 분석에 필요한 분석 변수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호분석기는 원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용 PC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 간단

한 절차에 따라 인스톨 및 즉각적 사용이 가능하다. 비정상 신호 발생 및 분석 툴 

버튼 들이 일목요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상기 버튼의 클릭에 의해 각종 모듈이 업

로드 된다. 

    그림 6.15(a)는 MultiSIM 엔진 모듈을 이용한 4~20mA 계측기 모의 등가회로의 

구성 실시 예를 보이는 도면이다. 그림 6.1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 대상 계측

기를 모사할 수 있도록 저항, 코일, 콘덴서의 수동소자 및 다이오드 등에 의해 회로

도가 구성되었다. 상기 등가회로에는 입력단에 그림 6.15(b)와 같은 입력파 발생기

가 포함된다. 또한, 출력단에는 그림 6.15(c)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오실로스코프가 

모사되어 추가된다. 상기 입력파 발생기를 통해 다양한 형태 및 특성의 네거티브 

펄스파 입력이 가능하고, 상기 입력된 펄스파에 의한 회로도의 출력이 오실로스코

프에 의해 관찰된다. 물론, 상기 출력파는 그 결과가 자동으로 LabVIEW 분석 모듈

로 전달된다. 

    그림 6.15(a), (b)에 개시된 입력단에 약속된 기준 네가티브 펄스를 가해준다. 

설계된 4∼20mA 압력 기기 모의 등가회로에서 정상 소자가 R1, R2, R3, R4, C1, 

C2 소자 일 때, 네거티브 출력 펄스의 파라메터를 오실로스코프에서 계측한다. 네거

티브 펄스의 파라메터로는 전압 진폭 변화량, 펄스의 하강 시간(Rising time), 펄스

의 대역폭(Bandwidth), 상승시간(Rising time), 펄스의 진폭 변화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4∼20mA 압력 기기 모의 등가회로 입력단 소자인 R1, R2, R3, R4, 

C1, C2 소자 중 하나를 선정하여 각각의 소자 변화량에 따른 출력의 네거티브 펄스

파의 변형 파라메터를 오실로스코프로 계측한다. 상기 소자 변화량에 대한 출력의 

네거티브 펄스파의 변화량은 그림 6.18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한다. 상기 그림 6.18

에서는 등가회로의 수동소자 중 하나인 R3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예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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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상기 분석은 R1, R2, R3, R4 모두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고 각각에 대

한 변화량 별 파라메터 변화가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것이다. C1, C2의 콘덴서에 대

하여도 용량 차이에 따른 출력 파라메터 분석을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한다. 그림 

6.19는 C2 소자에 대한 시간 대비 출력 볼트 그래프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이고 있

다.

그림 6.18 혹은 그림 6.19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값들은 그림 6.20에 표시된 것과 같

이 저항 변화량에 따른 볼트 크기 그래프로 재구성될 수 있다. 그림 6.20은 그림 

6.18의 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그래프로부터 특정 저항 대역에서 선형성이 유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소자 변화량에 따른 네거티브 펄스 파라메터의 선형

성 변화량은 그림 6.12의 온도변화량에 따른 전압/전류 변화 특성곡선을 이용하여 

온도 함수로 변환될 수 있다. 즉, 저항 변화와 온도 변화 상관식이 그림 6.20 및 그

림 6.12의 상호 연동으로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전류 변화 특성 곡성으로부터 유

도됨을 의미한다. 결국, MultiSIM 엔진 모듈과 LabVIEW 분석 모듈에 의해 상기 

R1, R2, R3, R4, C1, C2의 소자 변화로부터 선형적 전압변화량의 정보를 그림 6.12

의 특성곡선과 연계 적용함으로써 온도 변화에 따른 소자의 저항 변화의 상관식을 

얻게 되므로 등가 회로의 분포정수인 소자(저항 + 코일+ 콘덴서)에 미치는 온도 환

경에 따라 출력의 비정상 신호 양상을 분석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온도 환경에 

향을 받게 된 오류신호(비정상 신호) 분석이 가능한 전용 신호 분석 모듈로서의 

기능과 오류 범위를 정량적 분석으로 정상 신호의 복원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림 6.13은 상기 데이터 분석 흐름에 대하여 도시한 절차도이며, 상기 자세히 설명

된 적용 예에 대한 데이터 흐름 예시이며, 본 연구의 신호분석기가 그림 6.13의 흐

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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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PSpice와 연계한 LabView 코드의 신호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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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R3 저항변화량에 따른 출력 파라메터 예시 그래

프 및 데이터표



- 80 -

그림 6.19 C2 콘덴서 상태변화에 따른 출력 파라메터 예시 

그래프 및 데이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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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저항변화에 따른 네거티브펄스파의 전압레벨 분석

데이터표

(3) 신호 분석 및 검증 실험

ASSA 성능 및 출력 신호 분석을 위한 상세 기능은 다음과 같다.

S/W 실험을 통한 소자 변화량에 따른 온도 변화 상관관계 데이터/회로 Data 베

이스

H/W 실험을 통한 소자 변화량에 따른 온도 변화 상관관계 데이터/회로 Data 

베이스 

특수 신호처리  SUM 기능 : 사고 조건의 출력 신호(비정상 신호) 보정된 신호 

출력 Time Span Table에 동시에 표시하고, 그림 6,21에서는 단시간의 비정상 

신호(c)와 표준 펄스 신호(b)를 결합한 출력 신호(a)와 장시간 현장 계측 신호

(d)를 나타낸다.

06년도-ASSA 세부 연구 결과는 4~20mA 등가회로의 열 환경 조건에서 비정상 신

호 응답 특성 분석 기술의 가시화에 초점을 두었다.

R-C 회로의 시정상수(Time constant)를 미분함수로서 온도 응답 특성 분석 

회로요소 R-C 소자(Elements)온도 응답 특성(전달함수) 방법론/데이터 구축   

센서단 회로단 회로 온도 응답 특성 방법론/데이터 구축 : 그림 3.3.17은 오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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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기반 스펙트럼 분석 및 JTFA(Joint Time-Frequency Analysis)를 포함한 최

신 분석기술을 이용한 실험 및 기술 적용

준 실시간 제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터랙티브 솔루션: 내장 I/O 기능과 

LabVIEW Real-Time 처리의 가속화

LabVIEW Code 성능 개선을 위한 차기 연계 기술들은 산업용 Compact Flash 

DAQ기술로서 실험과 교육환경에서 웨어러블 컴퓨팅(Wearable Computing),  필

드 모니터링 및 진단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고, PDA를 데이터 수집, 프로세싱, 

그리고 무선통신이 기능 지원으로 휴대용 계측기 접속 기술과 원전 사고 관리 

구축을 위한 연계 기술로서 IT의 제 3의 물결 유비쿼터스 기반 네트워크와 정보 

획득 기술 적용 (차기 연속 과제 연계 예정)  

(4) 모의실험 등가회로 출력 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MultiSIM 엔진 모듈은 단일 명령체계에 따른 출력 결과가 “자동 수

행” 메뉴의 선택으로 온도 향 초과에 따른 R-L-C 등가회로의 과도 상태 응답 특

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 MultiSIM 엔진 모듈을 이용하는 회로 소

자의 온도 특성은 온도 변화량에 따른 등가회로 시정수의 변화량 추산 기능, 시정

수 변화량에 따른 소자 변화량 추산 기능 및 소자 변화량에 따른 계측기기 사고 조

건 분석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시정수(time constant)란 어떤 회로, 

어떤 물체, 혹은 어떤 제어 대상이 외부로부터의 입력에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

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등가회로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정량

적 파라메터이다. 각 기능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자 변화량에 따른 시정수의 변화량 추산 기능은 그림 6.18에서와 같이 R3 저

항변화량에 따른 출력 파라메터 예시 그래프 및 데이터 표이고, 그림 6.19는 C2 콘

덴서 상태변화에 따른 출력 파라메터 예시 그래프 및 데이터 표이고, 그림 6.20은 

C1 소자 변화에 대한 네거티브펄스파의 전압레벨 분석데이터 표를 대표할 수 있다. 

또한, 시정수 변화량에 따른 소자 변화량 추산 기능은 소자 변화량에 따른 시정수 

변화량을 역 추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역추산법의 신호처리 기술의 구체적

인 방법은 다음 차기연구에서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응답특성 기술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Convolution 기술

  - 많은 전기회로 입출력 시스템을 컨볼루션(convolution) 모델로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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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은 컨볼루션이라는 작용을 통해 입력을 변형시킴

 - 시스템의 출력은 입력과 시스템간의 컨볼루션임

   예: 전기 통신에서의 전송 채널

Deconvolution 기술

 - 시스템이 입력에 미친 향을 분석(제거)하는 과정

 -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추정하고 그 역을 구하는 것

 - 시스템의 역 특성을 갖는 시스템(인버스 시스템)을 추가하여 시스템의 향을   

    상쇄함   

 - 관찰로부터 신호 소스를 복원하거나(equalization)시스템을 구하는 것

(identification)

(5) 모의실험 및 신호 검증 

    모의실험 절차는 설계된 4∼20mA 압력 기기 모의 등가 회로에 정상 소자인 

R1, R2, R3, R4, C1, C2 소자에 네거티브 출력 펄스의 파라메터를 오실로 스코프에

서 계측한다. 네거티브 펄스의 파라메터는 전압 진폭 변화량, 펄스의 하강 시간

(Rising time), 펄스의 대역폭(Bandwidth), 상승시간(Rising time), 펄스의 진폭 변화

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4∼20mA 압력 기기 모의 등가회로 입력단 소자인 R1, R2, 

R3, R4, C1, C2 소자를 선정하여 각각의 소자 변화량에 따른 출력의 네거티브 펄스

파의 변형 파라메터를 계측한다. 

    상기 소자 변화량에 대한 네거티브 펄스파의 출력 변화량을 그림 6.23에서와 

같이 테이블로 정리하 다. 이때 소자 변화량에 따른 네거티브 펄스 파라메터의 선

형성 변화량을 적용하여 온도 함수로 변환 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온도 변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림 6.12는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전류 변화 특성 곡선을 적용하여 소자 변화와 온도 변환 관계를 나타나게 된

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에서 저항과 콘덴서의 고유 온도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탄소 피막저항과 금속판 유전체의  고정 컨덴서를 

선정하여 적용하 다. 그 예로서 그림 6.26은 R2 저항에 대해서 실제 H/W 회로를 

구성하여 외부에서 온도를 가해주어 출력 전압 변화량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저항 

소자 외부에 가해준 온도 범위는 50℃에서 출력 전압 레벨 변화량은 0.00469 V, 8

0℃에서 출력 전압 레벨 변화량은 -0.0406V, 100℃에서 출력 전압 레벨 변화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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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06 V, 150℃에서 출력 전압 레벨 변화량은 -0.15469 V의 경향의 변화량을 얻

을 수 있었으며, 이 변화량을 이용하면, R2 소자의 저항 변화량과 온도의 상관관계

를 유추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R2의 저항성분은 온도 증가에 반비례 저항으로서 

“-”의 온도 계수(temperature coefficent)를 갖게 된다. 

    현재까지는 일부소자인 R2의 출력 전압레벨에 국한 하 으나 차기 년도 과제

에서는 상기의 모든 대표성 소자에 대하여 실제 H/W 실험을 통해서 외부 온도 변

화에 따른 출력 신호의 변수 변화량 관계를 유도하고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소자의 온도 계수인 1℃의 변화에 대한 저항, 유전율 등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

는 계수로 1/deg에 대한 상세 실험이 보완 될 것이다.      

    그림 6.18은 R3 소자 변화에 대한 네거티브 펄스파의 출력 전압 레벨, 상승/하

강 시간,대역폭, 펄스 Peak시정수 데이터와 그림 6.19는 C2 소자 변화에 대한 네거

티브 펄스파의 전압 레벨, 상승/하강 시간, 대역폭, 펄스 Peak 전압 시정수 데이터

를 나타낸다. 그림 6.20은 R3 소자 변화에 대한 네거티브 펄스파의 출력 전압 레벨, 

상승/하강 시간,대역폭, 펄스 Peak 시정수 데이터이고, 그림 6.21은 C1 소자 변화에 

대한 Multi-SIM & PSpice 코드 비교 분석 결과 데이터이다. 

    신호 검증은 1차적으로 PSpice 코드의 출력 데이터와 MultiSIM 코드의 출력 

데이터로 비교하는 S/W 비교 신호 검증 방법과 2차적으로 S/W 비교 결과와 실제 

실험에 의한 H/W 결과 신호와 비교하는 절차로 차기 연구에서 연속 과제로 검증

하고자 한다. 

    1차적인 PSpice 코드의 출력 데이터와 MultiSIM 코드의 출력 데이터로 비교 

결과는 그림 6.25에서 C1 소자 변화에 대한 MultiSIM과 PSpice 코드의 비교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비교 결과에서 매우 비슷한 양상의 변화량을 얻게 되

었다.  

    2차적으로 H/W 결과 신호의 결과는 그림 6.26에서 R2 저항의 변화에 대한 실

제 H/W 실험 비교 분석 결과로서 얻을 수 있었으며, R2 저항의 실제 H/W 실험 

비교 분석 결과로서 온도 변화량에 따른 등가회로 시정수(전압 변화량)의 변화량 

추산 상관을 적은 데이터로서 얻을 수 있었으나 차기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계하

여 데이터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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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R2 소자 변화에 대한 네거티브 펄스파의 출력 전압 레벨, 상승/

하강 시간,대역폭, 펄스 Pick 시정수 데이터 

0 . 0 2 1 5 10 . 1 9 5 5 30 . 4 8 3 9 0 2
/ 0 . 4 7 2 9 9

0 . 1 0 1 3 25 0 k

0 . 0 2 1 8 9 80 . 1 9 6 1 90 . 4 1 3 5 2 4
/ 0 . 3 8 1 5 3

0 . 0 8 8 1 7 82 0 k

0 . 0 2 2 3 5 60 . 1 9 6 5 50 . 3 3 4 1 4 3
/ 0 . 2 9 0 8 9

0 . 0 7 2 5 0 61 0 k

0 . 0 2 2 9 1 10 . 1 9 7 5 80 . 2 0 2 7 7 2
/ 0 . 1 5 1 2 1

0 . 0 5 3 4 9 15 k

0 . 0 2 3 9 70 . 1 9 9 3 50 . 0 5 6 3 3 7
/ 0 . 0 6 4 2 7

0 . 0 1 7 2 81 k

P u l s e  
P e a k
V o l t a g e  
( V )

B a n d  
W i d t h

( S e c )

F a l l i n g /

R i s i n g  
T im e  
( S e c )

V o l t a g e

L e v e l  ( V )

R e s i s t a n c e

( o h m )

0 . 0 2 1 5 10 . 1 9 5 5 30 . 4 8 3 9 0 2
/ 0 . 4 7 2 9 9

0 . 1 0 1 3 25 0 k

0 . 0 2 1 8 9 80 . 1 9 6 1 90 . 4 1 3 5 2 4
/ 0 . 3 8 1 5 3

0 . 0 8 8 1 7 82 0 k

0 . 0 2 2 3 5 60 . 1 9 6 5 50 . 3 3 4 1 4 3
/ 0 . 2 9 0 8 9

0 . 0 7 2 5 0 61 0 k

0 . 0 2 2 9 1 10 . 1 9 7 5 80 . 2 0 2 7 7 2
/ 0 . 1 5 1 2 1

0 . 0 5 3 4 9 15 k

0 . 0 2 3 9 70 . 1 9 9 3 50 . 0 5 6 3 3 7
/ 0 . 0 6 4 2 7

0 . 0 1 7 2 81 k

P u l s e  
P e a k
V o l t a g e  
( V )

B a n d  
W i d t h

( S e c )

F a l l i n g /

R i s i n g  
T im e  
( S e c )

V o l t a g e

L e v e l  ( V )

R e s i s t a n c e

( o h m )

 
그림 6.24 C1 소자 변화에 대한 네거티브 펄스파의 전압 레

벨, 상승/하강 시간, 대역폭, 펄스 Pick 전압 시정수 데이터

0 . 2 1 9 5 3--0 . 0 0 0 0 0 35 0 0 u F

0 . 0 2 0 4 4 9--0 . 0 0 0 1 0 21 0 0 u F

0 . 0 1 2 2 10 . 1 2 0 3 9 50 . 2 9 1 1 6 7
/ 0 . 1 6 1 6 8
3

0 . 0 0 7 5 8 31 0 u F

0 . 0 2 2 1 5--0 . 0 0 0 0 0 11 0 0 0 u F

0 . 0 2 2 0 9 60 . 0 9 3 2 0 40 . 0 6 1 1 6 4
/ 0 . 1 0 4 8 0
3

0 . 0 6 7 6 2 61 u F

P u l s e  
P i c k
V o l t a g e  
( V )

B a n d  
W i d t h

( S e c )

F a l l i n g / R i
s i n g

T i m e  
( S e c )

V o l t a g e

L e v e l  ( V )

R e s i s t a n c
e

( o h m )

0 . 2 1 9 5 3--0 . 0 0 0 0 0 35 0 0 u F

0 . 0 2 0 4 4 9--0 . 0 0 0 1 0 21 0 0 u F

0 . 0 1 2 2 10 . 1 2 0 3 9 50 . 2 9 1 1 6 7
/ 0 . 1 6 1 6 8
3

0 . 0 0 7 5 8 31 0 u F

0 . 0 2 2 1 5--0 . 0 0 0 0 0 11 0 0 0 u F

0 . 0 2 2 0 9 60 . 0 9 3 2 0 40 . 0 6 1 1 6 4
/ 0 . 1 0 4 8 0
3

0 . 0 6 7 6 2 61 u F

P u l s e  
P i c k
V o l t a g e  
( V )

B a n d  
W i d t h

( S e c )

F a l l i n g / R i
s i n g

T i m e  
( S e c )

V o l t a g e

L e v e l  ( V )

R e s i s t a n c
e

( o h m )



- 87 -

그림 6.25 C1 소자 변화에 대한 Multi-SIM & PSpice 코드 비교 

분석 결과 데이터

    

그림 6.26 R2 저항의 실제 H/W 실험 비교 분석 결과로서 온도 변화

량에 따른 등가회로 시정수(전압 변화량)의 변화량 추산 상관 데이터 

    다음 식은 소자 시정수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 변화 상관식로서 R3 소자에 대

한 멀티심 코드 결과 데이터로부터 아래의 식(6.1)은 상관식이다. 그림 6.27은 소자 

변화량에 따른 RC 시정수 및 전압 변화량 데이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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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0 exp( ) 0t dV a b
RC
+

= − +
 (6.1)

여기에서 시정수의 a0, t0, d0, b0는 상수로 취급한다.

        

그림 6.27 소자 변화량에 따른 RC 시정수 및 전압 변화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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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35410.279640.4398570.8002Voltage leve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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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호 검증을 위한 실제 H/W 실험 

    R1, R2, R3, R4, C1, C2의 소자 변화로부터 선형적 전압변화량의 정보는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전류 변화 특성에 적용하면 온도 변화에 따른 소자의 저항 변

화의 상관식을 얻게 되므로 등가 회로의 분포정수인 소자(저항 + 콘덴서)에 미치는 

온도 환경에 따라 출력의 비정상 신호 양상을 분석 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온도 환경에 향을 받게 된 오류신호(비정상 신호) 분석이 가능한 전용 신호 분석 

모듈로서의 기능과 오류 범위를 정량적 분석으로 정상 신호의 복원도 가능하게 된

다. 그림 6.28은 실제 H/W 실험 구성도 이며, 그림 6.29는 실제 H/W 실험 결과 화

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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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의 효과/ 추후 활용 방안

    원전의 가동률 증가와 더불어 안전 기술의 향상은 원자력 발전 분야의 중요한 

화두로서 부각되고 있는 바, 사고 관리 계획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인 계측기의 생

존성 평가에 부합하며 높은 정확도를 갖는 평가 방법 및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상기 평가 방법이나 평가 장치는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의실험, 정상 

조건에 대한 복원 등의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오류 여부 판정

과 같은 정성적 분석도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평가 장치는 현장에서 근무하

는 사용자가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에 쉽게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활

용성이 극대화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물은 상기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온도환경 향 평가에서 

불만족 된 4~20mA 계측기에 대하여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한 후, 비정상 신호 분석

을 통함으로써 오류 원인의 파악 및 개선이 가능한 PC 베이스 모의 등가회로의 포

지티브(positive) 및 네가티브(negative) 펄스파(pulse) 과도상태 신호분석 방법 및 

신호분석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4~20mA 계측기기 모의 등가회로의 네거티브 펄스파 과

도응답 신호분석 방법 및 신호분석기에 의하여 SECY 89-012  “사고관리 규제 및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 계획”에서 규제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고 관리계획의 

중요 요소인 계측기의 생존성 평가에 부흥하는 중대사고 환경 조건에서 발전소 기

기의 평가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고,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계

측정보의 일관성 유지와 원전 기기의 생존 평가가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ASSA 모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전소 현장 중심의 시연 및 검증

을 계획하 으며, 사고관리 simulator인 SATS2.0과 연계해서 통합된 쳬계를 구축하

고자 한다. 그림 6.29는 향후 현장 적용을 위한 ASSA의 Network system과 그림 

6.30은 ASSA Network system의 확대 적용도를 보여준다. 

LabVIEW Code 성능 개선을 위한 차기 연계 기술들은 산업용 Compact Flash 

DAQ기술로서 실험과 교육환경에서 웨어러블 컴퓨팅(Wearable Computing),  필드 

모니터링 및 진단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고, PDA를 데이터 수집, 디지털 프로세싱, 

그리고 무선통신이 기능 지원으로 휴대용 계측기 접속 기술과 원전 사고 관리 구축

을 위한 연계 기술로서 IT의 제 3의 물결 유비쿼터스 기반 네트워크와 정보 획득 

기술 활용 (차기 연속 과제 연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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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발전소 현장 적용을 위한 ASSA의 Network system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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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0 ASSA Network system의 확대 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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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Room  
무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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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중대사고 규제적인 측면에서 발전소 사고관리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고 기간에 발전소 기기로부터 데이터 및 정보뿐만 아니라 발전소 사고관리 지침

들은 발전소 상태와 계기의 출력 응답을 평가하는데 기본 자료가 된다. 그러나 기

본 설계 사고와는 달리하여 중대사고 조건에서는 그 기기 고유의 불확실성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대사고 발생기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

법들을 제시하며, 이 상황에서 측정값은 정 도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발전소 계측 

기기의 내구성 및 여분성은 사전 설계 조건에서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현재 발전 중인 일반 기기의 기본 사양의 품질관리 시험의 기본 자료를 기본으로 

중대사고 조건 동안 예상되는 기기의 응답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이들 진단 평가 시

스템을 개발하 다.    

   이 연구 범위는 각각의 파라메터 값을 결정하고 오동작 기기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를 11단계로 처리하는 공정 방법을 제시하 다. 기기의 진단 및 추정단계는 여

유 기기 채널의 직접적인 비교 방법과 내부 회로를 직접 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

다. 

    중대사고 조건에서 기기 성능의 개선의 일환으로 오류 기기의 신호 해석과 신

호 개선을 위한 모의시험 기술들을 적용하 다.  

    이 모의시험 기술은 PSpice 코드를 이용한 회로 모델링을 통하여 LabVIEW  

코드 툴을 이용한 계측기기 성능 평가를 위한 방법론 구축과 모의 실험기를 함께 

개발하 다. PSpice 코드를 이용한 기능을 확대와 상용 LabVIEW  코드 코드를 링

크하여 비정상 신호 패턴 증후군의 신호 양상을 분석하 다. 

    본 개발의 활용은 현장 원전 계측기 생존성 평가의 방법론 적용을 위한 전초 

단계로서 컴퓨터 모의 평가 시스템 개발에 있다. 이 모의 시험기의 사양은 4 채널 

신호 진단 분석 프로그램 개발하 다. 모의실험의 1 단계는 사고 환경 모의 조건에

서 계측기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신호처리 시스템 개발하고, 2 단계는 대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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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분류한 진보된 디지털 특수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비정상 상태의 

오류신호를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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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중요 참고 문헌의 요약

이 연구의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고 환경, 기기 품질화 등과 같은 중대사고

와 관련 된 여러 분야 및 자료들을 참고하 다. 이 부록의 요약정리는 이 작업을 

유용한 설정을 위해서 세 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B.1 중대사고 완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기기의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참고정

보

사고 후/ 동안 환경 조건과 경수 정상 원전 기기의 생존성 평가를 위한 , Reg. 

Guide 1.97, 미국 규제 위원회

이 규제 지침은 중대사고 관측을 위해서 PWRs/ BWRs 의 파라메터와 범위가 요구

된다. 이들 파라메터와 범위는 주요 발전소 안전 기능 상태와 관련하여 운 자 정

보에 근거를 둔다. 이 규제 지침은 사고 기기의 의무 품질 및 범위의 주요 원

(source)이 된다. 

사고 관리 정보 필요, NUREG/CR-5513(EGG-2592)

이 보고서는 사용 전략의 효과 관찰 및 사고 완화를 위한 발전소 정보 필요의 입증

을 위한 방법론을 기술한다. 이 보고서는 상세 전략을 기초로 보다 함축적인 평가

를 위한 기초에 역점을 둔다. 이 연구는 안전 목적과 전략 사이에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계층 나무 구조를 개발한다. 각각의 분기점은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가능한 

정보원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 입증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한 일

반적인 발전소에서 인출한 정보는 Reg. Guide 1.97.과 비교되고 입증된다. 

이 연구에서 환경 및 과거 시나리오에 관련된 정보는 새롭거나 유일하지 않으며, 

중대사고 순서의 이전 연구로부터 유도되었다. 이 연구는 사건 나무도의 각각의 접

합점에서 필요한 정보와 연관된 통찰력을 준비하는 한 방법 내에 정보를 나타낸다. 

RG 1.97를 포함하지 않는 입증된 80개 정보와 RG 1.97에 비교하고 각 사고 상황에 

도움이 되는 기기 검토에 의해서 대부분 이전 작업의 범위를 초과한다.

기기의 생존성은 DBA 품질화 제한에 기초한다. 그 연구는 경계 환경 envelope를 

계획하 으나 적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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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기간 대형 건조 격납건물 내에 가압 수 원자로의 기기의 유효성  

NUREG/CR-5691(EGG-2638), March 1991.

이 보고서는 중대사고 기간에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BMI-2104 및 

NUREG/CR-4624로부터 NUREG-1150 열수력 데이터의 중대사고 sequences를 사

용하고 NUREG/CR-5513부터 입증된 정보필요를 사용한다. 이 작업은 

NUREG/CR-5513에서 출발한 processing을 상세히 거론하고, 기기가 품질화 제한에 

기초한 강등됨을 확인한다. 이것이 가장 보수적인 가정으로 간주하 으나 그 작업 

범위는 기본 기기의 능력 및 고장 모드의 연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 연구는 사고 관리에 아직 유용하고, 기기가 그들의 품질화 범위를 초과한 환경

에 노출됨을 알 수 있었고, 상세한 기기의 강등 분석을 위해서 상세한 기기사양, 위

치, 환경 파라메터 등을 입증하 다. 

MARK 1 격납용기 BWR의 사고관리 정보 필요, NUREG/CR-5702, (EGG-2639) 

May 1991.

MARK 1 격납용기 Boiling water 원자로의 중대사고 동안 기기의 유용성 

NUREG/CR-5444, (EGG-2661), 1992.

이 보고서는 아직 검토 단계로서 초안 단계이고, 이 보고서에 관계된 모든 

comment들은 예비로 고려된다. 

이 보고서는 NUREG/CR-5691과 유사성이 있으나 MARK 1 격납용기의 상세한 유

형으로서 BWR에 적용하 다. 기기가 강등되었을 때 가정은 NUREG/CR-5691와 

동일하고, 결과적으로 BWR 시스템, 발전소 형상, sequences 등이 매우 유사하다. 

von Herrmann, J., Brown, R., and Tome, A., 중대사고 조건 기간에 경수로 상태 

모니터링, NUREG/CR 1440, EGG-EA-5153, June 1980.

이 보고서는 운 자의 행동, 정보에 따른 올바른 단계, 기기의 필요 충분한 정보 등

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측정 변수의 테이블화, 지적한 사고 Sequence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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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목적, 7가지 사고 Sequences로부터 유도된 Comments.

B.2 중대사고 시나리오 및 환경에 관련된 참고문헌

 

TMI 사고 최고관리자 명령에 따른 대체 사고 Sequences 기술 Staff 분석 보고서, 

October 31, 1979.   

이 보고서는 DBA 환경 보다 심한 기기 생존에 관련 IDCOR 사업도 포함한다. 이 

임무는 28종류의 기기를 선정한다. 이기기의 검토는  케이블 및 전기 침투 지역과 

같은 기기 루프와 연계 또는 기기인 9종류 기기를 제시한다. 

그 결과 대부분 기기는 강등된 노심 조건에서 생존이 되었으며, 6종류의 기기는 의

심스러웠고, 4종류는 기기에 관련되었다.   

 

이 보고서는 기기가 강등된 노심사고 기간에 동작이 요구되는 동안 약간의 

comments가 준비된다. 

EPRI NP-4354, 대형 수소 점화 기기 실험, Decmber 1985.

이 보고서는 대형 수소 점화 실험 결과를 문서화 요약하 다. 사전 혼합과 지속적

인 주입 시험은 21 기기 유형과 24 케이블 유형을 포함한 52ft 직경 구를 가진다. 

모든 기기는 케이블과 침투 리드선을 제외한 시험 기간에 동작된다. 그러나 일부 

기기 견본은 화염 시험 후 또는 동안에 정규 동작이 된다.  

NUREG/CR-4763, 대형 건조 PWR 격납건물 내 수소점화에 의한 안전 관련 기기 

생존, (SAND86-2280), March 1988.

이 보고서는 다중 수소 점화는 고려하지 않고 대형 건조 PWR 격납용기와 관련 실

험 및 분석을 문서화하 다.

이들 작업은 단일 점화 사건에 관련 상기 실험의 결과를 확고히 하 고, 제한된 

source 지역 다중 점화에 노출된 기기의 생존성과 숙고한 점화 근본 원리에도 의문



- 98 -

의 여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특별히 이지역내에 위치한 점화기가 있다면, 수소원에 국한 지역에 위

치한 기기의 검토가 포함된다. 분명한 결론은 기기는 수소 폭팔 기간에 내화성을 

예상 못한다.

Richards, E. H., Jacobus, M. J., Drozda, P. M. and Lewin, J. A., 고방사선 모니터

의 기기 품질 연구 실험, NUREG/CR-4728(SAND86-1938), February 1988.

고 준위 방사선 검출기는 압력 환경/ 4mrad/hr gamma 방사선과 coolant 온도의 손

실 조건에서 시험되었다. 

그 모니터는 고 방사선 레벨에서 잘 수행되었으나 낮은 방사선 레벨에서 정확한 하

락 결과는 미지수이다. 이 문제의 원인은 케이블/ 연결 단자의 누전 전류 또는 충격 

전류에 기인된다. 

NUREG/CR-5534, 전기 침투 지역 어셈블리의 중대사고 시험, (SAND89-0327), 

Novemer 1989. 

   

이 보고서는 파라메터의 결과를 유용하게 하는 절연저항을 고려한 데이터를 준비하

고 전기적 침투 지역의 3종류 유형 시험을 문서화하 고, 역시 강등된 도선 절연의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 열전대 회로 성능의 실험 결과를 준비한다. 

EPRI NP-7189, 원전 Polyimide 절연선의 검토. February 1991.

이 보고서는 사고 조건에서 Polyimide 필름(Kapton) 절연선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Kapton은 많은 EQ 품질 기기에 봉에 사용되고 침투 역에 사용된다. 

이 보고서에서 적절히 설치되고 취급된 Kapton 절연선은 사고 조건 동안 적절한 

기능을 갖는다. Kapton 필름이 흠집이 나거나 환경에 전도 선이 노출될 경우를 고

려한다. 기기보다 전력선에 관심도가 크다. 지속적인 화학적인 환경은 Kapton의 강

등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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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NS-28 모의 사고 조건에서 노심 열전대 성능 평가, Februray 1981.

이 논문에서는 노심 용융 및 재 냉각 시나리오 동안에 고장 모드, 생존성 및 열전

대 판독의 유용성를 제시하고, 열전대 강등 시점에서 관측 변화점의 온도 값을 준

비한다.

이 작업은 중대사고 기간에 기기 동작의 모델을 직접 적용할 수 있고, 5.8절에 질의 

내 을 준비한다. 

AIP RSI 49-9, 열전대 sheath 내부의 누전 에러 및  전기적 Shunting 시험 및 유

도, June 1977.  

이 논문은 고온에서 건설에 사용된 산화 절연의 전기적 절연 성질의 손실 때문에 

sheath된 열전대의 정확성을 TMI 조사에 앞서 수행되었다. 

이 작업은 노심 출구 온도 적용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K 타입 TCs의 실제 실험 

데이터 및 전기적 모델을 준비하 다.

복잡한 수학적 모델은 회로 모델로서 도구화하는데 어렵지만 극한의 범위에서 모델

을 점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NUREG/CR-5175, PWR 및 BWR 격납 용기내의 베타 및 감마 선량 계산 

(SAND88-1605), July 1989.

이보고서는 일반적인 EQ 조사선량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고 중대사고 경우의 격납

용기내에 방사선량율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격납용기 sprays 가 동작할 경

우 EQ 품질화 기기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조사선량은 sprays 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사고 경위에서 최대가 되었다.  

최대 전체 선량 수(approx. 3 x 109 rads)는 긴 시간 선량율의 상위 경계선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짧은 시간(first 70 시간) 선량은 이 작업에서 도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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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관련 시간 범위에서 나뿐 경우의 방사선(베타, 감마) 선량을 검토하 다. 

NUREG/CR-5461, 원전에 사용된 노후화 케이블, 연결단자, 전기 침투 지역 어셈브

리(SAND89-2369)

이 보고서는 원전 환경에 의한 어떻게 망실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전기 기기의 노

후화 효과를 시험하 다. 기기 연구는 약간의 적절한 주위로서 일반적인 전기적 기

기 루프를 다루었다. EQ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 연결단자는 기기루프에 거의 사

용이 안되었나 케이블의 결과는 보다 전력에 적용되었다. 

이 보고서는 구성원이 정규 또는 사고환경에서 산업고장 데이터, 구성원 고장 모드 

및 원인, 전류 시험 및 유지, 관측 기술 검토에 의해서 구성원의 피로 손상

(stressors)을 검토한다.

EPRI EL/NP/CS-5914-SR, Proceedings: Workshop on Power Plant Cable 

Condition Monitoring, February 16-18, 1988.

이 워크샵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의 우선순위 연구와 진단 기술 및 상황 보고서 

케이블 관측에 대한 주제로 개최되었다. 

그 워크샵에서도 잔류 수명의 케이블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 설계되는 

않았다. AC/DC 시험의 효과는 시간 역 반향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과 대부분은 

기기 유형이 아닌 전력 케이블에 관해서 소개 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수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TDR 관련 논문들이 포함된다.

Yancey, M. E. and Strahm, R, C.,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THI-2 

Transmitters CF-1-PT4 and Cf-2-LT$, GEND-INF-029 Vol. III, January 1985.

실험실 실험에서 두 전송단은 사고에 따른 동작 조건 이내에 있었으며, 4개중 1개

인 Bailey 전송단이 단지 동작하 으나 3개의 Foxboro 전송단은 좋은 동작 조건으

로 판명되었다. 이 실험과 이전 방사선 시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전송단 하우징 

내부의 습기로 인한 Bailey 전송단만 일부 고장으로 나타났다. 



- 101 -

Jones, J. E., Smith, J. T., and Mathis, M, V., Field Measurements and 

Interpretation of TMI-2 Instrumentation: CF-2-LT2, GEND-INF-017 Vol. V, 

January 1982.  

CF-2-LT2의 분석 회로, Data reduction, 측정은 기기 강등을 지적하 다. 이 논문

에 나타낸 기술은 기기 조건을 명확 하게하고 사고 관리 평가를 위해서 사고 기간

에 수행되었다.    

    

Furgal, D. T., Craft, C. M., and Salazar, E. A., Assessment of 등급 1E Pressure 

Transmitter Response When Subjected to Harsh Environment Screening Tests, 

NUREG/CR-3863, SAND84-1264, March 1985.

이 논문은 내부의 심한 내부 환경 조건에서 ITT Barton 모델 763 압력 전송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송단 외부 구성원에 의한 향은 최소화하 으며, 오차 범위의 

데이터는 유용하 다. 

Dandini, V. J., Testing of Nuclear Qualified Cables and Pressure Transmitters in 

Simulated Hydrogen Deflagrations to Determine Survival Margins and 

Sensitivities, NUREG/CR-4324, SAND85-1481, December 1985.

이 논문애서는 압력 전송단 및 케이블이 수소 점화 또는 열속 펄스(heat flux 

pluses)에 노출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기능이 수행됨을 발표하 다.

Buckalew, W. H., Wyant, F. J., and Lockwood, G. J., Response of Rubber 

Insulation Materials to Monoenergetic Electron Irradition, NUREG/CR-3532, 

SAND83-2098, January 1984.

 

이 논문은 전자 방출에 노출된 케이블의 생존성을 발표하 으나 모델링 정보는 유

용하지 않았다.

Bennett, P. R., Clair, S. D., and Gilmore, T. W., Super-Heated Steam Te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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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ne Propylene Rubber Cables Using a Simultaneous Aging and Accident 

Environment, NIREG.CR-4536, SAND86-0405, June 1986.

이 논문은 케이블의 전기적 강등은 사고 폭팔 후 수일 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Murphy, M. B., Muller, G. M., Jernigan, W. C., Analysis of the TMI-2 Dome 

Radiation Monitor, Sandia Laboratories Report SAND84-0559, January 1985.

복합 전자 팩키지와 두개의 이온 참버로 구성된 도움 모니터 검출기를 연구하고, 

리드 선 압력 용기, 자체 내부 봉된 용기를 하우징하 다. 5종류의 고장 모드는 

중대한 결과로서 입증되었으나, 격납 내부 환경과는 타성이 털어진다.

Mueller, J. M., Examination Results of the Three Mile Island Radiation Detector 

HP-R-213, GEND-019, November, 1982.

이 논문은 수소 점화기간에 어셈리를 나누어 기계적 충격 향을 나타내었다.

Mueller, J. M., Examination Results of the Three Mile Island Radiation Detector 

HP-R-212, GEND-INF-049, January 1984.

 

이 논문에서 GM 관 고장은 게스 억제와 지속적인 방전이 유용하 고 검출기 허용

된 설계보다 긴 케이블이 사용되었다. 

B.3 사고 기간에 사용된 특수 기기 또는 정보에 관련한 참고 문헌, 연구, 지침

중대사고 관리지침, 기술 기본 보고서, EPRI TR-101869.

이 보고서의 목적은 산업체 사용자 단체에 의해서 개발된 중대사고 관리지침의 기

술적 기본을 정리하 다. 이 보고서는 정보의 유용성은 부진하나 질의 된 일반적인 

기기의 손상 조건에 대한 지시를 설명한다. 

Managing Water Addition to a Degraded Core, PK-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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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열-수력 조건에서 기기와 손상된 노심에 추가된 물 향을 연구하 고, 

Reactor Coolant System 내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임계 기기의 “Signatures" 관

련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양적인 파라메터 분석이나 기본적인 평가

를 위한 상세한 설명은 포함하지 않고 단지 알려진 조건에서 보고된 일반적인 기기

의 반응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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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ASSA의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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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Abnormal signal Simulator 
Analyzer) User's Guide

1. Main 구성도
  A. Existing Assessment

1.  Introduction

- 상황1:중대사고 필요의 설정

- 긴급 운  절차서

- 중대 사고 전략

- 노심 및 격납 용기 상태 평가

- 상황2:중대사고 환경설정 및 처리조건 설정

- 노심상태 설정 테이블

- 격납 건물 상태 설정 테이블

- 상황3:기기 평가 및 대체 방법 설정

- 정보 필요에 따른 기기 평가 및 계산 지원

- 원자로 냉각시스템 압력정보 필요의 분류 단계 적

용

2. Methodology

- 필요정보

- 노심 및 격납용기 손상 조건 결정

- 상위수준 대처 행동조치의 필요 정보

- 긴급 운  절차서의 필요 정보

- 필요 정보의 요약

- MAAP 환경인자 범위 설정

- 사고 경위의 기준 환경인수 범위 설정

- 사고 경위 환경인수 범위 설정

- 기기 생존성 평가를 위한 필요정보 선정

3. Existing Assessment

- 격납건물격실정보

4. Before :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B.  ASSA
1. PSpice Code Sys.

- 4~20mA 등가회로

- Resistance Temperature

- Resistance & Capacitance Temperature

- 계단 응답의 평가

2. LabVIEW Code Sys.

- Labview code 온도

- Labview code 온도 분석

3. One Order Code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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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ator Design

- 4~20mA 등가회로

- One Body System

- One Body System Program

4. Basic Analysis

5.  Detail Analysis

  C.  Hydrogen EVE.
1.  Hydrogen MAAP results.

- 격납건물격실정보

  D. Guide Book

1. LabVIEW Demo
- Example 1 Play

- Example 2 Play

2.  사진 설명
  A. Existing Assessment 화면

[ 사진 A ]

  1.  Existing Assessment 화면에서 1번(Introduction)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생존 방

법론 개요에 대한 3가지 버튼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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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A-1 ]

    위의 [사진A-1]에서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다음아래의 사진 A-1-a,b,c 와 같은 버튼이 

나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상황에 맞는 설명문이 나옵니다.

             

               [  사진 A-1-a ]                                  [  사진 A-1-b ]

 [  사진 A-1-c ]

  

  2.  Existing Assessment 화면에서 2번(Methodology)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원전 생

존성 평가 방법론 적용에 대한 3가지 버튼 화면이 나옵니다.

  [  사진 A-2 ]

    위의 [사진A-2]에서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다음아래의 사진 A-2-a, b 와 같은 버튼이 

나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상황에 맞는 설명문이 나옵니다.



- 108 -

                        

               [  사진 A-2-a ]                                      [  사진 A-2-b ]

  

  3.  Existing Assessment 화면에서 3번(Existing Assessment)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각 번호를 클릭하면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B.  ASSA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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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B ]

  1.  ASSA 화면에서 1번(PSpice Code Sys.)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SMOKE 

FUNCTION에 대한 4가지 버튼 화면이 나옵니다.

 

[사진 B-1]

     [사진 B-1] 의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설명들이 나옵니다.

   2.  ASSA 화면에서 2번(LabVIEW Code Sys.)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LabVIEW 

Code Sys.  에 대한 버튼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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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B-2 ]

     [사진 B-2] 의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대한 예제 화면들이 나옵니다. 1번은 온도의 한

계값을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2번은 온도의 데이터 값에 임의의 노이즈를 첨가하여 그

것을 분석하고 삭제하는 예제입니다.

   3.  ASSA 화면에서 3번(One Order Code Sys.)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One Order 

Code Sys.  에 대한 버튼 화면이 나옵니다.

[ 사진 B-3 ]

    [사진 B-3] 의 버튼을 누르면 1, 2, 3은 이름과 일치하는 데이터 화면들이 나옵니다. 4

번 버튼을 누르면 One Body System Program이 나타납니다.

   4.  ASSA 화면에서 4번(Basic Analysis)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기초분석 화면이 나

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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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B-4 ]

  5.  ASSA 화면에서 5번(Detail  Analysis)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상세분석 화면이 나

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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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B-5 ]

  C. Hydrogen 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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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ydrogen EVE. 화면에서 1번(Hydrogen MAAP Results.)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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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C-1 ]

  다음 [  그림 C-1 ]에서 번호를 클릭하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나타납니다.

  

  D.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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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ydrogen EVE. 화면에서 1번(Hydrogen MAAP Results.)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 그림 D-1 ]

    [사진 D-1] 의 버튼을 누르면 Example 1 과 Example 2 의 동 상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예제 1과 예제 2의 동 상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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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A review of a plant's accident management capabilities is one of the key elements in 
achieving regulatory closure of severe accident issues. During accidents, information and 
data from plant's instruments, as well as others sources, are essential for assessing the 
plant's status and response. Unlike for design basis accidents, there are inherently some 
uncertainties to instrumentation capabilities for severe accident conditions. There are many 
ways to obtain information during a severe accident. Moreover, precise measurements are 
not necessary. The redundancy and ruggedness of a plant's instrumentation provides 
considerable depth in the capability of existing designs. 
  The circuit simulation analysis and diagnosis methods are used to assess instruments in detail when 
they give apparently abnormal readings. A new simulator, ASSA(abnormal signal simulator analysis), 
through an analysis of the important circuits modeling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s has been 
designed. It has three main functions which are a signal processing tool, an accident management 
tool, and an additional guide from the initial screen. In this paper, it can be simulated to the 
temperature characteristic analysis procedure of the ASSA through EQ data comparative method and 
using specific signal processing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 

  Subje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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