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2870/2007

     최종연구보고서

시스템 통합 및 기기/계통 기술성 평가

(Development of System Integration and 
Evaluation of Components/Systems)

비안전계통 구조 개발 및 기기/계통 평가

(Development of Non-safety System Architecture and 

Evaluation of Components/Systems )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제   출   문

두산 공업주식회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 계측제어사업단 과제인 “시스템 통합  기기/계통 기술성 

평가”의 탁과제인 “비안 계통 구조개발  기기/계통 평가”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0

     탁연구기 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과제명 : 비안 계통 구조 개발  기기/계통 평가

       과제책임자 : 오인석 

  참여연구원 : 이철권 

         김동훈 

      김정택 

 황인구

 박재창 

 이동  

이정운

박원만

허 섭 



최종연구보고서 록
             

과제 리

번호

해당단계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단계구분 2단계  2단계

연구사업명
  사업명   원자력 .장기 계획사업

 세부사업명  원  계측제어시스템 개발사업

연구과제명
  과제명   시스템 통합  기기/계통 기술성 평가

 세부과제명  비안 계통 구조개발  기기/계통 평가

연구기 명

(연구책임자)

한국원자력

연구원

(오인석)

해당단계

연구인력

내부 4.15 : M․Y
연구비

정부 :490,000 천원

외부      : M․Y 민간 : 천원

계 4.15 : M․Y 계 :490,000 천원

탁연구  해당 없음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상 국 연구기 명: 참여기업

색 인 어

(각5개이상)

한
원 계측제어시스템, 분산제어계통, 기술사양, 계측제어계통 개

념설계, 계측제어계통 구조설계, 제안서, 통신망

어
Nuclear I&C system, Distributed control system, Technical 
specifications, Conceptual design for I&C systems, Design of I&C 
architecture, Design Specification, Network

 요약 면수 131 pages

본 연구에서는 KNICS 비안 등  제어기기(DCS) 기술성 평가, 비안  등  

계통(PCS) 기술성 평가, KNICS 비안 계통 구조개발  통합구조 개발, 
KNICS MMIS 통신망 부하분석(안 계통  비안  계통 포함), CVCS MMI 
개발  Logic 구 ,  KNICS 기기 기반의 공 제의서(안) 작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비안  등  제어기기  PCS의 

개발요건  사양에 한 평가 결과는 설계자  개발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개발진행 상태에 따라 미진한 설계  개발에 반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개발된 KNICS 구조에 한 각 계통의 데이터 요구 특성과 요건, 통신

노드의 구성  연계 데이터 용량 등의 제반 송사양을 도출하고, 한 송

지연시간  성능여유도 분석을 통해 송용량 요건을 도출하여 안  통신망 

 제어통신망의 성을 검토하고 통신망에 한 부하분석을 수행하여 통

합계측제어계통의 구조가 함을 입증하 다.  

KNICS 구조 기반의 계통별 기술사양서(안) 작성 지원 내용  MMIS 분야 련 

기술사양서(안)에 한 작성  검토 내용은 앞으로 추진 정인 신울진 1,2호기용 

제안서 작성  가동원  설비개선 제안서 작성에 직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비안 계통의 일부인 화학체 제어계통(CVCS) 개발을 해 설계서 작

성, 논리도 작성도구인 ISaGRAF를 이용한 제어계통(CVCS) 논리도 작성지원 

그리고 계통화면 설계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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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비안 계통 구조개발  기기/계통 평가

Ⅱ. 연구개발 목   필요성

국내 원  계측제어 산업의 계통설계 분야는 기술자립을 이룩한 반면 

기기설계와 제작기술 분야의 국산화율은 아주 조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  계측제어 시스템 기기설계  기기제작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원  계측제어시스템 기기국산화 개발’ 사업을 추진

하게 되었다. 개발 사업에서는 안 등  PLC와 원자로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 분산제어시스템(DCS)과 비안  제어계통의 

일부를 개발하고 있다. 

본 과제는 원 계측제어 사업단(KNICS)의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 인 

안 등  기기  비안  등 기기와 이미 국산화된 기기를 통합하여 원  

계측제어 계통 KNICS (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을 

개발하는 목표로 두산 공업이 수행하는 “시스템 통합  기기/계통 기술성 

평가” 과제의 탁과제로 참여하여 원  계측제어계통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하는 것이다. 원  계측제어어 계통의 국산화를 해 본 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달성에 이바지 하 다.  

 

KNICS 비안 등  제어기기(DCS) 기술성 평가

비안  등  계통(PCS) 기술성 평가

KNICS 비안 계통 구조개발  통합

KNICS MMIS 통신망 부하분석(안 계통  비안  계통 포함)

CVCS MMI 개발  Logic 구

KNICS 기기 기반의 공 제의서(안)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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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 내용  범

     본 과제에서는 KNICS 사업을 통해서 개발 인 비안  등  제어기기

(DCS)  비안  계통(PCS)에 한 기술성 평가를 수행하여 KNICS 개발품

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그리

고 개발된 기기  계통을 기 으로 비안  계통 구조를 개발하고 체 계

측제어계통에 한 통합 구조를 개발하 다. 한 개발된 통합 계측제어계통

의 구조에 한 통신망 부하분석을 수행하 으며, CVCS 계통에 한 로직구

  화면설계안을 제시하여 주 기 이 수행하는 비안  계통 개발업무를 

지원 하 으며 신규 원 용 KNICS 기반의 공 제의서(안) 작성에 필요한 경

험과 기술검토를 제공하여 국내 산업체가 독자 으로 KNICS I&C Package를 

공 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Ⅳ. 연구개발 성과

과제의 궁극 인 목표는 KNICS 사업단을 통해 개발되는 안  등  기

기(PLC)  비안  등  기기(DCS)를 이용하여 두산 공업이 수행하는 통합 

계측제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되는 국산 기기  계통이 안

성과 신뢰성, 장 용성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본 과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KNICS에서 개발되지 않는 비안 계통과의 통합 구성도 개발(비안  

계통 System Architecture )

원 제어계통 설계요건서 개정

계통간 연계개념 개발 (신호 연계내역서 작성)

KNICS 계통 통신망 분석 (안 계통, 비안 계통)

비안 등  제어기기(DCS) 평가

비안  등  제어계통 기능 평가

통합성능검증설비 구축 련 계통 통신망 부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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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CS 기반 비안 등  계통(화학체 제어계통: CVCS) 개발  구

KNICS 기반의 기술사양서(안) 작성지원

NSSS-PCS, IPS 개발 지원

V.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기에 개발된 KNICS 설계  연계요건과 통합계측제어계통 

구조는 KNICS 개발을 한 기 으로 활용되었고, 차후 KNICS 기기를 사용

하여 발 소에 용하기 해 필요한 선행 역무인 기술사양서(안) 작성에 활

용할 수 있다. 비안  등  제어기기  PCS의 개발요건  사양에 한 평

가 결과는 설계자  개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발진행 상태에 따라 미진

한 설계  개발에 반 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된 평가표는 향후 여타 

비안 등 제어기기  비안  계통 개발의 평가에 직  활용할 수 있다. 
KNICS 통신망 부하분석은 개발되는 KNICS 계통의 구조가 통신망 부하분담 

측면에서 제어  정보 구조의 합성을 평가하는 요한 기 자료에 활용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결과는 원  계측제어계통 기기설계  기기공

 기술의 자립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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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Non-safety System Architecture and Evaluation of

Components/Systems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Project

The technical self-reliance in the area of system design in nuclear I&C 
system has already been achieved in Korea, but on the other hand, the compo-
nent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is still immature in Korea. Therefore, 
the government made a medium and long term plan for advance in these tech-
nology and for localization of nuclear I&C equipment. As a part of this plan a 
few of I&C equipment are being developed such as the safety-grade PLC, the 
reactor protection system (RPS), the engineering safety features component con-
trol system (ESF-CCS),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 (DCS) and parts of the 
non-safety plant control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support the design of the KNICS (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safety 
grade and non-safety grade equipment being newly developed with already lo-
calized equipment. To localize of the newly developed equipment as a part of 
KNICS project and secure of the complete technical self-reliance, the followings 
are performed and we contributed for the goal achievement.   

Technical evaluation of the non-safety grade control equipment developed 
through KNICS project.

Technical evaluation of the non-safety control system.

Development of the KNICS non-safety system structure and integration  
non-safety with safety systems

Network load analysis for control network and inform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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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 Design and Logic Implementation for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CVCS).

Support for the technical specification preparation.

III. Scope and tasks of Project

In this project, We have support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to se-
cure technical competitiveness of KNICS through the technical evaluation of 
non-safety grade control equipment and PCS. And, We have also developed the 
non-safety system architecture based on the newly developed equipment and sys-
tem in KNICS project and developed total I&C architecture by the integration 
safety systems with non-safety systems. We have also performed the analysis of 
network load for the newly developed total I&C architecture, and provided MMI 
design and performed logic implementation for CVCS for the supporting of 
non-safety system development. Finally, We have provided technical support and 
experience, such as technical review and preparation of the technical document 
for the writing of technical specification for the new nuclear power plant. 
Therefore, We assure that those supportive activities have become the basis for 
the KNICS I&C package to have technically competitive power and reliability.

IV. Results of Project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is to support for the DOOSAN to develop an 
integrated I&C system using newly developed safety grade and non-safety grade 
equipment. The equipment and systems being developed should satisfy the safety, 
the reliability, their applicability and technical competitiveness.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ing ;

Development of KNICS architecture 

Revision of the design requirements for nuclear 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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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interface methods and concept among KNICS sys-
tems (Preparing the interface signals among systems)

Load analysis for KNICS communication network systems. 

Evaluation of the non-safety grade equipment (DCS).

Evaluation of the non-safety grade control system(PCS).

Analysis of the network system for integrated I&C test facility.

Implementation of CVCS logic and design of CVCS MMI.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I&C technical specification for the new 
nuclear power plant.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NSSS-PCS(Plant Control System) and 
IPS(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design requirements, interface requirements and I&C system architecture 
that had been developed at beginning stage of this project were used as design 
bases for the development of KNICS system. In the future, these results will be  
applicable to the preparation of technical specification for the new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The evaluation results for safety grade equipment and 
non-safety control system were provided to the developer of DCS and PCS. The 
results of evaluation wer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system 
to improve the design completeness. The evaluation item and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 tables can be applied for the evaluation of the other types of DCS 
and PCS. The results of network analysis were applied as a fundamental data to 
evaluate a appropriateness of I&C structure for the network load distribution.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project will be finally applied 
for the technical self-reliance of component design and manufacturing of NPP 
I&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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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개 요 

국내 원자력산업은, 정부의 극 인 지원을 바탕으로, 건설 원 에 한 

한수원의 사업 리 주도, 주계약자 업무를 포함한 각종 설계와 건설 분야에 

국내업체의 참여폭 확 , 기술도입 계약체결 등의 지속 인 노력에 힘입어 

원  계통설계에 한 기술자립을 이룩하 다. 나아가 한국형 표 원  모델

을 확보하 으며 안 성과 경제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킨 한국형 차세 원

자로(APR 1400)를 개발하는데 이르 다. 이처럼 원  계측제어시스템의 계통

설계 분야는 목할 만한 수 의 기술발 을 이룩한 반면, 기기설계와 기기

제작 기술분야의 발 은 국내외의 불리한 산업여건과 외국업체와의 지 재

산권 문제  계약 인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기술자립 실 이 조한 실정

이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정부가 원  계측제어 시스템의 기기설계  

기기제작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원  계측제

어시스템 기기국산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내 원자력 계측제어

산업 기술발 을 가속화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은 의

심의 여지가 없다. 

KNICS 사업의 목표는 원 용 제어기기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를 국산화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원 에 공 되는 I&C Package를 국산화하여, 향후 국내 원 에 이들을 공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되는 제어기기인 PLC나 DCS와 이를 기반으로 설

계, 제작되는 계통들이 I&C Package에서의 통합을 한 설계사양을 만족하도

록 개발되기 해서는 종합 인 기술 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 으로 원

 공 을 한 I&C Package의 기술사양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KNICS Package 구성과 설계사양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KNICS 개발기기나 계통들에 한 기술검토가 설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한 개발된 기기나 계통의 성능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본 사업

에서 개발되지 않는 제3자 공 기기나 계통에 한 사양도 개발되어야 한다. 
한 1단계 개발결과를 바탕으로 Upgrade 되는 DCS에 한 설계사양을 검토

하여 KNICS의 정보처리  제어계통의 기본기기로 개발되도록 기술검토  

성능평가 등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KNICS에서 개발되는 제어기기  계통을 I&C Package 형태로 신규원 에 

공 하기 하여, 기기공 자는 사용자 공 제의요청서(ITB : Invitation To 
Bid)의 사양을 충분히 만족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인허가 요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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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안 성과 운용자의 이용률 요건을 만족하기 하여, KNICS 사업단

의 각 세부과제에서 개발되는 기기나 계통은 통합 계측제어시스템 패키지에 

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세부과제에서 개발되는 각 기기나 

계통이 일 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차원의 통합요건을 제시하고 개

발된 결과가 이를 만족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KNICS 개발범 를 고려할 

때 통신망, 계측제어구조의 최상층인 제어실, 취득신호의 변환  분배를 

한 계측계통 등의 개념설계는 계통통합을 한 필수업무이다. 

이미 국산화된 계통, 신고리 3&4 로젝트  KNICS 과제 등을 통해 재 

국내에서 개발 인 기기나 계통을 수용할 수 있는 체 I&C Architecture를 

확보함으로서 외국회사를 배제한 진정한 I&C Package의 기술 국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산기기 기반의 I&C Package에 한 입찰(공 )제
의서(Proposal)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체가 주도 으로 I&C 기기공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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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원 의 계측제어계통은 정상운  에 원자로의 출력을 조 할 수 있는 비

안  등 의 제어계통, 비정상 운 시 원자로를 안 하게 정지시키고 사고시

에 필요한 완화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보호계통, 운 원이 발 소 운 에 필

요한 정보를 주제어반에 제공할 수 있는 감시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형 표 원 의 경우 비안  등  제어계통으로 NSSS 제어계통, 제어 구동

장치제어계통  비안  련 기기제어계통 등이 있으며, 안 등 의 보호계

통으로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 작동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안

 련 기기제어계통  원자로정지차단기 등이 있으며, 감시계통에는 발

소컴퓨터계통, 건 성감시계통, 노․내외 핵계측 계통, 공정계측계통  사고후 

감시계통 등이 있다.

원 의 계측제어계통은 화력이나 일반 산업 랜트와 달리 안 성이 강조되

어, 계통의 설계, 제작, 설치  운 시에 원 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들

을 수해야 하기 때문에, 화력이나 일반 산업 랜트에 용한 제어기기를 

그 로 원 에 용할 수 없다. 그 결과 원  제어기기 공 을 한 연구개

발 비용  기간이 상 으로 많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1987년  3,4
호기부터 원 분야의 기술자립을 추진한 결과 울진 3,4호기,  5,6호기, 
울진 5,6호기, KEDO 원 , 신고리 1,2호기 건설  차세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설계기술은 부분 자립되었으나,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되

는 부분의 제어기기는 외국사로부터 공 받고 있다.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개발될 비안  등  제어기기에는 비안  련 기기제어  제어

구동장치 제어계통 등이 있다. 안 등  제어기기 개발에는 원자로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 작동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이 포함된다.

원  계측제어기술을 자립하기 해서는 개념설계  계통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계측제어계통 구성에 사용되는 제어기기의 기기설계  제작기술이 

복합 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외국의 계통설계기술  인허가 지원기술의 도

입으로 시작된 원  계통설계 기술은, 재 후속호기 설계개선을 자체 으로 

수행할 정도로 이미 기술자립 단계에 이르 다. 그러나 차세 원 과 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 개발하는 원자로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기술이 부족

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설계 기술의  수 은 

낮지만 향후 액체 속로  일체형원자로의 설계를 통하여 기술자립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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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에서 건설될 원  계측제어계통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 기

반기기를 사용하여 구성될 정이다. 그러나 재까지 설계된 한국형 표 원

의 계측제어계통은 컴퓨터를 단순히 자료취득  정보표시의 기능으로만 

활용할 뿐, 컴퓨터를 이용한 장 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기

반 기기를 사용하면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과 비교하여 자동고장검출, 자동

운   운 지원시스템의 구 이 가능하며, 결과 으로 이들 운 지원시스

템은 운 원의 단오류를 감소시켜 원 의 경제성  안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1은 국내외 주요 원 에 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요소

기술 별 수 을 비교하 다. 

주제어실

디지털 제어

디지털 보호

네트워크

자동운전

운전지원

K-NICS

N4 KNGR

Nuplex 80+

울진 5&6

주제어실

디지털 제어

디지털 보호

네트워크

자동운전

운전지원

K-NICS

N4 KNGR

Nuplex 80+

울진 5&6

그림 2-1 계측제어계통 요소기술별 수   

N4, KNGR(APR1400), Nuplex 80+ 등 개량형 원  계측제어계통은 워크스

테이션 기반의 주제어실,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디지털 제어  보호계통

으로 구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원 에서도 운 지원시스템  자동운 시

스템의 용 정도는 미약하기 때문에 자동  운 지원시스템의 개발이 요

구되고 있다. 이를 해 미국 등 원  선진국에서는 컴퓨터의 폭넓은 기능을 

원 에 용하기 해 운 지원시스템 개발, 자동운 시스템 개발, 고장원인 

진단 등 미래에 용할 선진 기반기술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차세  원 과 같이 재 설계되고 있는 원  계측제어계통은 컴퓨터기반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된 정보는 CRT를 통해 주제어반에 

표시된다. 재 차세  원 은 인허가 단계에 있으나 계측제어기술의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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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결  운 성능 평가와 같은 인간공학  안을 해결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안사항을 해결하기 해 WH-CENP  외국 

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기반 기기의 용에 따른 기술

 문제 을 국내 기술로서 해결하기 해서는 디지털 제어기기와 같은 하

드웨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운 지원기술  운 성능 평가 등과 같은 

소 트웨어 기술의 개발이 매우 요하다. 원  계측제어계통의 설계기술은 

국내의 많은 원 을 설계를 경험하며 이미 확보하 다. 그러나 원  계측제

어계통의 설계기술은 사용되는 제어기기에 따라 타계통과의 연계가 상이하

여 부분 으로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  설계통합 기술

의 자립 없이는 외국기술의 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다. 

원  계측제어계통의 발  추세는 많은 정보를 체계 으로 제공하기 한 

주제어반의 Compact화, 계통의 단순화  표 화를 통한 Package화이다. 외

국의 경우 Westinghouse의 Ovation(비안  등 )  Common Q(안  등 ), 
Siemens사의 Teleperm XS(안  등 )  Teleperm XP(비안  등 ), 
Framatome사의 N4 계측제어 계통들이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량형 패키지의 공 가격은 원  2호기 당 약 1,800억원 ~ 2,400 억원 정도

로 상된다. 제어기기 국산화를 통하여 신규원  건설 혹은 가동원 의 노

후설비 교체에 용할 경우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제

고된다. 그리고 원  계측제어계통은 Digital 3C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핵심기

술로 거 한 생산설비가 필요 없어 기 개발비용이 상 으로 게 들고, 
기술이 개발된 후 타 산업으로의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랑

스, 국, 캐나다, 일본, 미국을 비롯한 원  선진국들은 일 부터 재래식 원

 계측제어 계통의 문제  개선을 하여 디지털 방식의 Advanced I&C 기

술개발을 추진하여 완 한 상용화 단계에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력연구원을 비롯한 련기 에서 지 까지의 연구개

발 노력을 통해 화력발 소에 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도약하 으나, 원 에 

용하기 해서는 원  디지털 제어시스템 H/W, S/W의 고신뢰도 향상  

검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원 용 제어시스템의 경우 고리 1,2,3,4호기에 

증기발생기 수 제어계통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설치하 으나, 하드

웨어는 국산 시스템이 아닌 Foxboro의 DCS를 사용하여 구 하 다. 이러한 

연구에서 축 된 기술을 바탕으로 1996년부터 본격 인 원 용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하여, 원  디지털 제어시스템의 설계사양을 완성하고, 
Prototype(KNGR)을 개발하 으며, 핵심 요소기술의 하나인 계층 통신망

의 개발을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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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계측제어시스템 개발 과제에서는 원자로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

-기기제어계통(ESF-CCS), 비안  제어기기계통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분산

제어기기, 제어  구동장치 제어기기(CEDMCS)  노외핵계측계통의 일부를 

개발하고 있으며, 본 과제 범  이외에도 재 개발 인 결과물과 

PMAS(Plant Monitoring & Alarm System), NIMS(Nuclear Integrity Monitoring 
System) 등과 같이 이미 국산화된 기술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하여 

체 계측제어계통인 KNICS(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의 설계 구체화가 필요한 시 이다. 이러한 통합설계는 수행 인 각

종 시스템의 개발 시 개발요건으로 활용  통합 계측제어시스템 구축을 

한 부족기술 도출시 활용할 수 있으며, 궁극 으로 원 계측제어사업단 과제

의 비젼  KNICS 구축에 필수 인 과제를 도출하기 해 활용할 수 있다. 
한 과제수행의 주체인 사업단에서 각 과제별로 개발되는 기기  설계 결

과를 총 함으로써 과제간의 연계를 극 화하고 효율 인 기술 리를 통하

여 본 과제의 성공  수행뿐만 아니라 국가 원자력산업의 완 한 기술자립

을 해서도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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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비안전계통과의 통합 구성도 개발

원 계측제어사업단에서 개발 인 국산기기 기반의 원 계측제어시스템 

(Korean Nuclear I&C Systems, KNICS) 개발을 하여 비안 등  계측제어계통 구

조를 개발하 다. 제안되는 구조는 1단계에서 개발된 개념 결과를 바탕으로 계통

간 설계요건  연계요건을 고려하고 한 문설계회사의 검토의견을 반 하여 

개발하 다. 통합구조는 KNICS의 정보처리  표시계통, 제어계통, 보호계통, 계
측  감시계통, 그리고 각 계통간의 통합을 한 통신망뿐만 아니라 주제어실의 

HSI (Human System Interface) 기기들에 한 연계를 고려하 다. 

1.  KNICS  비안 등  계통구조 설계

1) 기능

KNICS는 안 련 기능을 담당하는 안 계통(Class 1E)과 비안 기능을 수

행하는 비안 계통(Non 1E)으로 설계된다. 안 계통은 원 의 사고를 방지

하거나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설계부터 구 , 제작  시험까지 매

우 엄격한 차와 검증과정을 거쳐 개발한다. 

KNICS 비안 계통은 원  운 을 한 제반 제어행 를 수행하는 제어계

통, 원  체의 상태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하고 경보와 화면 정보를 제공

하는 정보처리  표시계통, 특정한 기기  공정변수의 감시를 하여 데이

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감시계통, 장 변수를 감지하고 처리하여 각 계통

에 공 하는 계측계통  각종 BOP 련 계통으로 구성된다. 제어계통은 

수제어, 증기우회 제어, 원자로 출력조 , 가압기 수 제어, 가압기 압력제

어, 제어  구동장치제어,  원자로 출력감발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 계통으

로 구성된다. 

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  축 속도  진동, 음향 설, 내부구조물진동, 
속 편  방사선 감시를 한 계통으로 구성된다. 계측계통은 온도, 압력 

등의 공정 변수들을 감지  처리하는 공정계측과 원자로 출력을 측정하기 

한 핵계측으로 분류되며, 여기에서 취득된 장신호는 제어  정보처리 

계통 그리고 표시계통에 제공된다. 정보처리  표시계통은 원  자료수집, 
발 소 컴퓨터, 노내외 출력검출, 경보  지시 등을 한 계통으로 구성된

다. KNICS는 주제어실을 포함하여 발 소의 운 을 하여 운 원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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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를 수행하는 각종 제어실의 설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는 

제어실에 제공되는 모든 운 정보의 표시  운 원 입력장치에 한 연계

계를 통신망 심으로 정보처리  표시계통을 통하여 나타낸다.

2) 구조

디지털기기  통신망을 기반으로 설계되는 그림 3-1에서와 같이 KNICS 비
안 등  계통구조는 3 계층으로 구분된다. 

(가) 최상  계층 : 

(1) 주제어반  기타 제어실의 정보표시, 소 트제어기  형화면을 

구동하는 비안 등 의 정보처리  표시계통 

(나) 간계층

(1) 원  1, 2차측 계통  주요 기기 제어를 모두 포함하는 제어계통

(다) 하 계층

(1) 발 소의 각종 공정변수를 검출하고 신호 변환하는 공정계측계통

(2) 기기나 공정의 감시를 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감시계통

3) 주요기기  

계통간 연계설계를 하여 고려되는 장비  기기를 기술한다.

가) 제어실

(1) 주제어실

RO/TO 콘솔의 VDU  소 트제어기

CRS 콘솔의 VDU  소 트제어기

SS/STA 콘솔의 VDU

Safety 콘솔의 VDU, Mini-LDP, ESF-CCS 제어기, PPS 운 원 모듈, 
하드와이어 스 치

Auxiliary 콘솔 (Backup Console) Auxiliary 넬의 VDU, 소 트제

어기  하드와이어 스 치

LDP(Large Display Panel) : Fixed Overview,  Variable Overview

(2) 원격정지제어반

Remote Shutdown 콘솔의 VDU, 소 트제어기, ESF-CCS 제어기, 
(PPS 운 원 모듈), 하드와이어 스 치

(3) Radwaste 제어반 : Radwaste Room 콘솔의 VDU  소 트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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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RF(Emergency Response Facility) : TSC(Technical Support Center), 
EOF, OSC

Computer Room & Electric Equipment Room

나) 정보처리  표시계통

(1) 비안 등  기기

Window(NT)-based Operator Stations

LDP Processor

QIAS-N Processor

소 트제어기

정보통신망 : Fast Ethernet, 100Mbps

QIAS 통신망 : Profibus, 12Mbps 

(2) 안 등  기기

QIAS-P(Post-accident Monitoring) Processor  

PPS 운 원 모듈

ESF-CCS 제어기

다) 제어계통

(1) 분산제어시스템 (DCS)

(2) GTS 방식의  Ethernet 제어 용 통신망 : Ethernet, 100Mbps

라) 계측  감시계통 (비안 등  기기)

(1) NIMS (LPMS, ALMS, IVMS, RCPVMS) 캐비닛 

(2) 노내 핵계측 Signal Processors

(3) RCPSSSS Processors

(4) Processors for PRMS (Process Radiation Monitoring System)

(5) Boronometer and Gas Stripper

(6) Signal Conditioning Circuit

(7) A/D Conversion and Signal Acquisition Processor 

2. 연계요건 

KNICS 세부계통은 각 계통 내, 외부의 모든 데이터 송요구를 규정된 시간 내

에 신뢰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각 계통의 통신요건을 모두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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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하며, 특히, 통신기능의 고장으로 인하여 세부계통의 기능 수행에 향

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의 안 성, 성능 등의 모든 설계는 

KNICS에 용되는 제반 설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계통간 신호 연계

본 은 KNICS 안   비안 등  계통간 연계신호에 한 상세 연계요건을 

정의한다. 계통은 그림 3-2에서 처럼 정보처리  표시계통, 보호계통, 제어계통, 
계측  감시계통으로 크게 분류하여 기술된다. 계통간 상세 신호연계에 해서

는 제3장 3 의 계통간 연계개념 개발 결과를 참조한다.

Auxiliary 
Equipment 
Cabinet
(Safety)

LDP
Controller

Alarm
Server IPS

RO & TO Console
CRS/SS/STA Console

Information Network-Fast Ethernet 100Mbps
Unit

Level

System
Level

Plant Field
: Hard Wired: Multiplex Data Link

(Point-to-point)
: Multiplex Data Highway
(Multi-drop)

Safety Console

ICCMS

Ex-Core

RCPSSSS

PPS/CPC Op. Module

ESF-CCS 
Soft Controllers

PPS/CPC Op. Module

ESF-CCS 
Soft Controllers

EWS &
Other I/O

CPS

ALMS

RCPVMS

LPMS

IVMS

ALMS

RCPVMS

LPMS

IVMS

NSSS 
Integrity

Monitoring 
Cabinet

Local
Level

VDU/Soft
Controller

In-Core

Gas Stripper

Ex-Core

Boronometer

PRM

RCPSSSS

QIAS  Network

ESF-CCS
Cabinet Ch-A

Reactor 
Trip

Switchgear

CPC Ch-A

Reactor
Protection

Cabinet Ch-A

RSPT
CEA 

Multiplexer

Generator
&

Transformer
Protection
Cabinet

Auxiliary 
Equipment

Cabinet
(Non-safety)

Electrical
System
Logic

Cabinet

Control Network-Ethernet Token 100Mbps

Local Bus

Power 
Control
System 
Cabinet

RRS
CEDMCS 

RPCS

Field Network
E-T 10Mbps

Automatic
Power 

Electronics
Cabinet

KNICS 통합구조

Safety Network Inter-ch.
Profibus 12Mbps

Safety Network Inter-ch.
Profibus 12Mbps

Safety Network Inter-ch.
Profibus 12Mbps

Field Network
Profibus 6Mbps

RSP EOF TSC RWC

VDU/Soft
Controllers

QIA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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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NICS 통합구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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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원  계측제어계통 분류표

4. 설계검토

개념 개발결과를 바탕으로 상세 설계된 비안 등  계통구조에 해 국내 원  

문설계회사인  KOPEC으로부터 설계내용에 한 검토를 받아 이를 구조설계에 

반 하 다. 다음은 설계검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General

가) Information Network와 Control Network의 분리  통합설계 비교

Information과 Control 신호가 단일 네트워크에 구 되는 통합 네트

워크보다 Information Network와 Control Network로 분리되어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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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이 성능  신뢰성 측면에서 비교우 에 있다는 이 명확

해야 하므로 기능별로 Network를 분리하여 설계한 Basis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됨. 

답) 사용자  개발자 의견은 분리가 성능  신뢰성 측면에서 우

수함

나) Information Network와 QIAS Network 간의 통신

QIAS-N 서버(C  D)가 Information Network와 QIAS Network에 동

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Information Network와 QIAS Network 간의 

통신구조는 IEEE 7-4.3.2 요건에 근거한 통신 독립성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단되므로 이를 한 별도의 통신 게이트웨이 등의 

추가 설계가 요구됨.

답) QIAS(C, D) 가 BUFFER  GATEWAY 역할을 수행하고 으로 

기  격리요건을 만족함

2) Safety I&C System

가) Manual Actuation과 ESF-CCS GC 간의 연결

ESFAS 신호가 포함된 ‘MA(Manual Actuation)’ 제어신호가 ESF-CCS

의 GC에 실배선으로 직  입력될 경우 다수의입출력모듈  이

블이 요구되므로 운 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CPM 등을 이용한 

통신 송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권고함.

답) 안 성 입장에서 HARDWARE CABLE(9개)이 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함

나) PPS와 ESF-CCS 간의ESFAS Interface 설계

NSSS  BOP ESFACS 계통을 한 Actuation 기능이 구 되는 

ESF-CCS와 Initiation 기능이구 되는 PPS  RMS간의 신호연계 방

안으로 별도의 통신(SDL : Serial Data Link) 는 실배선 용여부 

검토바람.

답) 실배선으로 설계됨, 구성도는 추후반  정임.

다) 운 원 Console CRT와 Soft Control 간의 연결

운 원 Console상의 CRT와 안  Soft Control 설비간의 신호연계

방안 검토  필요시 구성도상에 Network Interface 추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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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신고리 3,4호기 설계와 동일함. 구성도에는 표 하지 않고 있음. 

라) SECY 93-087 Position 4 제어신호 설계방안

안  제어계통의 공통유형고장시 SECY 93-087 Position 4 요건에 

따라 발 소를 안 하게 정지시키기 해 사용되는 DM 제어신호는 

ESF-CCS LC에 입력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나 LC도 공통유형고장시 

사용할 수 없는 안  제어계통의 일부분이므로 LC를 우회하여 

DM 제어신호가 입력되도록 재구성바람.  

답) 계통설계에서 LC를 우회하여 CIM으로 직  제어신호가 입력됨. 

구성도에는 반 하지 않음(상세한 신호 표  곤란함).

마) SODP 구성

MCR 화재시 발 소 안 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RSR 내에서도 운

원이 발 소의 반 인 공정 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SODP 

(Shutdown Overview Display Panel) 등 련기기의 추가 구성바람. 

답) 신고리 3,4호기 설계와 동일함.

바) QIAS Network

QIAS는 QIAS-N과 QIAS-P로 분리하여 구성되며, QIAS-P는 별도의 

실배선으로 설계되므로, QIAS Network를 QIAS-N Network으로 수정

하여 구성바람.

답) QIAS-N Network으로 수정할 것임.

사) RSR내 PPS/CPC OM 구성

MCR 화재시 발 소 안 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RSR에서는 PPS와 

연계되는 일부 ‘Setpoint Reset 스 치’, ‘Operating Bypass 스 치’ 등

의 MMI 설비만이 요구되므로 RSR내 PPS/CPC OM의 구성 필요성

을 재검토바람.

답) 추후 신고리 3,4호기 설계  개발 추이에 따라 재검토 정임.

아) CH  DIV 용어통일

안  채  구분시‘CH’과 ‘DIV’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용어들의 정의에 근거하여 ‘CH’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답) 구성도에서 CH로 통일하여 표시하겠음.

자) QIAS-P 계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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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 Guide 1.97 요건에 따라 구성되는 QIAS-P 계통이 SECY 93-087 

요건도 동시에 만족하도록 구성된 Display 설계인지? 는, Position 

4 Display가 별도로 구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련 설계방안 

확인바람.

답) 신고리 3,4호기와 동일함. 구성도에는 표 하지 않고 있음.

차) 물리  치 구분

MMI 설비  I&C 비넷의 물리  치를구성도 상에 제어실, 계

측제어기기실  장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 기기 상호간에 최 의 

연결매체(통신 는 실배선)의 용여부를 검토할수 있도록 수정바

람.

답) MMI 설비  I&C 비넷의 물리  치 구성은 신고리 3,4호

기와 동일함. 구성도에는 상세한 표 이 곤란하나, 추후 상세 구성

도 설계시 반 할 정임.

3) Non-Safety I&C System

가) Information Network와 Control Network 간의 통신

Information Network와 NCS Network 는 Control Network 간에 

Isolator가 설치된 것으로 설계됨. 두 네트워크간에 양방향 통신이면 

Isolator가 왜 필요한지 검토가 요구됨. 한 단방향 통신이면 

(Control Network, Information Network) 운 원의 제어명령이나 IPS 

서버에서 제어계통으로 송되는 제어신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바람.

답) Control Network에서 Information Network으로의 통신은 단방향이

며, 기 인 격리를 해 사용함. 운 원 제어명령은 소 트제어망

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IPS 서버에서 제어계통으로 송되는 제어신

호가 있으면 별도의 방법으로 구 할 정임. 

나) Control Network와 NCS, BCS  T/G Network의 구분

재의 구성도는 NCS Network, BCS Network  T/G Network가 서

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는 Control Network에 의해 한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NCS Network, BCS 

Network, T/G Network  Control Network로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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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응답시간 지연 래, 네트워크 구성의 복잡성 증가, 각 

Controller의Network Interface Card의 증가에 따른 로세서 부담 등

의 단 이 있음. 따라서 한 개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함.

답) 단일 구성의 네트워크이며, 스 치로 구획화하여 설계함.

다) NIMS와의 연계

NIMS는 NCS Network와 게이트웨이 없이 직  연결되도록 설계할 

것인지 NIMS 설계요건을 확인바람.

답) NIMS는 NCS Network와 연결하지 않음. 필요시 실배선으로 연

결함.

라) NSSS Control System의 구성  Segmentation

재의 구성도는 NSSS Control System, BOP Control System, T/G 

Control System이 각 발 소 계통별로 한 개씩 제어캐비넷이 할당되

어 있음. 이러한 설계를 실제 설계에 용시 상당량의 캐비닛이 요

구될 수 있음. 따라서 NSSS Control System(NCS)이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FWCS, PLCS, PPCS, SBCS  BDAS 등)만 NCS에 포함하고 

련 기기로직은 BOP Control System(BCS)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성

도수정바람. 한 계통별로 캐비닛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구획화(Segmentation) 지침에 따라 구분되어야 함.

답) 구성도는 개략 인 연계사항을 나타내므로 상세한 표 은 불가

함. 

마) Non-Safety Soft Control Network

Non-Safety Soft Control Network와 Control Network의 차이 이 무엇

인가? 두 네트워크가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임. Non-Safety Soft 

Control Network의 필요성에 해 재검토가 요구됨.

답) 단일 구성의 네트워크이며, 스 치로 구획화하여 설계함.

바) MCR와 RSR간의 격리

MCR과 RSR 간의 격리설계가 구성도 상에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구

성 바람. 

답) 실제 설계에서는 MCR과 RSR 간에는 격리되도록 설계해야 함. 

구성도에서는 신호연계 에서 개념 으로만 표 하고 있음.

사) MCR와 RCS간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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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KNICS 비안 등 계통 구조도 

MCR용 네트워크와 Radwaste Control System 네트워크 간에 명확하

게 표시되도록 구성 바람.

답) 추후 검토후 구성도에 반  정임.

아) LDP Driver

LDP Driver는 가변 역용 드라이버와 고정 역용 드라이버가 구분

되어 제공되어야 함.

답) LDP Driver는 가변 역용 드라이버와 고정 역용 드라이버가 

구분되어 설계됨. 구성도에서는 개념 으로만 표 하고 있음.

5. KNICS 비안 등  계통 통합구조

최종 개발된 KNICS 비안 등  계통 통합구조는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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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전제어계통 설계요건서 개정 

원 계측제어시스템 기기국산화 1단계 사업을 통해 개발된 KNICS 설계요

건서는 주제어실 설계  인간공학, 원  2차 (BOP) 계통, S/W 개발  검증

과 련한 내용에 해서는 개발범 로 인하여 상세한 설계요건을 수립하지 

못하 다. 2단계 사업을 통하여 한원연과 두산 이 이를 1차 보완하고 마지

막으로 문 설계회사인 KOPEC에서 이를 최종 작성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본 설계요건서 개정과 련하여 비안 등 으로 설

계되는 제어계통에 한 설계요건서를 개정하 으며, 한 이 계통과 연계를 

갖는 정보처리  표시계통과 주제어실 설계, 인간공학 설계에 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 다.

두산 공업에서는 본 설계요건 개정을 통하여 KNICS 계통  기기에 한 

상세 등 분류표를 작성하 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를 한 검토의

견을 제시하 다. 등 분류표는 KNICS 개발 사업단에서 개발 인 제어계통, 

보호계통  통신망 계통뿐 만 아니라 주제어실 설계 등 KNICS 개발 사업

단에서 개발하지 않은 계측제어시스템을 포함한 체 계측제어시스템 패키

지  기기에 한 안 등 , 기등 , 품질등 , 내진등 , S/W 등 에 

한 분류기 을 제시한다.

개발 인 KNICS 계통  기기는 NUREG-0800의 BTP-14를 기 으로 디지

털 안 계통개발 과제에서 수립한 “S/W 수명주기에 따른 개발과 확인  검

증체계”에 따라 개발되고 있으며, KNICS 설계요건서는 이를 반 하고 있다.

개정된 설계요건은 KNICS 비안 등  계통구조나 연계설계에 반 되었으며, 

후속호기 공 제안서 작성을 한 입력으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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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계통간 연계개념 개발 (신호 연계내역서 작성)

KNICS에서 비안 등 으로 설계되는 정보처리  표시계통과 제어계통에 

한 세부 계통간의 연계신호를 정의하 다.

1. 정보처리  표시계통

정보처리  표시계통에는 정보처리계통(IPS)과 경보  지시계통(QIAS)이 

포함된다. 정보처리계통은 IPS망, 경보  지시계통은 QIAS 망의 내부 통신

망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하여 타 계통과의 모든 연계가 이루어진다.

1) 입력신호 연계 (타 계통에서 정보처리  표시계통으로의 입력)

가) 입력 계통: 보호계통, 제어계통, 계측  감시계통

나) 입력 주기: 500 msec

다) 송 로토콜

(1) 보호계통: Profibus-FMS

(2) 제어계통: Fast Ethernet 100 Mbps 

(3) 계측  감시 계통: TBD

라) 송매체

(1) 보호계통: 통신   

(2) 제어계통: 통신

(3) 계측  감시 계통: TBD

마) 안 등

(1) 보호계통: Class 1E

(2) 제어계통: 비안  등

(3) 계측  감시계통

안 련 계통으로부터의 입력: Class 1E

비 안 련 계통으로부터의 입력: 비안  등  

바) 격리요건

(1) 보호계통: 요구됨

(2) 제어계통: 요구되지 않음

(3) 계측  감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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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련 계통으로부터의 입력: 요구됨

비 안 련 계통으로부터의 입력: 요구되지 않음 

2) 출력신호 연계 (정보처리  표시계통에서 타 계통으로의 출력)

가) 출력 계통: 보호계통, 제어계통, 계측  감시계통

나) 출력 주기: 500 msec

다) 송 로토콜: Fast Ethernet 100 Mbps (IPS), Profibus-FMS(QIAS)

라) 송매체: 통신

마) 안 등 : 비안 등

바) 격리요건

(1) 보호계통: 요구됨

(2) 제어계통: 요구되지 않음

(3) 계측  감시계통

안 련 계통으로의 출력: 요구됨

비안 련 계통으로의 출력: 요구되지 않음 

2. 제어계통

제어계통은 원자로출력조 계통 (RRS), 원자로출력감발계통 (RPCS), 제어

 구동장치 제어계통 (CEDMCS), 수제어계통 (FWCS), 증기우회제어계통 

(SBCS), 가압기수   압력제어계통 (PLCS/PPCS), 다양성 보호계통 (DPS), 

공학  안 설비 기기제어계통 (ESF-CCS), 공정기기제어계통 (P-CCS) 등이 

포함된다. 제어계통은 GTS (Guaranteed Time Slot) 방식의 이더넷 통신을 통

하여 계통간 연계를 수행한다.

1) 입력신호 연계 (타 계통에서 제어계통으로의 입력)

가) 입력 계통: 정보처리  표시계통, 보호계통, 계측  감시계통

나) 입력 주기 

(1) 정보처리  표시계통: 500 msec

(2) 보호계통: 100 msec

(3) 계측  감시 계통: 100 msec (계측),  500 msec (감시)

다) 송 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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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처리  표시계통: Fast Ethernet 100Mbps(IPS), Profibus-FMS 

(QIAS) 

(2) 보호계통: Profibus-FMS

(3) 계측  감시 계통: 하드와이어

라) 송매체

(1) 정보처리  표시계통: 통신

(2) 보호계통: 통신

(3) 계측  감시 계통: 하드와이어

마) 안 등  

(1) 정보처리  표시계통: 비 안 등  

(2) 보호계통: Class 1E

(3) 계측  감시 계통

안 련 계통으로 부터의 입력: Class 1E

비 안 련 계통으로부터의 입력: 비 안 등

바) 격리요건

(1) 정보처리  표시계통: 요구되지 않음

(2) 보호계통: 요구됨

(3) 계측  감시계통

안 련 계통으로 부터의 입력: 요구됨

비 안 련 계통으로 부터의 입력: 요구되지 않음 

    

2) 출력신호 연계 (제어계통으로부터 타 계통으로의 출력)

가) 출력 계통: 정보처리  표시계통, 보호계통, 계측  감시계통

나) 출력 주기 

(1) 정보처리  표시계통: 500 msec

(2) 보호계통: 100 msec

(3) 계측  감시 계통: 100 msec (계측),  500 msec (감시)

다) 송 로토콜: Ethernet-Token

라) 송매체: 통신

마) 안 등 : 비 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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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계통
신 호 내 역

비 고
구분(I/O) 신 호 명 형 태

PI Input Hot Leg Temperature Analog 냉각재 평균온도 계산

" Cold Leg Temperature " "
CEDMCS Output CEA Withdrawal Demand " CEA 인출 신호

" CEA Insertion Demand " CEA 삽입 신호

" CEA Rate Demand " CEA 고속/ 속 신호

" Tavg –Tref Hi AWP " CEA 자동인출 지 신호

" Input Deviation AMI " CEA 자동이동 지 신호

IPS " Tavg " RRS 련신호 Logging
" Tref " "
" Tavg-Tref Low Alarm Contact "
" Tavg-Tref High Alarm " "

"
RRS Input Channel 
Deviation Alarm

" "

ENFMS Input Reactor Power Analog 원자로출력신호

연계계통
신 호 내 역

비 고
구분(I/O) 신 호 명 형 태

FWCS Output Bus Under-voltage Contact
RRS Input Tavg Deviation "

" Reactor Regulating AMI "
" Auto Raise "
" Auto Lower "

바) 격리요건

(1) 정보처리  표시계통: 요구되지 않음

(2) 보호계통: 요구됨

(3) 계측  감시계통

안 련 계통으로의 출력: 요구됨

비 안 련 계통으로의 출력: 요구되지 않음 

3. 계통별 연계신호 목록

1) 제어계통 

가) 원자로 출력조  계통(RRS) 

나) 제어  구동장치 제어계통(CED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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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Rate "
Output Auto Sequential Mode "

SBCS Input Automatic Motion Inhibit "
" AWP Demand "
" Reactor Power Cutback "
" Turbine Runback Demand "
Output Loss of Feed-pump "

PI Input Cold Leg Temper.(AWP) "

IPS "
RPC Lead Regulation Bank 

Selection
"

"
RPC Second Regulation Bank 

Selection
"

Output CEA Drop Time Initiate "
" Dropped Rod Contact "
" Bus Under-voltage "

LPMS " LPMS Alarm Inhibit "
IPS " CEA Position Digital

" CEDMCS Operating Mode "
" CEDMCS Motion Command "
" Sequential Permissive "
" Constants Digital
" Upper Group Stop Status "
" Lower Group Stop Status "
" Totalizer Count "
" Individual CEA Selection "
" Group Selection "
" P Group Selection "

IPS Input
CEA Positions on Operator 

Request
"

RTSS " CEDM Power Power
RSPT Input Reed S/W Positions Contact
VBPSS " 120V Instrument Bus Power "
DPS " Contact Trip "

" Contact Reset "
" Contact Status "

MG Set/ 

RTSS
" CEDM Power Power

PPS "
CEA Withdrawal Prohibit 

(CWP)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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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계통
신 호 내 역

비 고
구분(I/O) 신 호 명 형 태

PI Input Level Channel 1 & 2 Analog
" Steam Flow DP1X & 1Y "
" Steam Flow DP2X & 2Y "
" Total Feed-water Flow DPX, DPY "
" Down-comer Feed-water Flow DP "

CEDMCS Input Bus Under-voltage(UV1,2,3,4) Contact
IPS Output Level Channel 1 & 2 Analog

" Steam Flow DP1 & 2 "
" Total Feed-water Flow DP "
" Down-comer Feed-water Flow DP "
" Reactor Tripped override Alarm Contact
" Level Channel Deviation Alarm "
" HI/LO Level Alarm "
" HI Level override Alarm "
" FWCS In Test Alarm "

연계계통
신 호 내 역

비 고
구분(I/O) 신 호 명 형 태

PI Input PZR Pressure(Pp1, Pp2) Analog
" Steam Head Pressure(Ps1, Ps2) "

CEDMCS Input Bus Under-voltage(UV1,2,3,4) Contact
CEDMCS Output AWP Demand Contact

" AMI "
" RPC Signal "
" T/B Runback Demand "
Input Loss of Feed-pump Status "

IPS Output T/B Bypass Demand Alarm "
" CEA-AMI Alarm "
" SBCS Abnormal Alarm "
" SBCS Condenser Interlock Alarm "
" Quick Opening Group X "
" Quick Opening Group Y "

다) 수제어 계통(FWCS)  

라)  증기우회 제어계통(SB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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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계통
신 호 내 역

비 고
구분(I/O) 신 호 명 형 태

PI Input PZR Pressure Signal Analog
IPS Output PZR Pressure Alarm Analog
SBCS Output PZR Pressure Signal Analog

연계계통
신 호 내 역

비 고
구분(I/O) 신 호 명 형 태

PI Input PZR Level Signal Analog
" PZR Level Setpoint Analog

IPS Output PZR Level Signal Analog
RRS Input Tavg Signal Analog

연계계통
신 호 내 역

비 고
구분(I/O) 신 호 명 형 태

FIDAS Input ICI Instrument (1-45) Analog
ICCMS Output Core Exit Temperature (1-45) "

" Heated HJTC Temperature Level "
" Unheated HJTC Temperature Level "
" PZR Pressure "
" Cold Leg Temp. "
" Hot Leg Temp. "

ICCMS Input RCS/Upper Head Saturation Margin "
" Core Exit Saturation Margin "
" CET Representation Temp. "
" Reactor Vessel Coolant Level "

CPCS " DNBR Margin "
" LDP Margin "
" Calibrated Neutron Flux Power "

PPS " Variable Overpower Setpoint "
" Hi Log Power Setpoint "
" Hi PZR Pressure Setpoint "
" Lo PZR Pressure Setpoint "

마) 가압기 압력 제어계통(PPCS)

바) 가압기 수 제어 계통(PLCS) 

2) 정보계통 : 발 소 컴퓨터 계통(IPS) : 정보처리  표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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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 S/G Level Setpoint "
" Hi S/G Level Setpoint "
" Lo S/G Pressure Setpoint "
" Hi Containment Pressure Setpoint "
" Lo S/G RC Flow Setpoint "
" Hi-Hi Containment Pressure Setpoint "
" Lo S/G Level Setpoint ESF "
" Lo RWT Level Setpoint "

ESF-CCS " SIAS Actuation Status Contact
ESF-CCS Input RAS Actuation Status Contact

" MSIS Actuation Status "
" AFAS Actuation Status "
" CSAS Actuation Status "

VBPSS " 120 V Power Power

P-CCS " Valve Position or Pump Status Contact
약 480개 신

호

PI " Containment Pressures Analog
" Charging Line Flow "
" RWT Levels "
" Charging Line Pressure "
" RDT Pressure "
" S/G Levels "
" S/G Pressures "
" Excore Log Powers "
" PZR Levels "
" PZR Pressures "

"
RCS Cold Leg Pump Discharge 

Pressures
"

" S/G Diff. Pressure "
" Cold Leg Temperatures "
" Hot Leg Temperatures "
" LPSI Pump Discharge Header Flows "
" HPSI Flows "
" HPSI Pump Hot Leg Injection Flows "
" SIT Levels "
" SIT Pressures "
" SDC HX Outlet Temperatures "
" SDC HX Inlet Temperature "
" Letdown Line Flow "
" Process Radiation Flow "
" RMW Flow "
" Boric Acid Makeup Flow "
" RCP Seal Injection Fl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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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up Tank Level "
" RMT Level "
" VCT Levels "
" EDT Level "

PI Input RDT Level Analog
" Letdown Back-pressure Control "
" BAMP Discharge Pressures "
" RCP Controlled Bleed-off Pressure "
" Letdown Line Pressure "
" VCT Pressure "
" EDT Pressure "
" RDP Discharge Pressures "
" Charging Line Backpressure "

"
Process Radiation Monitor Gross 

Indication
"

"
Gas Stripper Effluent Radiation 

Monitoring
"

" RWT Temperature "
" Holdup Tank Temperature "
" RMT Temperature "

"
Letdown Regen. HX Outlet 

Temperature
"

" Letdown HX Discharge Temperature "
" VCT Temperature "

"
Charging Reg. HX Discharge 

Temperature
"

"
Seal Injection HX Discharge 

Temperature
"

"
Pre Holdup Ion EXCH. Inlet 

Temperature
"

" RDT Temperature "
" EDT Temperature "
" S/G Feed-water Temperature "
" Steam Header Pressures "
" RCP Controlled Bleed-off Flows "
" Cold Startup Pressure Level "
" Programmed PZR Level Setpoint "
" RC Pump Temp. Recorders Contact
" PZR Pressure Ch. X, Y Analog

"
Rx. Vessel Header O Ring Seal 

Pres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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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S Isolation Valve Leak Detectors "

" RCP Seal Pressures "
" RCP Pump Diff. Pressures "
" RC Loop Diff. Pressures "
" PZR Temperature "
" Loop Spray Line Temp‘s "

PI Input Surge Line Temperature Analog

" Safety Valve Discharge Temperatures "

" Hot Leg Temperatures (Control) "
" Cold Leg Temperatures (Control) "

"
RCP Controlled Bleed-off 

Temperatures
"

" Cold Leg Temperatures (Wide Range) "

" SDS Bleed Valve Leak Monitors "

"
RCP Seal HP Cooler Inlet 

Temperatures
"

"
RCP Seal HP Cooler Outlet 

Temperatures
"

"
RCP Upper Thrust Bearing 

Temperatures
"

" RCP Seal Temperatures "
" SIT Levels(Narrow Range) "
" S/D Cooling HX Inlet Pressures "

"
LPSI Pump Discharge Header 

Pressures
"

"
HPSI Pump Discharge Header 

Pressures
"

" SIT Pressures (Narrow Range) "
" SI Line Pressures "
" SI Line Header Pressures "

" RCP 련 신호
Analog

Contact
약40개

" CCP Motor Stator Temperatures Analog
" CCP Motor Bearing Tempera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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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 Bearing Temperatures "
FWCS " Total Feed-water Flow DPs "

" Down-comer Feed-water Flows "
" S/G Levels "
" High Level Override Alarms Contact
" HI/LO Level Alarms "
" Input Channel Dev. Alarms "
" Rx Trip Override Alarms "
" In Trouble Alarms "
" Steam Flow DPs "

RRS " Loss of Power "
" Tavg-Tref Low Alarm "
" Tavg-Tref High Alarm "
" Rx Coolant Reference Temperature "

RRS Input Rx Coolant Average Temperature Contact
" Input Channel Deviation Alarm "
" In Trouble Alarm "

SBCS " Turbine Bypass Demand Alarm "
" CEA Auto Motion Inhibit Alarm "

SBCS " Not in Service Alarm "
" Input Channel Dev. Alarm "
" In Trouble Alarm "
" Quick Opening Group x, y "

CEDMCS Output RPCB Group 4 Select (2nd Group) "

" RPCB Group 5 Select (Lead Group) "

IVMS Input IVMS Alarm/ACC Power Failure "
LPMS " Detection of Loose Part "
ALMS " RV Closure Head Leaks "

" RV Lower Head Leak "
" S/G Man-way Acoustic Leak "
" PSV Acoustic Leaks Hi "
" Hot Leg Acoustic Leaks "
" Cold Leg Acoustic Leaks "
" RCP Seal Acoustic Leaks "

ALMS " PSV Acoustic Leaks Hi-Hi "
RCPVMS " RCP Frame Hi Vibrations "

" RCP Shaft Hi Displacements "
RCPSSSS " RCP Pump Speeds Pulse
RMS " RCS Boron Concentration "



- 29 -

" Gas Stripper Effluent Gamma Activity "

" Gross Gamma Activity "
" Spectrometer Activities "

ENFMS " Startup Neutron Flux Levels "
" Control Neutron Flux Levels "
" Calibrated Linear Power "
" Startup Rate of Change of Power "
" Logarithmic Power "
" Rate of Change of Power "

MCB

(PI 경유)
Output Axial Shaft Index "

MCB

(PI 경유)
Output Plant Power Pulse

" Power Oper. Limit "
" DNBR Power Limit "

Operator

Console
" IPS Trend Recorders (Chart Drive) Contact

" IPS Trend Recorders (Input) "
MCB Input IPS/CFMS Alarm Ack. "

" IPS/CFMS Alarm Reset "
QIAS Output APC Cabinet Troubles "

" APCCabinet Power Failures "
" APC Cabinet Temperatures "
" CFMS Alarm 련 신호 "
" COLSS 련 신호 "
" CEA 련 신호 "
" IPSAlarm 련 신호 "
" IPS CPU Troubles "

CEDMCS

(SOE)
" CEA Drop Time Initiate SOE

" CEA Bottom Positions (73개) "
" CEA Bus Under-voltage Statuses "

DPS(SOE) Input DPS Rx. Trip Initiations "
" DPS AFAS Valve Initiations "
" DPS Rx. Trip Man Initiations "

ESF-CCS

(SOE)
" AFAS Trip Leg Statuses "

" CI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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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IA " "
" RAS " "
" SIAS " "

PPS(SOE) " Hi-Hi Containment Pressure TRPCS "
" Lo S/G Level Trip ESF Channels "
" Lo RWT Level Trip Channels "
" SIAS Manual Initiations "
" MSIS Manual Initiations "
" MSIS Manual Initiations (RSP) "

PPS(SOE) Input CSAS Manual Initiations SOE
" AFAS Manual Initiations "
" RAS Manual Initiations "
" Variable Overpower TRPCS "
" Hi Log Power TRPCS "
" Hi Local Power Density TRPCS(CPC) "
" Lo DNBR TRPCS(CPC) "
" Hi PZR Pressure TRPCS "
" Lo PZR Pressure TRPCS "

Lo S/G Level TRPCS(RPS "
" Hi S/G Level TRPCS "
" Lo S/G Pressure TRPCS "
" Hi Containment Pressure TRPCS "

PPS " Lo S/G RC Flow TRPCS "
" RPS Initiation Channels "

RTSS " Rx. Trip Manual Initiations "
" Rx. Trip Circuit Breaker Positions "

BOP " BOP Inputs " 약 220개신호

IPS Output All PDAS Input Sign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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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KNICS 계통 통신망 분석 (안전계통, 비안전계통)

 본 에서 제어통신망은 원  비안  제어계통의 기능과 연계요건에 따른 

제어통신망의 구조, 제어계통의 트래픽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제어통신망의 

데이터 송용량과 송지연시간 등에 한 분석 사항을 포함한다. 본 에

서 제시하는 구조와 데이터 트래픽 사항은 KNGR  신고리 3&4 원 의 계

통과 기기  입출력 용량을 상으로 하되, 상세 설계의 미완성 는 미확

인 부분에 해서는 충분히 보수 인 근 방법으로 분석하 다.        

정보통신망에 한 토폴로지, 로토콜, 송구조 등의 특성 정보는 일반 

상용정보 는 공개된 자료를 참조로 하여 원  구성시의 요건을 고려하여 

분석  제시하 으며, 데이터 트래픽 분석을 한 연계사항은 KNGR  신

고리 3&4 연계 구성을 기반으로 충분히 보수 으로 설정  분석하 다. 

KNICS 통합 안 통신망은 발 소보호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을 그 상으로 한다. 본 에서 제시하는 발 소보호계통

과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의 구조와 데이터 트래픽 사항은 재 

KNICS에서 개발 인 계통을 상으로 하며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은 신고리 

1&2 호기를 상으로 한다.

본 에서는 계통의 송요구에 따른 일반 인 통신 설계사항을 제시하며, 
특정 로토콜에 따른 상세 통신망 설계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제어통신망 

1) 제어통신망 구조

가) 제어통신망 구성

제어통신망은 그림 3-4와 같이 두개의 공정제어용 디비젼망과 1개

의 소 트제어기용 디비젼망  이들 디비젼망의 데이터 교환을 수

행하는 앙 교환기(CSW)로 구성된다. 공정제어용 디비젼망은 공정 

제어기 노드 (CPN)와 장 입출력 멀티 서 노드 (RMN),  디비

젼 교환기(DSW)  장 교환기(LSW)로 구성된다. 소 트제어기용 

디비젼망은 소 트제어기 통신노드 (SCON)와 디비젼 교환기(SSW)
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제어통신망은 앙 교환기를 통한 외부 계통 

통신노드(EXN)를 보유한다. 

나)  통신 교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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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교환장치는 통신노드로 부터의 송 요구 데이터를 능동 으

로 교환, 계하는 통신 용 장치로써 앙 교환기, 디비젼 교환기 

 장 교환기로 분류된다.  각각의 교환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앙 교환기

앙 교환기는 디비젼 교환기간의 통신 데이터 교환과 제어통신

망 외부와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한, 통신 노드와 교환기

를 포함한 체 통신장치의 송권한 제어를 한 송시간과 

순서를 할당한다.

(2) 디비젼 교환기

공정제어용 디비젼 교환기는 자기 디비젼내의 모든 공정 제어기

간의 데이터 교환기능을 수행하며 장 교환기와의 연계를 통하

여 장의 공정 는 기기 데이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한, 앙 교환기와의 연계를 통하여 타 디비젼 는 외부 계

통과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담당한다. 소 트제어기용 디비젼 

교환기는 소 트제어기와 앙 교환장치간의 데이터 교환기능에 

의하여 소 트제어기로 부터의 기기제어 출력 데이터와 기기상

태 데이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3) 장 교환기

장 교환기는 공정제어용 디비젼 교환기로부터 원격의 장으

로 송신하는 기기출력 데이터를 원격 장 멀티 서에 공 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 원격 장 멀티 서로 부터의 기기

상태 는 공정계측 데이터를 받아 디비젼 교환기에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통신 노드             

통신노드는 통신 데이터를 생산하고 송을 요구하는 통신의 주체

로써 공정제어기, 소 트제어기, 원격 장 멀티 서  외부 통

신노드로 분류된다.

(1) 공정제어기

공정제어기는 DCS 제어계통의 논리  공정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기이다. 이들 공정제어기는 타 공정제어기 논리 결과, 공정

계측 데이터, 기기상태 데이터, 소 트제어기 제어명령 등을 받

아 기기제어 논리를 수행하고 제어 명령을 장 기기에 출력한

다. 따라서, 공정 제어기는 동일 디비젼  타 디비젼의 공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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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장 원격 멀티 서, 소 트제어기와 모두 데이터 연계

를 갖는다.

(2) 소 트제어기

소 트제어기는 제어실 운 원의 기기 운   감시 기능을 제

공한다. 소 트제어기 기기제어 명령은 공정제어기에 입력되며 

공정제어기로부터 기기상태 데이터를 받는다.  

(3) 장 원격 멀티 서 (RMX)

장 RMX는 공정제어기로 부터의 제어명령을 받아 해당 기기

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 센서 는 기기상태 신호를 

수집하여 공정제어기에 송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RMX는 동일  타 디비젼 공정제어기와 데이터 연계를 갖는다.

2) 제어통신망 송구조

제어통신망은 통신노드와 교환기가 스타 방식으로 속되며 이들 교환

기는 상하  계층  속 계를 갖는 트리형 구조를 갖는다. 

가) 송권한

각 통신노드  교환기의 송 권한은 두 가지 모드를 갖는다. 공정 

제어 데이터 와 같이 주기 이면서 송보장이 요구되는 데이터는 

각 노드  교환기에 할당된 고정시간 동안 송권한을 보장하는 

시분할 방식으로 송되며 망 제어, 진단, 리, 시험과 같은 비 주

기형 데이터는 보장형 시분할 송 후의 잉여 시간에 랜덤방식으로 

송권한을 갖는다. 

교환기  모든 통신노드는 앙 교환기로부터 매 주기마다 송 

시간을 할당받으며, 한 주기 이내에 모든 통신노드는 1회의 송을 

보장 받는다.

나) 송 차

송순서는 앙 교환기에 의해 할당된 송시간에 의하여 제어된

다. 할당된 송시간에 의하여 송신권한을 갖는 교환기와 통신노드

는 송신요구 데이터를 해당 연계포트를 통하여 동시에 송한다. 모

든 통신노드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송권한 

순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6단계가 요구된다.

(1) 원격 RMX 송신

(2) LSW, 제어기 (공정  소 트제어기) 송신, 외부노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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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SW 송신

(4) CSW 송신

(5) DSW 송신

(6) LSW 송신

실제 인 송 차는 데이터의 요구 특성에 따른 순서 제한, 통신노

드의 송수신요건, 송 효율성 등에 따라 여러 경우가 존재하며 상

세 설계과정에서 최 화 될 것이다. RMX 데이터의 공정제어기 동

시 입력, 통신노드의 1주기 1회의 송수신 속, 송 효율성 등을 

고려한 5 단계의 송 차의 는 다음과 같다.

① 외부노드 -> CSW, RMX -> LSW, 공정제어기 는 소 트 제

어기 -> DSW

② LSW -> DSW

③ DSW -> CSW  LSW

④ CSW -> DSW  외부노드, LSW->RMX

⑤ DSW -> 공정 제어기 는 소 트제어기

다)  송방식

모든 교환기는 송수신에 요구되는 충분한 버퍼 용량을 보유하고 있

어, 스타 형태에 의하여 속된 모든 노드의 송은 동시에 이루어

진다. 교환기는 수신된 데이터를 입력 버퍼에 장하고 내부 버스를 

이용하여 수신된 입력 버퍼의 데이터를 목  출력 노드 버퍼에 

송함으로써 교환이 이루어지는 Store-and-Forward 방식이다. 따라서, 
모든 통신 노드의 데이터 송은 각 단계별로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 송주기  링크 용량

모든 통신노드의 링크별 송용량은 최  100 Mbps이며, 병목 상

을 유발하는 DSW와 CSW간에는 최  1 Gbps의 링크 용량을 사용

함으로써 체 인 송시간의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노드의 

1회 송주기는 50 msec로써 최악의 경우에도 100 msec의 계통 응

답시간을 만족한다. 

3) 제어통신망 데이터 트래픽

가) 통신노드 종류  수량

DCS 제어계통의 기기제어  입출력 용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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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의 제어 상이 되는 기기수량은 최  2000개 이다.

(2) 공정 입력 포인트수는 최  10,000이며 그  아날로그 입력

은 3000 포인트, 디지털 입력은 7000 포인트이다.

(3) 공정 출력 포인트수는 최  5,000이며 그  아날로그 출력은 

500 포인트, 디지털은 4500 포인트이다. 

제어통신망 노드 설정을 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1개의 공정 제어기는 20개의 장 기기를 제어한다.

(2) RMX의 입출력 수량은 10 Slot 기 으로서 아날로그 신호는 

최  80 채 , 디지털 신호는 최  160 채 을 수용하며 평

균 으로 아날로그 40채 과 디지털 80 채 을 보유한다.

(3) 소 트제어기는 최  20 이다.

(4) 공정 제어용 두 디비젼망은 통신노드를 균등하게 보유한다. 

기기제어  입출력 용량과 기본 가정에 따라 제어통신망에 요구되

는 교환기  통신노드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앙 교환기 (CSW) : 1

(2) 디비젼 교환기 (DSW) : 3

(3) 장 교환기 (LSW) : 공정제어용 디비젼당 10 , 총 20

(4) 공정제어기 노드 : 공정제어용 디비젼당 50개, 총 100개

(5) 장 원격 멀티 서 (RMX) 노드 : 공정제어용 디비젼당 

80개, 총 160개

(6) 소 트제어기 노드 : 20개

(7) 외부 노드 : 송수신 각각 10개, 총 20개

나) 노드간 데이터 연계

(1) 공정제어기간 노드 연계

1개의 공정제어기 노드는 동일 디비젼의 공정제어기 노드와 최

 4개의 연계를 갖으며, 각각 1개의 임으로 구성된다. 그리

고 1개의 공정제어기 노드는 타 디비젼의 공정제어기 노드와 최

 2개의 연계를 갖으며, 각각 1 임으로 구성된다.

(2) 공정제어기와 RMX간 노드 연계  

공정제어기는 최  5개의 동일 디비젼 RMX 노드, 3개의 타 

디비젼 RMX 노드로부터 수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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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RMX 노드는 평균 으로 4개의 공정제어기 노드로 

송하며 그  동일 디비젼 공정제어기에 3개, 타 디비젼 공

정 제어기에 1개를 송한다. 

1개의 공정제어기 노드는 최  3개의 동일 디비젼 RMX 노

드에 송신한다.  

1개의 RMX 노드는 최  3개의 동일 공정제어기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공정제어기와 RMX 노드간 각 링크 임은 1개로 구성된

다.

RMX 노드가 타 디비젼의 공정제어기로부터 받는 데이터는 

없다.    

(3) 공정제어기와 소 트제어기간 노드 연계

소 트제어기 노드는 소 트 제어망에 각각 1개의 송신용 표  

임을 발생하며 (20 임) 소 트제어망은 이를 2개의 

임으로 합성, 구성하고 이를 공정 제어기 체에 멀티캐스트 

한다.

공정제어기는 1개의 임으로 이루어진 상태 데이터를 모든 

소 트제어기에 송한다.

(4) 공정제어기와 외부 계통간 노드 연계

10개의 외부 노드로부터 최  10개(*기기연동 련)의 공정제어

기 노드로 입력 된다. 송연계는 디비젼 별로 최  30, 1개의 

제어기에 입력되는 최  연계는 10개 이다. CSW에서 받는 외부

노드의 수신 임은 노드 당 1 임이다.

10개의 외부 송신 노드를 통하여 디비젼 별로 최  120개의 링

크를 갖으며, 1개의 제어기로 부터의 최  외부노드 송신연계는 

4개이며, 1개의 노드에서 보내는 최  임은 100 이다 (IPS 
는 QIAS 연계). 따라서, CSW 외부 송신노드  최  임 

수는 100개 이다.

(5) 소 트제어기 간 노드연계

소 트제어기 노드 간 연계는 없다. 

임 합성 는 소 트제어기간 제어명령 연동기능 추가 시 

재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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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 트제어기와 RMX 노드간 연계

소 트제어기와 RMX 노드 간 연계는 없다. (*모든 연계는 공정

제어기 경유) 

(7) 소 트제어기와 외부계통 노드 간 연계

소 트제어기와 외부계통 노드 간 연계는 없다. (*모든 연계는 

공정제어기 경유)

(8) RMX간 노드 간 연계

RMX 노드 간 연계는 없다. (*모든 연계는 공정제어기 경유

(9) RMX와 외부계통 노드 간 연계

RMX와 외부계통 노드 간 연계는 없다. (*모든 연계는 공정제어

기 경유)

4) 송 데이터 트래픽 분석

가) 트래픽 분석 설정 요소

본 의 제어통신망 트래픽 분석은 보장형 시분할 방식의 주기

인 공정제어용 데이터의 송시 요구되는 교환기, 통신노드간 

임 수와 송지연시간이다. 데이 터 트래픽 분석을 하여 설정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송 방식은 4.1.2.2 에 기술한 5단계 송 차를 따른다.

(2) 이산 인 디지털 데이터는 2 비트, 연속 인(Continuous) 아날로

그 데이터는 16 비트, 로세서 내부 계산 결과 데이터는 32 
비트로 산정한다.

(3) 1개의 송 임은 최  2048 비트이다.

(4) 모든 링크의 최  송용량은 100 Mbps 이다.

(5) 모든 통신노드는 1주기에 1번의 송권한을 갖는다.

(6) 4.2.2 의 노드간 연계 에서 가장 최 의 송요구를 기 으

로 산출한다.

(7) IFG (Inter Frame Gap)은 1 μsec로 산출한다. 

나) 트래픽 특성

그림 3-5는 체 인 트래픽 요구를 도표로 보여주며, 표 3-1은 이

를 정리한 것이다. 트래픽 분석에 의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통신노드  교환기간 모든 링크 용량을 100 Mbps로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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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교환기 간 데이터 송지연시간이 통신노드와 교환기

간 송에 비하여 매우 오래 걸리며 최  지연시간은 DSW로

부터 CSW로의 송 지연시간인 7.52 msec이다.

(2) 통신노드와 교환기간은 외부노드 송을 제외하고는 1 msec 이

내이다. 이는, Star 속에 의한 물리  링크에 기인한다.

(3) 공정제어기 노드의 송 요구 임은 1240개, RMX 노드의 

송 요구 임은 640개, 소 트제어기의 송 요구 임

은 40개, 외부노드 송 요구 임은 10개로서, 제어통신망 

체의 통신요구 임은 1930개이다.

(4) 통신노드와 교환기의 처리  기시간, 통신 링크 설정 시간 

등을 제외하고 데이터 송에만 요구되는 최 시간은 15.23 
msec이다. (1주기, 공정제어용 데이터 송)

다) 트래픽 분석 결과

(1) 제어통신망의 송 요구량은 1 주기당 4 Mega Bit이며, 송주

기 50 msec 요건에 따라 80 Mbps의 송용량이 요구된다.

(2) 확장여유 30%, 통신노드와 교환기의 처리  기시간, 통신링

크 설정시간 등을 고려한 제어통신망의 최  송지연 시간은 

30 msec 이다.

(3) 따라서, 제어통신망의 통신용량은 173 Mbps이며, 34%의 성능 

여유를 갖는다. 

5) 제어통신망 성능

제어통신망은 송보장형 방식으로서, 이를 해선 송지연시간의 보

장이 가장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제어통신망에 한 Worst Case에 

한 송지연시간의 분석을 통하여 제어통신망의 성능을 분석해야 한다.  
가) Worst Case 조건

제어통신망의 송지연시간은 링크 송 지연시간, 스 칭 지연시간 

  지연시간으로 구성된다. 지연시간은 송단계에 따른 

고정형 상수이며, 링크  스 칭 지연시간의 Worst Case는 데이터

가 한 노드로 집 되는 경우이다. 즉, 망 구성 노드들이 하나의 노

드로 모든 데이터를 송할 경우이다.

나) Worst Case 지연시간 요소

제어통신망의 1주기에 송은 일반 인 경우, 4.1.2의 6단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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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의하며, 종단간 총 송지연시간(Tdt)은

Tdt = Bdt + G1dt + G2dt + G3dt + G4dt + G5dt + G6dt   (4.4.1)

Tdt : 총 종단간 지연시간

Bdt : 비콘 송지연시간

G1dt ~ G6dt : 송단계별 지연시간

송지연시간을 결정하는 요소는;

N : 노드 수

Bd : 비콘 데이터 송량 (Bit)

Nd : 노드당 평균 데이터량 (Bit)

P : 교환기 포트 수 (링크 수)

L : 링크 길이 (Km)

Ls : 링크속도 (Mbps)

Ss : 스 칭 속도 (Mbps)

식 4.4.1에서

Bdt = 3*Bd/Ls + 5*L + 2*Bd/Ss

G1dt = Nd/Ls + 5*L + {Nd*min(P,N)}/Ss

G2dt = {Nd*min(P,N)}/Ls + 5*L + {Nd*min(P2,N)}/Ss

G3dt = {Nd*min(P2,N)}/Ls + 5*L + [Nd*min{(P-1)*P2,N)]/Ss

G4dt = [Nd*min{(P-1)*P2,N)]/Ls + 5*L + [Nd*min{(P-1)*P2,N)]/Ss

G5dt = [Nd*min{(P-1)*P2,N)]/Ls + 5*L + [Nd*min{(P-1)*P2,N)]/Ss

G6dt = [Nd*min{(P-1)*P2,N)]/Ls + 5*L + 1)[Nd*min{(P-1)*P,N-(P-1)*P2)]/Ss

Note 1 : N>(P-1)*P2 일 때 계산식 포함

다) 제어통신망 성능분석

Worst Case 분석을 한 설계요소 , 제어통신망의 상수는 다음과 

같다.

Bdt = 400 bits

L = 4 Km (max)

P = 8 포트

Ls = 100 Mbps

Ss = 100 Mbps

Tdt = 50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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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상수 값을 제외한 노드 수, 노드당 평균 데이터량  

스 칭 속도에 의한 제어통신망 성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  노드 수용시의 노드당 평균 데이터량

300개의 노드가 50 msec 이내에 모두 송하기 해서는 노드의 

평균 송 데이터는 최  320 Bytes 이다.

(2) 노드당 최  데이터량을 송할 경우의 노드 수

노드당 512 Byte씩 송하면, 최  180개의 노드를 수용할 수 

있다.

(3) 최  노드  부하량을 수용하기 한 스 칭 용량

300개의 노드가 512 Byte의 송량을 갖을 때, 50 msec 이내의 

종단간 송지연 시간을 만족하려면, 스 칭 용량은 최소 400 
Mbps 이어야 한다. 

2. 정보통신망

1) 정보통신망 기능

정보통신망은 보호, 제어, 감시 등 모든 계측제어 계통과 정보처리계통

간의 연계와, 정보처리계통의 처리 정보를 주제어실 제어반의 모든 디

스 이 장치에 연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2) 정보통신망 송 특성

가) 노드 구성

정보통신망의 총 노드 수는 85개이며 그  48개가 내부 연계용 노

드이고 37개가 계측제어계통을 한 외부 노드이다. 

나) 송구조

(1) 통신망 종류 : 100 Mbps Fast Ethernet

(2) 송권한 : CSMA/CD의 랜덤할당 방식

(3) 토폴로지 : 버스

(4) 임 구조 : 오버헤드 26 Bytes, 길이 46~1500 Bytes

(5) 임 간격 : 96 Bit time

3) 정보통신망 트래픽 산출기 , 요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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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분석 마진

정보통신망의 링크  송요구량 산출 결과에 한 분석 여유도로

서, 20%를 고려한다. 

나) 통신 이블 길이

송지연시간의 구성요소인 지연시간 고려를 한 정보통신망

의 최  통신거리는 1 Km 즉, 5 usec를 기 으로 한다.

다) 응용계층 오버헤드

TCP/IP로 가정하여, 오버헤드 40 Bytes 고려한다.

라) 확장성 

정보통신망의 확장성은 30%로 설정한다.

마) 송주기  

정보통신망의 송주기는 500 msec로 설정한다.

바) 정보통신망 트래픽 산출 요소  차 

(1) 링크별 데이터 요구량 산출

(2) 분석 마진 20% 추가

(3) 1500 bytes 과하는 데이터 임 분할

(4) 46 Bytes 이하의 데이터 임 Pad 추가 (최소 46 Bytes화)

(5) 각 데이터 임에 오버헤드 26 Bytes 추가

(6) 임 간격 96 Bits 추가 (Dead Time)

(7) TCP/IP 오버헤드 (40 Bytes) 추가

(8) 각 임의 송시간 산출

(9) 송지연시간  통신용량 (BPS) 산출 

(10) 확장성 30% 추가 

(11) 송주기를 고려한 망 이용률 산출     

4) 정보통신망 트래픽 분석

가) 정보통신망 트래픽 특성

정보통신망의 총 송 링크 수는 102개이며 그  48개가 내부 

송을 한 링크이며 54개는 다른 계통과의 외부 링크이다.  데이터 

포인트 수는 총 305,819개이며 그  305,819개가 내부용 송 데이

터 이며 (97.44%) 외부로부터의 데이터는 7820개 (2.56%)이다. 그리

고 Raw 데이터 총 송양은 4,148,553 bits 이며, 그  내부 송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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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096,138 bits (99%)이고, 외부로부터의 송양은 52,415 bits 
(1%)이다.

나) 정보통신망 트래픽 분석 결과

정보통신망의 총 노드 수는 85개, 논리  링크 수는 102개로 구성된

다. 정보통신망의 체 연계 신호수는 305,819개이며, 1주기 체 

Raw Data 요구량은 4.2 Mega Bits이다. 그리고 1주기 송지연시간

은 55.83 msec이며, 30%의 확장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의 요구 통

신용량은 14.52 Mbps로써, 14.52%의 망 이용율을 갖는다. 

3. 경보망 

1) 경보망 기능

경보망은 보호, 제어, 감시 등 모든 계측제어 계통과 QIAS 간의 연계

와, QIAS의 처리 정보를 주제어실 제어반의 모든 경보 디스 이 장

치에 연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2) 경보망 송 특성

가) 노드 구성

경보망의 총 노드 수는 25개이며 내부용 노드는 9개이고 안 계통

으로부터의 정보연계를 한 16개의 외부노드가 포함된다.  

나) 송구조

(1) 통신망 종류 : Profibus-FMS

(2) 송권한 : Token Passing의 송권한 제어방식   

(3) 토폴로지 : 물리 으로는 버스, 논리 으로는 링 구조

(4) 임 구조 

데이터 임: 오버헤드 9Bytes, 데이터는 1Byte ~ 246Bytes

토큰 임 : 33 bits (Synch) + 24 Bits 

(5) 송 서비스 : SDA, SDN, SRD, CSRD

3) 경보망 트래픽 산출기 , 요소, 차

가) 데이터 분석 마진

경보망의 링크  송요구량 산출 결과에 한 분석 여유도로서, 
20%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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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 이블 길이

송지연시간의 구성요소인 지연시간 고려를 한 경보망의 최

 통신거리는 1 Km 즉, 5 usec를 기 으로 한다.

다) 응용계층 오버헤드

Profibus-FMS는 하부 송지연의 50%로 설정한다.

라) 확장성 

경보망의 확장성은 30%로 설정한다.

마) 송주기  

경보망의 송주기는 500 msec로 설정한다.

바) 경보망 트래픽 산출 요소  차 (3 Mbytes 기 )

(1) 링크별 데이터 요구량 산출

(2) 분석 마진 20% 추가

(3) 246 bytes 과하는 데이터 임 분할

(4) 1 Bytes 이하의 데이터 임 Pad 추가 (최소 1 Bytes화)

(5) 각 데이터 임에 오버헤드 9 Bytes 추가

(6) 각 임 송시간 산출 ( 임 크기 * bit time)

(7) 임 간격을 한 96 bits time 추가 (Dead Time)

(8) 데이터 임 지연시간 추가 (#1km=5usec)

(9) 토큰 Synch time (Idel Time) 추가 (33 bit time)

(10) 토큰 검사 시간 추가 (3 bit time)

(11) 토큰 임 검사 시간 추가 (24 bit time)

(12) 토큰 지연 시간 추가  링크 합산

(13) FDL 송지연시간 산출

(14) FMS 오버헤드 50% 추가 

(15) 통신용량 (BPS) 산출 

(16) 송주기, 확장성 30% 추가  망 이용률 산출 

4) 경보망 트래픽 분석

가) 경보망 트래픽 특성

경보망의 총 송 링크 수는 24개이며 그  8개가 내부 송을 

한 링크이며 16개는 다른 계통과의 외부 링크이다. 데이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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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총 24,924개이며 그  21,821개가 내부용 송 데이터이며 

(87.55%) 외부로부터의 데이터는 3103개 (12.45%) 이다. 그리고 Raw 
데이터 총 송양은 132,340 bits 이며, 그  내부 송양이 122,292 
bits (92.41%)이고, 외부로부터의 송양은 10,048 bits (7.59%)이다.

나) 경보망 트래픽 분석 결과

체 데이터 송수신을 1회 끝내는 송지연시간은 22.88 msec 이다.  
통신 요구 용량은 178.43 Kbps로서, 망 이용률이 5.95% 이다. 따라

서 송지연시간 500 msec 이내와 송보장을 한 평가 기 인 이

용률 40% 이하를 충분히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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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스 

#

송
송 

임

송요구

용량

(Bit)

물리  

통신 

링크 수

최  송 

지연시간
** (msec)

송신 수신 링크
시 스 

(Max)

1

공정제어기 DSW 620/Div. 1,269,760 50/Div. 0.31

0.31
RMX LSW 320/Div. 655,360 80/Div. 0.09

소 트제어기 SSW 40 81,920 20 0.05

외부노드 CSW 10 20,480 10 0.03

2 LSW DSW 320/Div. 655,360 10 0.69 0.69

3

DSW CSW 350/Div. 716,800 1 7.52

7.52SSW CSW 2 4,096 1 0.05

DSW LSW 150/Div. 307,200 10 0.33

4

CSW DSW 212/Div. 434,176 1 4.56

4.56
CSW SSW 100 204,800 1 2.15

LSW RMX 150/Div. 307,200 80 0.07

CSW 외부노드 240 491,520 10 2.15

5
DSW 공정제어기 780/Div. 1,597,440 50 0.56

2.15
SSW 소 트제어기 2000 4,096,000 20 2.15

1주기 체 송지연시간
** 15.23

표 3-1 DCS 제어통신망 데이터 트래픽** 

** 통신노드와 교환기의 처리  기시간, 통신링크 설정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데이터 송지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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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제어통신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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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제어통신망 트래픽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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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통신망

1) 송특성 

가) 실시간 송 

안 계통은 사고에 비한 시스템으로서 사고 조건시에 정해진 시

간내에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이들 사고에 한 체 시스템의 처

리 응답시간은 수백 msec에서 수  이내로서, 각 처리과정에 따른 

데이터 통신시간은 수십 msec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정해진 시

간이내에 통신을 완료하지 못 할 때에는 미리 규정된 처리를 강제

로 수행하도록 설정되는 경성 실시간 (Hard-Real Time) 특성을 갖는

다.    

나) 고정  구조  

안 통신망은 40년의 생명주기 동안 기능 , 성능 인 변화가 거의 

없는 특성을 갖는다. 원  안  특성상 안 성이 보장되거나 검증된 

사항에 한하여 변경이나 개선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통신노드의 추가나 삭제 는 데이터 송 특성이 거의 변화가 없

는 고정  구조를 갖으며, 통신 시스템의 기능 , 성능  개선과 통

신노드 추가에 한 여유성 등에 한 추후 변경 요소는 기 구축

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

다. 일반 으로 안 통신망의 성능여유는 40% 이상이 요구되며 확

장성은 3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다)  단순, 투명한 송 기능

안 통신망의 처리구조는 단순 명료해야 한다. 복잡한 기능이나 불

확실한 처리구조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류를 최 한 방지해야 한다.

안 통신망은 발생 가능한 모든 고장에 하여 사 에 분석되고 그 

향과 결과를 평가하여 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반 한 시스

템을 구축해야 한다. 안 통신망은 복잡한 기능이나 모호한 요소를 

배제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짧은 메시지  주기  송

안 계통의 기능은 작동의 유무 는 상태의 설정치 과여부 등을 

단하여 장치 는 다른 계통으로 출력하는 것으로서, 공정결과  

상태에 한 매우 짧은 메시들로 구성된다. 안 계통은 단, 결정

을 매 주기마다 작동 유무를 상태기반으로 출력하는 주기  송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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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통신망은 이벤트에 의한 비 주기 인 송은 일부 기본 기능외

의 외 정보를 제외하고는 부분 상태기반에 의한 주기 이며 짧

은 메시지 송 특성을 갖는다.               

마) 고 신뢰도  안 성   

안 통신망은은 경제성 보다는 안 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안  통신시스템의 송구조나 기능 결정시 성능 인 요소 보다는 

안 성 요소 즉, 신뢰성, 분리  격리성, 검증성 등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하여 안 통신망은 고정허용구조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이미 증명된 기술이나 제품의 채택 는 검증 가능

한 기술과 방식을 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2) 설계요건

가) 안 통신망 안 성 요건

안 통신망은 원  안 시스템의 필수 요건인 안 성과 검증성을 

만족해야 한다. 안 성은 시스템의 신뢰성 뿐 만 아니라 구조  결

정론성과 고장 격리성을 포함한다. 

안 성 요건은 통신망 개발시 요구되는 기술선정, 설계요소 설정, 
구  검증 등의 모든 개발단계에서 최우선의 단 기 으로 활용되

어야 한다.    

(1) 결정론  통신구조

안 통신망은 통신방식과 구조  설계요소에 한 모든 특성이 

계산  측 가능한 결정론  통신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통신상의 모든 방법과 기술, 구  등이 투명해야 하는 것

으로서, 데이터의 양과 속도, 송지연시간  데이터의 경로가 

확정 인 특성을 보유하고 통신상의 어떠한 불확실성도 배제하

도록 한다. 

결정론 인 구조를 갖기 해서는 송요구가 확정 이어야 하

며 사건기반의 비 결정론 인 송 특성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고정 인 상태기반의 송 구조를 

갖도록 한다. 

(2) 명확한 분리  격리 구조

안 계통의 계통  채  간 독립성 보장을 하여 이들 간의 

송경로는 명확하게 분리  격리되어야 한다. 분리  격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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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목 은 고장격리 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해서는 통신경로의 

물리  분리, 일 일 논리  송, 기  격리를 한  이

블의 사용  송수신 분리에 의한 단방향 송 구조 개념을 

용한다.

(3) 확인  검증성 보유

안 통신망을 한 모든 구조, 하드웨어, 소 트웨어는 확인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로토콜은 도달성 분석 (Reachability 
Analysis)에 의하여 검증된 로토콜 사양으로 구 해야 하며 

험성 (Hazard)을 갖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 이블을 비

롯한 모든 장치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에 검증된 제품을 이용

해야 한다. 확인  검증을 해서는 가능하면 이미 증명된 기

술이나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확실한 동작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복잡한 방법론을 배제하고 단순하면서도 송

이 확실히 보장되는 구조로 설계한다. 한, 소 트웨어 검증성

을 해 가능하면 하드웨어 근간의 언어로 구 하며 복잡한 능

동 인 작동 기능 보다는 단순화한 수동 인 작동 구조를 갖도

록 한다.     

(4) 고 신뢰성 보유

안 통신망에 한 정량 인 신뢰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요소는 신뢰도를 분석  제시할 수 있는 구조, 부품  방

식으로 개발해야 하며, 단일고장 발생시에도 안 시스템이 요구

하는 통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장허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나) 안 통신망 성능 요건

안 통신망 설계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능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송용량

안 통신망은 각 하부망 별로 요구되는 데이터 최 부하 조건에

서 설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여유를 갖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최 부하 조건은 가장 많은 송수신량을 래하

는 경우를 근거로 하고 고장, 조치, 시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

다.

(2) 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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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통신망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제한 시

간내에 송되어야 한다. 송주기는 계속 이며 일정하도록 해

야 하며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시간 불일치나 메시지 과부하

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확장성

안 통신망은 어도 30%의 확장용량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4) 표 화

안 통신망을 한 로토콜은 가능하면 국제표  규격을 수용

하지만, 원 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용 경험이 

있는 특정 로토콜이나 산업표 을 요건에 맞게 수정한 로토

콜의 채택 는 개발도 가능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검증 

차를 수행해야 한다.   

(5) 에러

통신에러 발생 시 성능과 련하여, 에러감지  교정방법과 이

에 필요한 트래픽 량, 미검출 에러율  결정방법, 미검출 에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와 그 완화방법, 복구불능 에

러시의 처리방법에 하여 정의해야 한다. 

송 단일비트 는 비트 그룹의 실패, 변화 없는 반복 메시지

의 송, 다  경로에 의한 송 메시지의 상이 등에 한 고장

에 하여 운 요원에게 검출  경고되어야 한다.

(6) 운 요건

안 통신망은 운 의 효율성, 사용자 연계, 공 자 지원 능력  

운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7) 보수  유지 요건

안 통신망은 보수  유지가 용이해야 하고 배선을 최소화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장비의 속성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교체가 용이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 통신망을 한 배선시에는 원선, 낙뢰, 지, 정 기 방출 

등으로 부터의 잡음에 한 한 보호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통신매체 선택시에는 방사능, 고온, RF 잡음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한, 고유기능인 데이터 송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내에서 고장검출, 격리  복원 기능을 최 한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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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8) 시험요건

안 통신망은 각 모듈에 한 기능 검증시험과 품질등 에 따른 

환경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통신망의 정상 인 운 성 확인시

험을 한 자체 시험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시험 기능은 

원  운  에 가능해야 한다.

3) 안 통신망 구성

가) 통신망 구성모듈  송연계

원  안 통신망은 원자로보호계통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노심보호연산기계통 (CPCS, 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  공

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ESF-CCS, Engineered Safety Features - 
Component Control System)의 3개의 시스템에 한 모든 데이터 

송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 로세서 모듈 구성

안 통신망 체는 원자로보호계통 24개, 노심보호연산기계통 

33개,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106개 등 모두 163개의 로

세서 모듈로 구성된다. 표 3-2는 안 망에 포함되는 각 계통의 

체 로세서 모듈 목록을 나타낸다.

(2) 송연계

안 통신망은 각 주기마다 체 으로 1600여개의 송연계를 

수행한다. 송연계는 안 망 내부와 외부연계로 구성되며 내부 

연계는 채 내부, 계통내부  채 간 연계로 구성된다. 

데이터 송주기는 50 msec와 500 msec의 두 가지 종류로 구성

되며 안 성 요건에 따른 송 데이터의 품질요건은 안 필수 

(SC, Safety-Critical)와 안 요 (ITS, Important to Safety)로 나뉜

다. 채  A 모든 로세서 모듈의 체 인 송연계는 표 3-3
과 같으며 채  B, C, D의 송연계는 채  A와 동일하다.   

나) 안 통신망 분류  구성

(1) 안 통신망 분할기

안 통신망은 안 계통의 제반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들 요

건에 따라 분할  격리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안 계통망은 

다음과 같은 분할 기 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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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계통의 다  채 간 분리요건에 따라 채  A, B, C, D 
 공통채 은 분리되어야 한다.

안 계통의 품질등  요건에 따라 안 필수와 안 요 데이

터는 분리되어야 한다.

안 정지를 한 제어반 설비의 다양성 요건에 따라 주제어

실과 원격정지실 통신망은 분리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기능  성과 치에 따른 연계를 고려한다.   

(2) 안 통신망 구성

분할 기 에 따라 안 통신망은 크게 안 필수망과 안 상태망

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안 필수 통신망과 안 상태 통신망은 

품질등  요건에 따라 송 경로가 엄격히 분리되며 각각의 채

망간은 다  채  간 격리 요건에 따라 기  격리 수단과 

단방향 송구조를 갖는다. 분할된 각각의 통신망의 하부 구성

은 기능  물리  치를 고려하여 그룹핑한다. 그림 3-6과 3-7
은 각각 안 상태 채 -A망과 안 필수 채 -A망의 통신노드 

구성도이다. 기능 인 요소를 고려하여 3개의 계통과 보수  

시험반, 그리고 연계모듈이 각각 그룹핑되며 물리  치에 따

라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실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의 

루 제어기가 각각 그룹핑된다. 

(다) 안 필수 통신망

안 필수 통신망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세부망으로 구성된다.

(1) 안 필수 채  A망 (SC-A)

(2) 안 필수 채  B망 (SC-B)

(3) 안 필수 채  C망 (SC-C)     

(4) 안 필수 채  D망 (SC-D)

(5) 주제어실 안 필수 공통 채 망 (SC-M)

(6) 원격정지실 안 필수 공통 채 망 (SC-R)

(라) 안 상태 통신망

안 상태 통신망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세부망으로 구성된다.

(1) 안 상태 채  A망 (SS-A)

(2) 안 상태 채  B망 (SS-B)

(3) 안 상태 채  C망 (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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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상태 채  D망 (SS-D)

(5) 주제어실 안 상태 공통 채 망 (SS-M)

(6) 원격정지실 안 상태 공통 채 망 (SS-R)

4) 안 통신망 송 연계사양

안 통신망은 12개로 분할되어 구성되며, 안 필수망과 안 상태망을 

구성하는 각각의 채 망은 동일한 송 연계사양을 갖는다. 여기서는 

채  A망에 해서 기술한다. 채  B, C, D 망은 A망과 동일하며 공통 

채 망은 A망의 송사양 이하이므로 설계시 A망의 송사양에 따른

다. 표 3-4는 채  A망에 한 연계사양을 나타낸다.

가) 안 상태 통신망    

안 상태 채  A망은 그림 3-6과 같이 33개의 내부 통신노드와 9개

의 송신 연계노드  3개의 수신 연계노드로 구성된다. 체 송 

연계수는 표 3-4의 안 요 등 의 연계 (ITS) 수이며 총 195개이

다. 연계별 송 데이터는 최소 1비트에서 최  19,758 비트이다. 
체 연계 송요구량은 286,436 비트, 연계별 평균 데이터 크기는 

1,419 비트이며 송주기는 500 msec 이며, 안 상태 통신망의 순수 

데이터 송용량은 572,872 BPS 이다.

나) 안 필수 통신망

 안 필수 채  A망은 그림 3-7과 같이 24개의 내부 통신노드와 4
개의 송신 연계노드  7개의 수신 연계노드로 구성된다. 체 송

연계 수는 표 3-4의 안 필수 등 의 연계 (SC) 수이며 총 198개이

다. 연계별 송 데이터는 최소 1비트에서 최  2401 비트이다. 
체 연계 송요구량은 43,417 비트, 연계별 평균 데이터 크기는 219 
비트이며 송주기는 50 msec 이며, 안 필수 통신망의 순수 데이

터 송용량은 869,340 BPS 이다.      



- 55 -

System
Module 
Name

Module Description Location 채 수량

RPS

BP Bistable Processor RPS Cabinet A,B,C,D 4
CP Coincidence Processor RPS Cabinet A,B,C,D 4
ATIP Automatic Test & Interface Processor RPS Cabinet A,B,C,D 4
MOM RPS MCR Op's Module 주제어실 A,B,C,D 4
RCOM RPS COM RPS Cabinet A,B,C,D 4
ROM RPS RSR Op's Module 원격정지실 A,B,C,D 4

CPC

CEAC-1 CEA Calculator #1 CPC Cabinet A,B,C,D 4
CEAC-2 CEA Calculator #2 CPC Cabinet A,B,C,D 4
CPC CPC Main Processor CPC Cabinet A,B,C,D 4
CPP-1 CEA Position Processor #1 CPC Cabinet A,B,C,D 4
CPP-2 CEA Position Processor #2 CPC Cabinet A,B,C,D 4
ACPC CPC Aux. Processor CPC Cabinet A,B,C,D 4

CEAPD MCR CEA Position Display Processor 주제어실
공통채

1

MTP CPC Maintenance & Test Processor CPC Cabinet A,B,C,D 4
OM CPC OP's Module 주제어실 A,B,C,D 4

ESF-CCS

GC-1 ESF-CCS Group Controller #1 ESF-CCS 캐비닛 A,B,C,D 4
GC-2 ESF-CCS Group Controller #2 ESF-CCS 캐비닛 A,B,C,D 4
GC-3 ESF-CCS Group Controller #3 ESF-CCS 캐비닛 A,B,C,D 4
LC-1 ESF-CCS Loop Controller #1 ESF-CCS 캐비닛 A,B,C,D 4
LC-2 ESF-CCS Loop Controller #2 ESF-CCS 캐비닛 A,B,C,D 4
LC-3 ESF-CCS Loop Controller #3 ESF-CCS 캐비닛 A,B,C,D 4
LC-4 ESF-CCS Loop Controller #4 ESF-CCS 캐비닛 A,B,C,D 4
LC-5 ESF-CCS Loop Controller #5 ESF-CCS 캐비닛 A,B,C,D 4
LC-6 ESF-CCS Loop Controller #6 ESF-CCS 캐비닛 A,B,C,D 4
LC-7 ESF-CCS Loop Controller #7 ESF-CCS 캐비닛 A,B,C,D 4
LC-8 ESF-CCS Loop Controller #8 ESF-CCS 캐비닛 A,B,C,D 4
LC-9 ESF-CCS Loop Controller #9 ESF-CCS 캐비닛 A,B,C,D 4
LC-10 ESF-CCS Loop Controller #10 ESF-CCS 캐비닛 A,B,C,D 4
LC-11 ESF-CCS Loop Controller #11 ESF-CCS 캐비닛 A,B,C,D 4
LC-12 ESF-CCS Loop Controller #12 ESF-CCS 캐비닛 A,B,C,D 4
ETIP ESF-CCS Test & Interface Processor ESF-CCS 캐비닛 A,B,C,D 4
ECOM ESF-CCS COM ESF-CCS 캐비닛 A,B,C,D 4

MSC-1~22
ESF-CCS 주제어실 Soft-Controller 
#1~#22

주제어실
공 통 채

22

RSC-1~4
ESF-CCS 원격정지실 Soft-Controller 
#1~#4

원격정지실
공 통 채

4

CCG ESF-CCS Control Channel Gateway ESF-CCS 캐비닛 A,B,C,D 4
MCPM ESF-CCS 주제어실 Control Panel Mux 주제어실 A,B,C,D 4

RCPM
ESF-CCS 원격정지실 Control Panel 
Mux

원격정지실 A,B,C,D 4

표 3-2 안 통신망 구성모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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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1 CPCS ACPC-A1 MTP-A 74 14938 ITS 500

2 CPCS ACPC-A1 OM-A 74 14938 ITS 500

3 CPCS ATIP-A MTP-A 1 1 ITS 500

4 CPCS CEAC-A-1 MTP-A 110 3885 ITS 500

5 CPCS CEAC-A-1 OM-A 110 3885 ITS 500

6 CPCS CEAC-A-2 MTP-A 110 3885 ITS 500

7 CPCS CEAC-A-2 OM-A 110 3885 ITS 500

8 CPCS CPC-A1 ACPC-A1 198 6195 ITS 500

9 CPCS CPC-A1 CEAPD 244 7808 ITS 500

10 CPCS CPC-A1 IPS 356 11392 ITS 500

11 CPCS CPC-A1 MTP-A 73 15449 ITS 500

12 CPCS CPC-A1 OM-A 73 15449 ITS 500

13 CPCS CPC-A1 QIAS-N 84 2688 ITS 500

14 CPCS CPP-A-1 MTP-A 16 3112 ITS 500

15 CPCS CPP-A-1 OM-A 16 3112 ITS 500

16 CPCS CPP-A-2 MTP-A 16 3112 ITS 500

17 CPCS CPP-A-2 OM-A 16 3112 ITS 500

18 CPCS MTP-A ACPC-A1 4 1024 ITS 500

19 CPCS MTP-A CEAC-A-1 40 4292 ITS 500

20 CPCS MTP-A CEAC-A-2 40 4292 ITS 500

21 CPCS MTP-A CPC-A1 90 19758 ITS 500

22 CPCS OM-A CEAC-A-1 3 39 ITS 500

23 CPCS OM-A CEAC-A-2 3 39 ITS 500

24 CPCS OM-A CPC-A1 10 1528 ITS 500

25 CPCS OM-A CPP-A-1 3 246 ITS 500

26 CPCS OM-A CPP-A-2 3 246 ITS 500

27 ESF-CCS CCG-A1 MSC-1 312 792 ITS 500

28 ESF-CCS CCG-A1 MSC-10 312 792 ITS 500

29 ESF-CCS CCG-A1 MSC-11 312 792 ITS 500

30 ESF-CCS CCG-A1 MSC-12 312 792 ITS 500

31 ESF-CCS CCG-A1 MSC-13 312 792 ITS 500

32 ESF-CCS CCG-A1 MSC-14 312 792 ITS 500

33 ESF-CCS CCG-A1 MSC-15 312 792 ITS 500

34 ESF-CCS CCG-A1 MSC-16 312 792 ITS 500

35 ESF-CCS CCG-A1 MSC-17 312 792 ITS 500

36 ESF-CCS CCG-A1 MSC-18 312 792 ITS 500

37 ESF-CCS CCG-A1 MSC-19 312 792 ITS 500

38 ESF-CCS CCG-A1 MSC-2 312 792 ITS 500

39 ESF-CCS CCG-A1 MSC-20 312 792 ITS 500

40 ESF-CCS CCG-A1 MSC-21 312 792 ITS 500

41 ESF-CCS CCG-A1 MSC-22 312 792 ITS 500

42 ESF-CCS CCG-A1 MSC-3 312 792 ITS 500

43 ESF-CCS CCG-A1 MSC-4 312 792 ITS 500

44 ESF-CCS CCG-A1 MSC-5 312 792 ITS 500

45 ESF-CCS CCG-A1 MSC-6 312 792 ITS 500

46 ESF-CCS CCG-A1 MSC-7 312 792 ITS 500

47 ESF-CCS CCG-A1 MSC-8 312 792 ITS 500

48 ESF-CCS CCG-A1 MSC-9 312 792 ITS 500

49 ESF-CCS CCG-A1 RSC-1 312 792 ITS 500

50 ESF-CCS CCG-A1 RSC-2 312 792 ITS 500

표 3-3 안 통신망 모듈간 데이터 송 연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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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51 ESF-CCS CCG-A1 RSC-3 312 792 ITS 500

52 ESF-CCS CCG-A1 RSC-4 312 792 ITS 500

53 ESF-CCS ECOM-A ETIP-A 15 210 ITS 500

54 ESF-CCS ECOM-A IPS 6902 10427 ITS 500

55 ESF-CCS ETIP-A ATIP-A 166 181 ITS 500

56 ESF-CCS ETIP-A ATIP-B 166 181 ITS 500

57 ESF-CCS ETIP-A ATIP-C 166 181 ITS 500

58 ESF-CCS ETIP-A ATIP-D 166 181 ITS 500

59 ESF-CCS ETIP-A ECOM-A 2048 2063 ITS 500

60 ESF-CCS ETIP-A ETIP-B 6 21 ITS 500

61 ESF-CCS ETIP-A ETIP-C 6 21 ITS 500

62 ESF-CCS ETIP-A ETIP-D 6 21 ITS 500

63 ESF-CCS ETIP-A GC-A-1 104 1649 ITS 500

64 ESF-CCS ETIP-A GC-A-2 104 1649 ITS 500

65 ESF-CCS ETIP-A GC-A-3 104 1649 ITS 500

66 ESF-CCS ETIP-A QIAS-N 912 912 ITS 500

67 ESF-CCS ETIP-A RTIP-A 64 79 ITS 500

68 ESF-CCS ETIP-A RTIP-B 64 79 ITS 500

69 ESF-CCS ETIP-B ETIP-A 6 21 ITS 500

70 ESF-CCS ETIP-C ETIP-A 6 21 ITS 500

71 ESF-CCS ETIP-D ETIP-A 6 21 ITS 500

72 ESF-CCS GC-A-1 ECOM-A 194 344 ITS 500

73 ESF-CCS GC-A-1 ETIP-A 194 344 ITS 500

74 ESF-CCS GC-A-1 LC-A1-1 3 33 ITS 500

75 ESF-CCS GC-A-1 LC-A1-10 3 33 ITS 500

76 ESF-CCS GC-A-1 LC-A1-11 3 33 ITS 500

77 ESF-CCS GC-A-1 LC-A1-12 3 33 ITS 500

78 ESF-CCS GC-A-1 LC-A1-2 3 33 ITS 500

79 ESF-CCS GC-A-1 LC-A1-3 3 33 ITS 500

80 ESF-CCS GC-A-1 LC-A1-4 3 33 ITS 500

81 ESF-CCS GC-A-1 LC-A1-5 3 33 ITS 500

82 ESF-CCS GC-A-1 LC-A1-6 3 33 ITS 500

83 ESF-CCS GC-A-1 LC-A1-7 3 33 ITS 500

84 ESF-CCS GC-A-1 LC-A1-8 3 33 ITS 500

85 ESF-CCS GC-A-1 LC-A1-9 3 33 ITS 500

86 ESF-CCS GC-A-2 ECOM-A 194 344 ITS 500

87 ESF-CCS GC-A-2 ETIP-A 194 344 ITS 500

88 ESF-CCS GC-A-2 LC-A1-1 3 33 ITS 500

89 ESF-CCS GC-A-2 LC-A1-10 3 33 ITS 500

90 ESF-CCS GC-A-2 LC-A1-11 3 33 ITS 500

91 ESF-CCS GC-A-2 LC-A1-12 3 33 ITS 500

92 ESF-CCS GC-A-2 LC-A1-2 3 33 ITS 500

93 ESF-CCS GC-A-2 LC-A1-3 3 33 ITS 500

94 ESF-CCS GC-A-2 LC-A1-4 3 33 ITS 500

95 ESF-CCS GC-A-2 LC-A1-5 3 33 ITS 500

96 ESF-CCS GC-A-2 LC-A1-6 3 33 ITS 500

97 ESF-CCS GC-A-2 LC-A1-7 3 33 ITS 500

98 ESF-CCS GC-A-2 LC-A1-8 3 33 ITS 500

99 ESF-CCS GC-A-2 LC-A1-9 3 33 ITS 500

100 ESF-CCS GC-A-3 ECOM-A 194 344 ITS 500

표 3-3 안 통신망 모듈간 데이터 송 연계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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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101 ESF-CCS GC-A-3 ETIP-A 194 344 ITS 500

102 ESF-CCS GC-A-3 LC-A1-1 3 33 ITS 500

103 ESF-CCS GC-A-3 LC-A1-10 3 33 ITS 500

104 ESF-CCS GC-A-3 LC-A1-11 3 33 ITS 500

105 ESF-CCS GC-A-3 LC-A1-12 3 33 ITS 500

106 ESF-CCS GC-A-3 LC-A1-2 3 33 ITS 500

107 ESF-CCS GC-A-3 LC-A1-3 3 33 ITS 500

108 ESF-CCS GC-A-3 LC-A1-4 3 33 ITS 500

109 ESF-CCS GC-A-3 LC-A1-5 3 33 ITS 500

110 ESF-CCS GC-A-3 LC-A1-6 3 33 ITS 500

111 ESF-CCS GC-A-3 LC-A1-7 3 33 ITS 500

112 ESF-CCS GC-A-3 LC-A1-8 3 33 ITS 500

113 ESF-CCS GC-A-3 LC-A1-9 3 33 ITS 500

114 ESF-CCS LC-A1-1 CCG-A1 156 396 ITS 500

115 ESF-CCS LC-A1-1 ECOM-A 411 666 ITS 500

116 ESF-CCS LC-A1-1 ETIP-A 411 666 ITS 500

117 ESF-CCS LC-A1-1 MCPM-A1 35 35 ITS 500

118 ESF-CCS LC-A1-1 RCPM-A1 35 35 ITS 500

119 ESF-CCS LC-A1-10 CCG-A1 156 396 ITS 500

120 ESF-CCS LC-A1-10 ECOM-A 411 666 ITS 500

121 ESF-CCS LC-A1-10 ETIP-A 411 666 ITS 500

122 ESF-CCS LC-A1-10 MCPM-A1 35 35 ITS 500

123 ESF-CCS LC-A1-10 RCPM-A1 35 35 ITS 500

124 ESF-CCS LC-A1-11 CCG-A1 156 396 ITS 500

125 ESF-CCS LC-A1-11 ECOM-A 411 666 ITS 500

126 ESF-CCS LC-A1-11 ETIP-A 411 666 ITS 500

127 ESF-CCS LC-A1-11 MCPM-A1 35 35 ITS 500

128 ESF-CCS LC-A1-11 RCPM-A1 35 35 ITS 500

129 ESF-CCS LC-A1-12 CCG-A1 156 396 ITS 500

130 ESF-CCS LC-A1-12 ECOM-A 411 666 ITS 500

131 ESF-CCS LC-A1-12 ETIP-A 411 666 ITS 500

132 ESF-CCS LC-A1-12 MCPM-A1 35 35 ITS 500

133 ESF-CCS LC-A1-12 RCPM-A1 35 35 ITS 500

134 ESF-CCS LC-A1-2 CCG-A1 156 396 ITS 500

135 ESF-CCS LC-A1-2 ECOM-A 411 666 ITS 500

136 ESF-CCS LC-A1-2 ETIP-A 411 666 ITS 500

137 ESF-CCS LC-A1-2 MCPM-A1 35 35 ITS 500

138 ESF-CCS LC-A1-2 RCPM-A1 35 35 ITS 500

139 ESF-CCS LC-A1-3 CCG-A1 156 396 ITS 500

140 ESF-CCS LC-A1-3 ECOM-A 411 666 ITS 500

141 ESF-CCS LC-A1-3 ETIP-A 411 666 ITS 500

142 ESF-CCS LC-A1-3 MCPM-A1 35 35 ITS 500

143 ESF-CCS LC-A1-3 RCPM-A1 35 35 ITS 500

144 ESF-CCS LC-A1-4 CCG-A1 156 396 ITS 500

145 ESF-CCS LC-A1-4 ECOM-A 411 666 ITS 500

146 ESF-CCS LC-A1-4 ETIP-A 411 666 ITS 500

147 ESF-CCS LC-A1-4 MCPM-A1 35 35 ITS 500

148 ESF-CCS LC-A1-4 RCPM-A1 35 35 ITS 500

149 ESF-CCS LC-A1-5 CCG-A1 156 396 ITS 500

150 ESF-CCS LC-A1-5 ECOM-A 411 666 ITS 500

표 3-3 안 통신망 모듈간 데이터 송 연계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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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151 ESF-CCS LC-A1-5 ETIP-A 411 666 ITS 500

152 ESF-CCS LC-A1-5 MCPM-A1 35 35 ITS 500

153 ESF-CCS LC-A1-5 RCPM-A1 35 35 ITS 500

154 ESF-CCS LC-A1-6 CCG-A1 156 396 ITS 500

155 ESF-CCS LC-A1-6 ECOM-A 411 666 ITS 500

156 ESF-CCS LC-A1-6 ETIP-A 411 666 ITS 500

157 ESF-CCS LC-A1-6 MCPM-A1 35 35 ITS 500

158 ESF-CCS LC-A1-6 RCPM-A1 35 35 ITS 500

159 ESF-CCS LC-A1-7 CCG-A1 156 396 ITS 500

160 ESF-CCS LC-A1-7 ECOM-A 411 666 ITS 500

161 ESF-CCS LC-A1-7 ETIP-A 411 666 ITS 500

162 ESF-CCS LC-A1-7 MCPM-A1 35 35 ITS 500

163 ESF-CCS LC-A1-7 RCPM-A1 35 35 ITS 500

164 ESF-CCS LC-A1-8 CCG-A1 156 396 ITS 500

165 ESF-CCS LC-A1-8 ECOM-A 411 666 ITS 500

166 ESF-CCS LC-A1-8 ETIP-A 411 666 ITS 500

167 ESF-CCS LC-A1-8 MCPM-A1 35 35 ITS 500

168 ESF-CCS LC-A1-8 RCPM-A1 35 35 ITS 500

169 ESF-CCS LC-A1-9 CCG-A1 156 396 ITS 500

170 ESF-CCS LC-A1-9 ECOM-A 411 666 ITS 500

171 ESF-CCS LC-A1-9 ETIP-A 411 666 ITS 500

172 ESF-CCS LC-A1-9 MCPM-A1 35 35 ITS 500

173 ESF-CCS LC-A1-9 RCPM-A1 35 35 ITS 500

174 RPS ATIP-A ATIP-B 285 3381 ITS 500

175 RPS ATIP-A ATIP-C 285 3381 ITS 500

176 RPS ATIP-A ATIP-D 285 3381 ITS 500

177 RPS ATIP-A BP-A1 93 604 ITS 500

178 RPS ATIP-A RCOM-A 2460 11433 ITS 500

179 RPS ATIP-A CP-A1 25 325 ITS 500

180 RPS ATIP-A MOM-A 2460 11433 ITS 500

181 RPS ATIP-A QIAS-N 126 126 ITS 500

182 RPS ATIP-A ROM-A 2460 11433 ITS 500

183 RPS ATIP-B ATIP-A 287 3413 ITS 500

184 RPS ATIP-C ATIP-A 288 3414 ITS 500

185 RPS ATIP-D ATIP-A 295 3421 ITS 500

186 RPS BP-A1 ATIP-A 317 4063 ITS 500

187 RPS BP-A1 RCOM-A 317 4063 ITS 500

188 RPS BP-A1 MOM-A 312 4058 ITS 500

189 RPS BP-A1 ROM-A 312 4058 ITS 500

190 RPS RCOM-A ATIP-A 14 60 ITS 500

191 RPS RCOM-A IPS 126 126 ITS 500

192 RPS CP-A1 ATIP-A 225 270 ITS 500

193 RPS CP-A1 RCOM-A 187 232 ITS 500

194 RPS CP-A1 MOM-A 187 232 ITS 500

195 RPS CP-A1 ROM-A 187 232 ITS 500

196 CPCS CEAC-A-1 CPC-A1 28 896 SC 50

197 CPCS CEAC-A-2 CPC-A1 28 896 SC 50

198 CPCS CPC-A1 BP-A1 5 5 SC 50

199 CPCS CPP-A-1 CPP-B-1 27 833 SC 50

200 CPCS CPP-A-1 CPP-C-1 27 833 SC 50

표 3-3 안 통신망 모듈간 데이터 송 연계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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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201 CPCS CPP-A-1 CPP-D-1 27 833 SC 50

202 CPCS CPP-A-2 CEAC-A-1 27 833 SC 50

203 CPCS CPP-A-2 CEAC-B-1 27 833 SC 50

204 CPCS CPP-A-2 CEAC-C-1 27 833 SC 50

205 CPCS CPP-B-1 CPP-A-1 76 2401 SC 50

206 CPCS CPP-B-2 CEAC-A-1 76 2401 SC 50

207 CPCS CPP-C-1 CEAC-A-2 76 2401 SC 50

208 CPCS CPP-C-1 CPP-A-1 76 2401 SC 50

209 CPCS CPP-C-2 CPP-A-2 76 2401 SC 50

210 CPCS CPP-D-1 CEAC-A-2 27 833 SC 50

211 CPCS CPP-D-2 CPP-A-2 27 833 SC 50

212 ESF-CCS CP-A1 GC-A-1 6 6 SC 50

213 ESF-CCS CP-A1 GC-A-2 6 6 SC 50

214 ESF-CCS CP-A1 GC-A-3 6 6 SC 50

215 ESF-CCS CP-A2 GC-A-1 6 6 SC 50

216 ESF-CCS CP-A2 GC-A-2 6 6 SC 50

217 ESF-CCS CP-A2 GC-A-3 6 6 SC 50

218 ESF-CCS CP-B1 GC-A-1 6 6 SC 50

219 ESF-CCS CP-B1 GC-A-2 6 6 SC 50

220 ESF-CCS CP-B1 GC-A-3 6 6 SC 50

221 ESF-CCS CP-B2 GC-A-1 6 6 SC 50

222 ESF-CCS CP-B2 GC-A-2 6 6 SC 50

223 ESF-CCS CP-B2 GC-A-3 6 6 SC 50

224 ESF-CCS CP-C1 GC-A-1 6 6 SC 50

225 ESF-CCS CP-C1 GC-A-2 6 6 SC 50

226 ESF-CCS CP-C1 GC-A-3 6 6 SC 50

227 ESF-CCS CP-C2 GC-A-1 6 6 SC 50

228 ESF-CCS CP-C2 GC-A-2 6 6 SC 50

229 ESF-CCS CP-C2 GC-A-3 6 6 SC 50

230 ESF-CCS CP-D1 GC-A-1 6 6 SC 50

231 ESF-CCS CP-D1 GC-A-2 6 6 SC 50

232 ESF-CCS CP-D1 GC-A-3 6 6 SC 50

233 ESF-CCS CP-D2 GC-A-1 6 6 SC 50

234 ESF-CCS CP-D2 GC-A-2 6 6 SC 50

235 ESF-CCS CP-D2 GC-A-3 6 6 SC 50

236 ESF-CCS GC-A-1 LC-A1-1 10 10 SC 50

237 ESF-CCS GC-A-1 LC-A1-10 10 10 SC 50

238 ESF-CCS GC-A-1 LC-A1-11 10 10 SC 50

239 ESF-CCS GC-A-1 LC-A1-12 10 10 SC 50

240 ESF-CCS GC-A-1 LC-A1-2 10 10 SC 50

241 ESF-CCS GC-A-1 LC-A1-3 10 10 SC 50

242 ESF-CCS GC-A-1 LC-A1-4 10 10 SC 50

243 ESF-CCS GC-A-1 LC-A1-5 10 10 SC 50

244 ESF-CCS GC-A-1 LC-A1-6 10 10 SC 50

245 ESF-CCS GC-A-1 LC-A1-7 10 10 SC 50

246 ESF-CCS GC-A-1 LC-A1-8 10 10 SC 50

247 ESF-CCS GC-A-1 LC-A1-9 10 10 SC 50

248 ESF-CCS GC-A-2 LC-A1-1 10 10 SC 50

249 ESF-CCS GC-A-2 LC-A1-10 10 10 SC 50

250 ESF-CCS GC-A-2 LC-A1-11 10 10 SC 50

표 3-3 안 통신망 모듈간 데이터 송 연계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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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251 ESF-CCS GC-A-2 LC-A1-12 10 10 SC 50

252 ESF-CCS GC-A-2 LC-A1-2 10 10 SC 50

253 ESF-CCS GC-A-2 LC-A1-3 10 10 SC 50

254 ESF-CCS GC-A-2 LC-A1-4 10 10 SC 50

255 ESF-CCS GC-A-2 LC-A1-5 10 10 SC 50

256 ESF-CCS GC-A-2 LC-A1-6 10 10 SC 50

257 ESF-CCS GC-A-2 LC-A1-7 10 10 SC 50

258 ESF-CCS GC-A-2 LC-A1-8 10 10 SC 50

259 ESF-CCS GC-A-2 LC-A1-9 10 10 SC 50

260 ESF-CCS GC-A-3 LC-A1-1 10 10 SC 50

261 ESF-CCS GC-A-3 LC-A1-10 10 10 SC 50

262 ESF-CCS GC-A-3 LC-A1-11 10 10 SC 50

263 ESF-CCS GC-A-3 LC-A1-12 10 10 SC 50

264 ESF-CCS GC-A-3 LC-A1-2 10 10 SC 50

265 ESF-CCS GC-A-3 LC-A1-3 10 10 SC 50

266 ESF-CCS GC-A-3 LC-A1-4 10 10 SC 50

267 ESF-CCS GC-A-3 LC-A1-5 10 10 SC 50

268 ESF-CCS GC-A-3 LC-A1-6 10 10 SC 50

269 ESF-CCS GC-A-3 LC-A1-7 10 10 SC 50

270 ESF-CCS GC-A-3 LC-A1-8 10 10 SC 50

271 ESF-CCS GC-A-3 LC-A1-9 10 10 SC 50

272 ESF-CCS LC-A1-1 LC-A1-2 6 36 SC 50

273 ESF-CCS LC-A1-1 LC-A1-3 6 36 SC 50

274 ESF-CCS LC-A1-10 LC-A1-11 6 36 SC 50

275 ESF-CCS LC-A1-10 LC-A1-9 6 36 SC 50

276 ESF-CCS LC-A1-11 LC-A1-10 6 36 SC 50

277 ESF-CCS LC-A1-11 LC-A1-12 6 36 SC 50

278 ESF-CCS LC-A1-12 LC-A1-10 6 36 SC 50

279 ESF-CCS LC-A1-12 LC-A1-11 6 36 SC 50

280 ESF-CCS LC-A1-2 LC-A1-1 6 36 SC 50

281 ESF-CCS LC-A1-2 LC-A1-3 6 36 SC 50

282 ESF-CCS LC-A1-3 LC-A1-2 6 36 SC 50

283 ESF-CCS LC-A1-3 LC-A1-4 6 36 SC 50

284 ESF-CCS LC-A1-4 LC-A1-3 6 36 SC 50

285 ESF-CCS LC-A1-4 LC-A1-5 6 36 SC 50

286 ESF-CCS LC-A1-5 LC-A1-4 6 36 SC 50

287 ESF-CCS LC-A1-5 LC-A1-6 6 36 SC 50

288 ESF-CCS LC-A1-6 LC-A1-5 6 36 SC 50

289 ESF-CCS LC-A1-6 LC-A1-7 6 36 SC 50

290 ESF-CCS LC-A1-7 LC-A1-6 6 36 SC 50

291 ESF-CCS LC-A1-7 LC-A1-8 6 36 SC 50

292 ESF-CCS LC-A1-8 LC-A1-7 6 36 SC 50

293 ESF-CCS LC-A1-8 LC-A1-9 6 36 SC 50

294 ESF-CCS LC-A1-9 LC-A1-10 6 36 SC 50

295 ESF-CCS LC-A1-9 LC-A1-8 6 36 SC 50

296 ESF-CCS RMS-A1 GC-A-1 3 3 SC 50

297 ESF-CCS RMS-A1 GC-A-2 3 3 SC 50

298 ESF-CCS RMS-A1 GC-A-3 3 3 SC 50

299 ESF-CCS RMS-A2 GC-A-1 3 3 SC 50

300 ESF-CCS RMS-A2 GC-A-2 3 3 SC 50

표 3-3 안 통신망 모듈간 데이터 송 연계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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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301 ESF-CCS RMS-A2 GC-A-3 3 3 SC 50

302 ESF-CCS RMS-B1 GC-A-1 3 3 SC 50

303 ESF-CCS RMS-B1 GC-A-2 3 3 SC 50

304 ESF-CCS RMS-B1 GC-A-3 3 3 SC 50

305 ESF-CCS RMS-B2 GC-A-1 3 3 SC 50

306 ESF-CCS RMS-B2 GC-A-2 3 3 SC 50

307 ESF-CCS RMS-B2 GC-A-3 3 3 SC 50

308 RPS BP-A1 CP-A1 21 36 SC 50

309 RPS BP-A1 CP-B1 43 58 SC 50

310 RPS BP-A1 CP-C1 43 58 SC 50

311 RPS BP-A1 CP-D1 45 60 SC 50

312 RPS CP-A1 BP-A1 46 61 SC 50

313 RPS CP-B1 BP-A1 24 24 SC 50

314 RPS CP-C1 BP-A1 24 24 SC 50

315 RPS CP-D1 BP-A1 24 24 SC 50

316 RPS MCPM-A1 BP-A1 4 4 SC 50

317 RPS RCPM-A1 BP-A1 4 4 SC 50

318 ESF-CCS LC-A1-1 DCS 6 36 SC 50

319 ESF-CCS LC-A1-10 DCS 6 36 SC 50

320 ESF-CCS LC-A1-11 DCS 6 36 SC 50

321 ESF-CCS LC-A1-12 DCS 6 36 SC 50

322 ESF-CCS LC-A1-2 DCS 6 36 SC 50

323 ESF-CCS LC-A1-3 DCS 6 36 SC 50

324 ESF-CCS LC-A1-4 DCS 6 36 SC 50

325 ESF-CCS LC-A1-5 DCS 6 36 SC 50

326 ESF-CCS LC-A1-6 DCS 6 36 SC 50

327 ESF-CCS LC-A1-7 DCS 6 36 SC 50

328 ESF-CCS LC-A1-8 DCS 6 36 SC 50

329 ESF-CCS LC-A1-9 DCS 6 36 SC 50

330 ESF-CCS CCG-A1 LC-A1-1 160 160 SC 50

331 ESF-CCS CCG-A1 LC-A1-10 160 160 SC 50

332 ESF-CCS CCG-A1 LC-A1-11 160 160 SC 50

333 ESF-CCS CCG-A1 LC-A1-12 160 160 SC 50

334 ESF-CCS CCG-A1 LC-A1-2 160 160 SC 50

335 ESF-CCS CCG-A1 LC-A1-3 160 160 SC 50

336 ESF-CCS CCG-A1 LC-A1-4 160 160 SC 50

337 ESF-CCS CCG-A1 LC-A1-5 160 160 SC 50

338 ESF-CCS CCG-A1 LC-A1-6 160 160 SC 50

339 ESF-CCS CCG-A1 LC-A1-7 160 160 SC 50

340 ESF-CCS CCG-A1 LC-A1-8 160 160 SC 50

341 ESF-CCS CCG-A1 LC-A1-9 160 160 SC 50

342 ESF-CCS MCPM-A1 CCG-A1 1 1 SC 50

343 ESF-CCS MCPM-A1 LC-A1-1 5 5 SC 50

344 ESF-CCS MCPM-A1 LC-A1-10 5 5 SC 50

345 ESF-CCS MCPM-A1 LC-A1-11 5 5 SC 50

346 ESF-CCS MCPM-A1 LC-A1-12 5 5 SC 50

347 ESF-CCS MCPM-A1 LC-A1-2 5 5 SC 50

348 ESF-CCS MCPM-A1 LC-A1-3 5 5 SC 50

349 ESF-CCS MCPM-A1 LC-A1-4 5 5 SC 50

350 ESF-CCS MCPM-A1 LC-A1-5 5 5 SC 50

표 3-3 안 통신망 모듈간 데이터 송 연계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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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351 ESF-CCS MCPM-A1 LC-A1-6 5 5 SC 50

352 ESF-CCS MCPM-A1 LC-A1-7 5 5 SC 50

353 ESF-CCS MCPM-A1 LC-A1-8 5 5 SC 50

354 ESF-CCS MCPM-A1 LC-A1-9 5 5 SC 50

355 ESF-CCS MSC-1 CCG-A1 720 720 SC 50

356 ESF-CCS MSC-10 CCG-A1 720 720 SC 50

357 ESF-CCS MSC-11 CCG-A1 720 720 SC 50

358 ESF-CCS MSC-12 CCG-A1 720 720 SC 50

359 ESF-CCS MSC-13 CCG-A1 720 720 SC 50

360 ESF-CCS MSC-14 CCG-A1 720 720 SC 50

361 ESF-CCS MSC-15 CCG-A1 720 720 SC 50

362 ESF-CCS MSC-16 CCG-A1 720 720 SC 50

363 ESF-CCS MSC-17 CCG-A1 720 720 SC 50

364 ESF-CCS MSC-18 CCG-A1 720 720 SC 50

365 ESF-CCS MSC-19 CCG-A1 720 720 SC 50

366 ESF-CCS MSC-2 CCG-A1 720 720 SC 50

367 ESF-CCS MSC-20 CCG-A1 720 720 SC 50

368 ESF-CCS MSC-21 CCG-A1 720 720 SC 50

369 ESF-CCS MSC-22 CCG-A1 720 720 SC 50

370 ESF-CCS MSC-3 CCG-A1 720 720 SC 50

371 ESF-CCS MSC-4 CCG-A1 720 720 SC 50

372 ESF-CCS MSC-5 CCG-A1 720 720 SC 50

373 ESF-CCS MSC-6 CCG-A1 720 720 SC 50

374 ESF-CCS MSC-7 CCG-A1 720 720 SC 50

375 ESF-CCS MSC-8 CCG-A1 720 720 SC 50

376 ESF-CCS MSC-9 CCG-A1 720 720 SC 50

377 ESF-CCS RCPM-A1 CCG-A1 1 1 SC 50

378 ESF-CCS RCPM-A1 LC-A1-1 5 5 SC 50

379 ESF-CCS RCPM-A1 LC-A1-10 5 5 SC 50

380 ESF-CCS RCPM-A1 LC-A1-11 5 5 SC 50

381 ESF-CCS RCPM-A1 LC-A1-12 5 5 SC 50

382 ESF-CCS RCPM-A1 LC-A1-2 5 5 SC 50

383 ESF-CCS RCPM-A1 LC-A1-3 5 5 SC 50

384 ESF-CCS RCPM-A1 LC-A1-4 5 5 SC 50

385 ESF-CCS RCPM-A1 LC-A1-5 5 5 SC 50

386 ESF-CCS RCPM-A1 LC-A1-6 5 5 SC 50

387 ESF-CCS RCPM-A1 LC-A1-7 5 5 SC 50

388 ESF-CCS RCPM-A1 LC-A1-8 5 5 SC 50

389 ESF-CCS RCPM-A1 LC-A1-9 5 5 SC 50

390 ESF-CCS RSC-1 CCG-A1 720 720 SC 50

391 ESF-CCS RSC-2 CCG-A1 720 720 SC 50

392 ESF-CCS RSC-3 CCG-A1 720 720 SC 50

393 ESF-CCS RSC-4 CCG-A1 720 720 SC 50

표 3-3 안 통신망 모듈간 데이터 송 연계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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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양 안 상태망 안 필수망

내부 통신노드 수량 33 24

외부 연계노드 수량
송신 9 4

수신 3 7

총 송 연계 수량 195 198

연계 데이터량 (비트)

최소 1 1

최 19,758 2401

평균 1,419 219

합계 286,536 43,417

송 주기 (msec) 500 50

Raw 데이터 송용량 (BPS) 572,872 869,340

표 3-4 안 상태 채  A망과 안 필수 A망의 송연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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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안 상태 채  A망 (SS-A) 구성도

 

그림 3-7 안 필수 채  A망 (SC-A)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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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안 필수 채  A망의 송지연시간과 송용량에 따른 성능여유도

그림 3-9 안 상태 채  A망의 송지연시간과 송용량에 따른 

성능여유도



- 67 -

제 5절  비안전등급 제어기기(DCS) 평가

본 은 원  계측제어 시스템개발 사업단에서 개발 인 비안 등 제어기

기(DCS)의 설계에 한 문서기반 평가결과를 기술한다. 평가에서는 직 인 

평가시험이나 품질검사는 포함하지 아니하 다. 1차 으로 원  계측제어 시

스템 개발 사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비안 등 제어기기 개발을 한 요건 

 사양서의 성에 한 평가를 수행하 으며, 평가결과는 KNICS 2단계 

3차년도인 2006년 12월 말까지 기기개발사에서 제공된 설계문서 요건  사

양서, 그리고 자체평가  질의응답, 장실사 등에 의하여 평가된 결과이다

1. 비안 등  제어기기 평가 

그림 3-10은 비안 등  제어기기 평가 차를 나타낸 것이다. 평가항목  

평가기 을 선정하기 해IEEE Std 1046-1991, IEEE Application Guide for 

Distributed Digital Control and Monitoring for Power Plants  력산업기술기

(2000, 한 기 회)과 기타 상용 DCS의 카탈로그  메뉴얼을 참고로 1

차 평가표를 작성하 다. 작성된 평가표는 계속 인 추가 검토와 자료조사를 

거쳐 평가항목이 추가되거나 보완되었고 이에 한 보완평가를 수행하 다.

비안전기기 기기평가항목 및 기준 선정

기기개발업체의 평가항목 검토 및 자체평가

자체평가 결과에 확인 및 문서기반 평가

기기개발업체와의 1차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기기개발업체의 2차 의견

원자력연구소 최종평가

기기개발업체의 현장실사

그림 3-10 비안 제어기기 평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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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작성된 1차 평가표는 비안 등 기기의 평가 차에 따라 평가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1) 분류: 평가를 한요건을 그룹화 하여 분류함. 

2) 평가항목: 평가를 한요건을 그룹화 하여 표 인 요건을 부여함. 

3) 평가사항: 평가요건의 세부평가 항목을 상세하게 기술함. 

4) 만족/불만족: 개발자가 개발 인 비안 등 제어기기의 평가요건 만족

여부를 자체 평가하여 기술함 

5) 참조문서: 평가를 해기기 제작자가 평가자에게 제공한 문서를 기술

함. 

6) 제작자 1차 답변: 작성된 평가 요건 비 제시된 문서를 기 으로 요건

서  사양서에 련 요건의 기술여부 평가

7) 평가자 1차 검토: 평가자가 제작자의 자체평가  제작자의 1차 의견에 

따라 제공된 문서를 기반으로 확인한 결과를 기술  

8) 제작자 2차 답변: 제작자와 평가자의 1차 평가결과에 한 검토회의 후 

제작자가 제시한 2차 추가답변을 기술함. 

9) 최종 평가의견: 장 실사후 요건/사양 만족성 평가 내용에 한 평가

자의 최종평가 의견 

1차 평가결과와 추가  보완된 평가항목에 한 추가평가를 반 하여 2차

평가표를 작성하 다.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요건별로 평가의견

을 기술하 다. 

(1) 만족 : 개발되는 기기가 평가표에서 제공하는 요건 만족

(2) 부분만족 : 요건을 부분 으로 만족

(3) 불만족 : 개발된 기기가 제시된 요건을 불만족하는 항목 

(4) N/A : 안 등 의 요건이므로 기기개발에서 기기개발자가 굳이 용하

지 않은 요건  추후 기기가 용될 시 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 

기기 개발업자가 기기설치 후 유지보수 측면에서 장에 계속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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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 업무요건, 그리고 해당 하드웨어 혹은 소 트웨어 항목이 

계통에 포함되지 않거나 개발되지 않아서 평가될 수 없는 요건   

2.  평가내용 요약

상세한 평가결과는 별도 작성한 “비안 등  제어기기 평가보고서”에 나타

내었으며, 본 에서는 평가결과를 요약한다.

1) 체시스템에 한 평가

체시스템의 평가를 해서 표 화기술의 사용여부, 속성, 편의성( 

Hot Swaping 등) 분산성(Distributibility), 확장성(Expandability), 신뢰성/고

장 허용성(Reliability/Fault Tolerance), 자가진단능력, 연결성, 유지보성, 

내구성 등의 요소를 평가하 다. 평가결과 분산성  확장성은 체로 

비교사양을 넘어서는 우수한 제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1단계에

서 채택하지 못하 던 DIN Rail 장착 등의 편의성과 표 화기능이 개

선되었다. 특히, 모듈 이 화 혹은 랙 이 화의 선택이 가능한 구조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고 장 이다.

2) 제어스테이션(PCU, FCU)의 입력모듈에 한 평가

입력모듈의 기본 제원인 입력범 , 선형성, A/D 해상도, 정확도, 입력 

임피던스, EMI/EMC특성, 기  격리성 등을 체로 만족하며, RTD 

 Thermocouple을 한 입력모듈이 개발되어 있다. Analog 압 입력

모듈은 16 bit 해상도의 우수한 A/D 변환기를 사용하여 0.1%의 정확도

를 가지고 있으며, 최  +/- 10V범 에서 여러 압범 를 선택하여 사

용할 수 있는 등 기본 인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류 입

력모듈은 입력범  0-20mA를 제외하면 모든 성능 제원이 Analog 압

모듈과 같다.

RTD 입력모듈은 한 모듈당 8개의 RTD 입력을 받아 측정할 수 있으며, 

Pt-100 3선식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종류(Pt-200 등)는 선택사항으로 설

계되었다.  

열  입력모듈은 단순히 mV단 의 압을 측정하고 이에 한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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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온도를 소 트웨어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냉 보상은 

RTD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으로 설계되었다.  8개의 열 를 연결할 

수 있다. 

디지털 입력 모듈은 한 모듈당 32개를 처리할 수 있으며 Relay 입

력, AC  DC(24-125V)입력을 받을 수 있다. TTL입력(5V)을 추가하는 

것이 권고된다. 입력모듈의 종류에는 펄스신호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펄스입력모듈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듈은 0-30V의 빠른 펄스신호(20kHz)

까지를 수신할 수 있다.

3)  제어스테이션(PCU, FCU)의 출력모듈에 한 평가 

출력모듈의 종류에는 압출력모듈, 류출력모듈, 릴 이출력모듈, 디

지털 DC출력, 디지털 AC출력 등이다.  

압 출력모듈은 한 모듈당 8개의 출력채 을 공 하고, 16bit 해상도의 

D/A변환 성능을 갖는다. 류출력모듈은 압출력모듈과 같은 성능을 

갖는다. TTL출력모듈은 개발되지 않았다.

출력모듈은 모두 Fail-to-Zero의 fail-safe 기능이 구비되지만 Fail-to- 

Maintain 기능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4) 제어스테이션(PCU, FCU)의 앙처리장치 

앙처리장치는 300MHz의 고속 마이크로 로세서를 채택하고 32bit 

Word길이를 가지고 있다. 부품단 의 이 화 보다는 모듈의 이 화 개

념으로 개발되어있다. 주요 자가진단기능은 부분 소 트웨어로 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Power Supply, 캐비닛   Cabling

원의 작동범 , Wiring 방법, 불연성 자재 사용 등의 캐비닛 기본 제

작 련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한다.

6)  제어기(Controller) 성능

공정제어를 실 하는 제어기는 SOE처리능력, 다양한 비정상상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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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보발생, 수동제어모드, 실수연산, 모드의 자동변환, 등의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고장의 자동검출과 이 고장상태에 따른 선택가능한 다

양한 처리방법을 구비하고 있다.

가) 피드백 제어(Regulatory Control) 성능

피드백 제어를 실 하기 하여 표 화된 알고리듬이 이용되고, 입

력스캔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수, 수, 삼각함수, 분, 미분, 등의 

계산과 PID, Feed–forward 제어등의 제어성능을 가지고 있다. 제어루

의 실행주기는 범  내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Windup 

Protection기능이 구비되어 있다.

나) 순차제어기능

순차제어를 한 논리 계 함수, 연산, 타이머, 카운터, 일시정지, 재

시작 등의 기능이 있다. 소 트웨어는 IEC 61131-3을 만족한다.

다) 감독자제어  기타 제어기능

감독자제어, 공정 모의기능(Process Simulation) 등의 기능이 있다.

라) 제어 편의 기능

자동으로 PID 제어 라미터 설정이 가능하고 장기기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제어루 의 성능을 감지하고 공정의 시뮬 이션 기능

을 포함한다. 

7) Development S/W, Graphic Builder, Tag Builder  Operator Interface   

Engineering workstation 개발을 한 소 트웨어는 여러 가지 개발도구

로 분류하여 평가하 다. 제어논리을 구 하여 자체 으로 시뮬 이션

할 수 있는 기능  통신 부하량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으며, 

FBD(Function Block Diagram), SFC(Sequential Function Chart), LD)Ladder 

Diagram)등의  언어를 지원한다. Configuration  Database 리도구는 사

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편집기능(copy, paste, drag-and-drop), 자

동 update, backup 장치, 상호참조  검색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Graphic Builder는 256 이상의 색깔을 표 하고, 심볼, 문자, 기타 필요

한 그래픽 Object를 갖추고 있어서 GUI를 충분히 실 하며, Zoom in/out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 화면을 분리할 수 있으며, Multi-window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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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Operator Interface는 최소한 1  이내로 Update 되며, 각 제어루 의 속

성을 보여주는 제어창 (faceplate)이 가용되고, 다양한 경보방법이 갖추

어져 있다. 

경보는 우선순 를 달리하여 구분 표시될 수 있고 경보발생조건을 상

호 연결하여 선행조건에 따른 경보억제기능이 가능하고 Audio 경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Operator Interface 화면은 한 그래 에 8개의 라미터가 표시될 수 있

는 Trend 그래 를 지원한다.    

8) 제어통신망  정보통신망   

제어통신망  정보통신망의 주요 평가항목은 이 화, 실시각 성능, 확

장성, 속성, 표 화, 등이다. 제어통신망의경우에는 결정론  실시각 

제어와 통신망간의 분리와 격리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통신망의 정성  

평가항목에 하여 개발 인 비안  제어기기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제어통신망은 개발한 후 DCS 시스템내의 통신성능뿐만 

아니라 원자력발 소 제어계통 설계와 통합 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

다. 

9) 시험   

기기검증 시험계획이 수립되어 내환경, 내진,  자기  기기검증방

법을 포함한다.  

10) 검증  분석

기기검증 시험은 내환경, 내진, EMI/EMC  서지내성 시험을 포함하고 

기타 압변동허용시험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 다. 가가 검증시험

은 련 기술기 을 만족하며 한 시험계획서와 시험 차서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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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품질보증

품질보증분야에 한평가 사항들은 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단, 제시된 평가사항에 한 정확한 평가는 재 개발이 진행 이므로 

추후 품질보증감사를 통해 품질보증 계획서에서 기술한 로 제 로 이

행하는지 여부를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12) 문서요건

DCS의 기기 제작  설계사양 문서, 사용자매뉴얼, 유지보수매뉴얼, 기

기검증문서, 소 트웨어 확인  검증문서, 품질보증계획문건 등이 생

산되었거나  정이어서 문서화 항목을 모두 만족한다 

3.  결론

재 2단계에서 개발 인 비안 등 제어기기는 1단계에서 개발한 제품을 

KNICS 구조에 합한 구조로 변경하고 새로운 요건  사양을 추가하여 원

의 비안 계통의 랫폼으로 활용하기 해 개발 이다. 본 문서에서 평

가한 범 는 1단계 결과물 심으로 2단계 4차년도인 2006년 6월말까지 기

기개발사에서 제공한 문서와 설명을 바탕으로 각 평가항목을 평가하 다. 평

가항목의 내용이 범 한 DCS 성능  기능 내용을 포함하므로 모든 항목

이 원 의 공정제어계통에 사용되기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기기를 

사용할 공정제어계통의 설계내용에 따라 활용도  합성은 변동될 수도 

있으나 평가결과가 평가항목의 부분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비안 제어기기

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상세한 평가항목별 요건 비 평가결과는 “비안 등  제어기기 평가보고

서”에 기술하 다. 표 3-5는 평가결과의 통계를 나타낸다. 각 평가항목에 

해 기기개발에 필요한 요성  비 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산술 으로 

표시하는 것은 요하지 않다. 그러나 본 검토에서는 555개의 평가항목 에

서 만족한 항목이 511개, 부분만족이 14개, 불만족 사항이 11개 그리고 19개

는 NA(해당 없는 사항)으로 단되었다. NA 항목은 비안 기기에 굳이 포함

되지 않아도 되거나 설계방식이 다른 경우, 그리고 개발되지 않아서 평가될 

수 없는 항목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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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항목수 비율(NA 포함) 비율(NA 제외)

만족 511 92.07 % 95.34 %

불만족 11 1.98 % 2.05 %

부분만족 14 2.52 % 2.61 %

NA 19 3.42 % X

합계 (NA 포함) 555 100 % X

합계 (NA 제외) 536 X 100 %

개발 인 비안 등 제어기기가 원 의 특정한 공정제어계통에 용되기 

한 용성 평가는 기기개발의 완성도, 시험공정  결과, 사용이력 등을 

고려하여 기기가 개발되고 난 후에 추가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

된다. 

표 3-5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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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평가 항목 보완표  자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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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비안전 등급 제어계통 (PCS, NPCS) 계통기능 평가

본 에서는 원  계측제어시스템개발 사업단에서 개발 인 비안  제어계통(PCS, 

NPCS)의 설계에 한 문서기반 평가에 한정하고, 직 인 평가시험이나 품질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 평가에서는 1차 으로 원  계측제어시스템개발 사업에서 개발

되고 있는 비안  제어계통 개발을 한 요건  사양서의 성에 한 평가를 수행

하 다. 비안  제어계통이 재 개발 에 있고 설계요건  사양들이 계속 수정, 변

경되고 있는  시 에서 평가에 사용한 문서는 2007년 3월 말까지 개통개발에서 제공

된 요건  사양서에 한정하 으며, 평가에 필요한 문서  일부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장실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최종 평가 시 일부 고려되었다.

1. 비안  제어계통 평가 

그림 3-11은 비안  제어계통 평가 차를 나타낸 것이다. 평가항목  평가기 을 선

정하기 해 울진 5.6호기 FSAR,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제어함 설계사양서, 원자로출력

제어계통 제어함 기기사양서, 수제어계통 설계사양서, 증기우회제어계통 설계사양서 

 력산업기술기 (2000, 한 기 회)을 참고로 평가표를 작성하 다. 

 

 

   

자체평가 결과에 확인 및 문서기반 평가

원자력연구소 최종평가

 

비안전계통  계통평가 항목 및 기준 선정 

계통 개발업체의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계통 개발업체의 2차 의견 

계통 개발업체의 현장실사 

계통 개발업체의 평가항목 검토 및 자체평가 

 그림 3-11 비안  제어계통 평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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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평가표는 비안  제어계통의 평가 차에 따라 평가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1) 분류: 평가를 한 요건을 그룹화 하여 분류함. 

2) 평가항목: 평가를 한 요건을 그룹화 하여 표 인 요건을 부여함. 

3) 평가사항 : 평가요건의 세부평가 항목을 상세하게 기술함. 

4) 자체평가결과: 개발자가 개발 인 비안  제어계통의 평가요건 만족여부를 자체 

평가하여 기술함 

5) 참조문서(해당 ): 평가를 해 계통설계  기기제작자가 평가자에게 제공한 문

서를 기술함. 

6) 설계자  기기제작자 1차답변: 작성된 평가 요건 비 제시된 문서를 기 으로 

요건서  사양서에 련 요건의 기술여부 평가

7) 평가자 검토 : 평가자가 제작자의 자체평가  제작자의 1차의견에 따라 제공된 

문서를 기반으로 확인한 결과를 기술  

8) 최종 평가의견 : 장 실사 후 요건/사양 만족성 평가 내용에 한 평가자의 최종

평가 의견 

   평가 의견은 작성된 평가표의 요건을 기반으로 개발한 계통의 설계요건서, 기능요

건서, 사양서  시험결과서 등과 같은 제어계통 련 설계  제작 문서들을 기반으

로 의견을 작성하 다. 그리고 문서에는 기술되지 않았지만 장 평가시 하드웨어 개

발 결과물 검토  품질감사 결과를 일부 반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각 요건별 

평가 의견을 기술하 다. 

(1) 만족 : 개발되는 계통이 평가표에서 제공하는 요건 만족   

(2) 체요건 만족 : 제시된 요건과 다른 방법으로 요건을 만족

(3) 부분만족 : 요건을 부분 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불 만족 부분은 개발이 진행 

이거나 개발 정인 항목 

(4) 불만족 : 개발된 기기가 제시된 요건을 불만족하는 항목 는 요건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근거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항목, 계통개발자가 만족이라

고 확인한 사항이라도 요건이나 사양에 기술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사항  



- 78 -

(5) N/A : 안 등 의 요건이므로 기기개발에서 기기개발자가 굳이 용하지 않은 

요건  추후 기기가 용 시 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 기기 개발업자가 기기

설치후 유지보수 측면에서 장에 계속 지원하여야 하는 업무요건, 그리고 하드

웨어가 개발되지 않아서 평가될 수 없는 요건   

2. 비안  계통평가 내용 요약

계통평가를 해서 공통설계기술, 하드웨어, 소 트웨어, 계통기능, 계통상세 설계기

술  시험 등의 요소를 평가하 다. 평가결과 체로 원자력발 소 비안 계통 기기

의 제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신뢰성 분석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계통의 종합 인 특성과 제원이 문서화 되어있지 못한 에서 설계품질의 미비 이 발

견되었다. 비안  계통 상세 평가 항목은 첨부한 부록에 나타나 있으며. 본장에서는 세

부 평가 항목을 요약하 다.

1) 공통설계 요건

계통의 일반설계 합성, 격리성, 이 화 정도, 보수 유지성, 내진성, 신뢰성/고장허

용성(Reliability/Fault Tolerance), 자가진단능력, 연결성, 유지보성, 내구성등의 요소

등이 평가되도록 항목을 개발하여 평가하 다. 평가 결과 출력제어계통은 체로 

비교사양과 비슷한 제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NSSS 공정제어계통의 일부 

계통의 요건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았다. 

가) 일반설계요건

단일고장방지, 자기고장 진단 그리고 설계유연성  확장성 등 9개 항목에 

하여 평가하 으며, 체로 만족하 다. 발 소 수명동안 최소한의 하드웨

어 변경만으로 계통의 기능 보완  수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유연성 

 확장성" 요건화 되어있다.

나) 이 화 요건

이 화된 제어기, 통신, I/O   원 모듈을 포함하는 Primary와 Secondary 

Channel로 구 되어 있으며, 제어기는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장비  기기의 

건 성을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이 화로 구 되어 각 모

듈에 한 단일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자료의 손실 없이 40ms 이내에 환되

어 보조 제어기  해당 모듈에 의해 계통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한, 고장

의 상태는 자체 진단 기능에 의해 자동  연속으로 감시되어 그 결과가 유

지보수 패 과 운 원 표시기에 표시된다. 통신망 역시 이 화 구 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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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Port를 가지도록 되어 있다. 

다) 보수유지 요건

각 모듈 는 채 의 고장이 감지되면 40ms이내에 보조제어기로 환되어 계

통의 정상 인 운 이 가능하며, 주 제어 모듈의 유지보수동안 기  는 

물리 으로 격리된 상태가 유지된다. 캐비넷은 장비를 보호하고 장비에 한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품을 배치하고, 보수시 납땜이나 배선작업 

없이 회로기   주요 소자를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라) 지진설계 요건

지진사고 조건에서 안 련 기기에 구조  는 기능 으로 향을  수 

있다고 단되는 경우, 장비 체 구조  건정성을 확인하기 해 IEEE 323

에서 제시하는 내진검증 방법에 따라, FRS에 충분한 여유도를 고려하며, 5 

OBE  1 SSE의 지진 동안  지진 후에도 계통의 구조  건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검증한다. 단, 내장품에 해서는 별도의 내진 요건이 요

구되지 않는다. FRS와 RRS의 특정Damping 값에 한 응답특성과 시험 응답

특성(TRS)을 비교하여 TRS가 RRS보다 클 경우 내진 기 을 만족하는 것으

로 평가 한다.

마) 환경 요건

제어 계통이 설치되는 치는 Mild Environmental Condition으로 별도의 환경

검증은 용되지 않으며, 주어진 환경 조건하에서 운 의 합성만 평가 

는 시험하며, 기기의 운  환경 조건은 운   유지보수 차서상에 명시하

도록 권고하 다.

바) 수명 요건

개발품에 해서  제어기  주요 소자에 해서는 기기설계자에 의한 별도

의 신뢰성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지만, 부품 공 자로부터 MTBF를 근거로 한 

고장율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 다.

사) MTBF/MTTR 요건

개발품에 해서  제어기  주요 소자에 해서는 기기설계자에 의한 별도

의 신뢰성 분석은 수행되지 않으나, 부품 공 자로부터 MTBF를 근거로 한 

고장율 데이터를 확보  평가할 정이며, MIL-HNBK-217에 따라 failure rate

를 추정하고, MTBF  MTTR을 도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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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MI/EMC 요건

개발품이 자  장해에 취약한 디지털 장비임을 감안하여 일반 으로 요구

되는 자  차폐에 한 설계요건을 용하고, 자  향 평가를 해 안

계통에 용하는 EPRI TR-102323에 따라 Emission, Susceptibility, ESD, EFT 

 Surge에 해 실증 시험으로 확인하도록 하 다.

2) 하드웨어 요건

가) 제어기 모듈 

비안  제어계통에 사용된 제어기 하드웨어의 구성  기능, 이 화 범 , 메

모리 여유, 이 화 통신 루트, 자기진단, 자동 환 그리고 온라인 교체에 

한 요건을 제시하 으며, 평가 결과 비안 계통 일반  기 을 만족하 다. 

나) 입/출력 모듈 

입/출력 묘둘의 구성, 신호처리, 잡음제거, 회로보호, 고장 , 진단, 지단

자, 유지보수 리, 신호 지, 기  격리, 표 커넥터, 아날로그 신호 정확도 

 신호 갱신주기, 디지털 출력카드의 요건은 만족되었으나, 입출력속도, 설

치성, 배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격리, 디지털 입력(릴 이, DC, AC, TTL)

종류, 디지털 출력카드와 출력종류, RTD종류, Thermo-couple 입력 종류  릴

이 출력 종류에 하여 요건을 문서화 하지 않았다.

다) 운 원 인터페이스 모듈

운 원 인터페이스 모듈은 운 원이 제어계통의 제어, 정보, 표시  경보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운 원 인터페이스 모듈은 발 소 공정의 운  

상태에 한 정보를 자동 는 운 원의 요구로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표시는 1  이내로 경신되어야 하며, 운 원 스테이

션은 하나의 표시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모든 표시장치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도록 구성하 고, 정보 근, 고장 등 기타 요건을 만족하 다. 

라) 기술자 워크스테이션(Engineering Work Station)

EWS는 제어계통의 재구성, 제어값의 조 , 진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사양서를 작성하 다. 제어기 로그램 수정, 온라인 구성, 

데이터 근성도 만족하 다. 

마) 통신 Network

통신 네트워크 구성  구성, 이 화  로토콜, 자동 환, 고장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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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율, 호환성, 인터페이스 장치  통신 유연성, 자동 검, 진단감시 등 기

타 요건을 만족하 다. 

바) 원공  장치

제어계통에 필요한 원은 Vital Bus Power Supply System(VBPSS:필수 원공

장치)으로부터 제공되는 두 개의 독립 125 Vac 원(비-안  등 )으로부터 

받는다. 원 는 원 공  장치의 단일 고장으로 제어계통의 어떤 부분에 

정상 인 기능을 하시키거나 방해하지 않고 공정 제어기, I/O 카드, 장 

송기, 릴 이 등에 직류 원을 안정되게 공 하도록 병렬로 동작하는 이

의 원 장치를 제공 한다.

사) 캐비닛

캐비닛은 기능 블록으로 할당하기 해 모듈 기 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모듈의 추가를 한 공간은 비 장 단자의 추가를 포함하여 각 캐비닛 기

으로 10% 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I/O 카드의 경우에는 제공된 총 I/O 

카드 수를 기 으로 10% 이상 여유분을 제공해야 한다. 캐비닛은 옥내용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견고해야 하며 자체지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캐비닛은 

수평으로 바닥에 설치할 때 사각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캐비닛은 구조

으로 강철  알루미늄 패 로 조립되어야 한다. 모든 외부 표면은 매끄럽고 

평편하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조립의 결함으로 단, 용  는 응력 등으로 

휘거나 뒤틀림을 래하지 않아야 한다. 바닥에 캐비닛을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 배선  이블

#16 AWG 이상의 배선은 600 V  90℃ 도 온도의 정격을 가져야 하며, 

300 V 정격에서는 더 은 AWG의 배선을 사용해야 한다. 단자 에서는 

#16 AWG 이상의 표  배선을 사용해야 한다. 캐비닛 내부 배선의 경우, 공

자는 배선이 감당할 수 있는 압  류를 고려하여 한 배선의 굵기

를 선정해야 한다. 원  지용 배선은 #14 AWG 이상의 표  배선을 사

용해야 한다. 원 는 제어용 배선은  력 신호 배선과 히 분리되

어야 한다.

자) 신호선 인터페이스 요건

모듈의 모든 아날로그 류 루 는 격리되어야 하며, 24 Vdc의 격리된 압

원이 필요한 력을 공 해야 하며, 캐비닛의 외부 인터페이스 루 의 어떤 

단일 과 지 는 캐비닛 공통 원 사이에 120 Vac 는 125 Vdc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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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계통의 성능이 하되지 않도록 격리해야 한다. 

차) 장비 명

제어계통 캐비닛의 정면  뒷면 꼭 기에는 명 을 설치해야 하며, 각 캐비

닛 문은 구별할 수 있는 명 을 부착해야 한다. 각 명 을 한 색깔은 검은 

바탕에 흰 씨를 사용해야 한다.

3) 소 트웨어 요건

가) 제어알고리즘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소 트웨어 도구는 모든 기능을 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특히 폐-회로 제어기능, 개-회로 제어기능  순차 제어기능 등

을 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운 원 인터페이스 소 트웨어는 제

어  감시 기능을 원활히 하기 해 그림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한 

운 원 인터페이스는 그래  표시, 경보 처리  실시간 추이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운 원 인터페이스 소 트웨어 

운 원 인터페이스 소 트웨어는 제어  감시 기능을 원활히 하기 해 그

림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한 운 원 인터페이스는 그래  표시, 경보 

처리  실시간 추이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다) 진단 소 트웨어

제어계통의 구성에서 고장에 한 진단은 기본 인 설계 철학이며, 모든 계

통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해 필수 이다. 이는 고장 검  계통의 건 성

을 감시하기 한 주기 인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4) 시험

기능시험, 배선시험, 고  시험, 계통 기능시험 운 성 시험, 내구성 시험을 실

제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 으며, 평가는 설계사양서  요건에 시

험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 다. 추후 시험결과를 제시하도록 권고하 다. 

5) 계통기능 요건

수제어계통, 증기우회제어계통, 가압기 압력제어계통, 가압기 수 제어계통, 원

자로출력제어계통, 제어 구동장치 제어계통  원자로 출력 감발계통에 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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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열 유체특성  노심내 성자 동특성에 따라 계통이 안정 으로 운 될 

수 있는 기능 요건이 문서화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 다. 

가) 수계통

수제어계통의 제어기 운  범 는 다음의 운 상태에서도 하향유로 수 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1) 15%와 100% 사이의 발 소 출력에서 10%의 스텝 변화

(2) 5%와 15% 사이의 발 소 출력에서 1%/분의 출력변화

(3) 15%와 100% 사이의 발 소 출력에서 5%/분의 출력변화

(4) 임의 크기의 부하 감발

다음의 경우에도 자동운 이 가능해야 한다.

(1) 원자로 트립

(2) 3 의 수펌  운 에 1 의 수펌  상실

(3) 증기발생기 고수

(4) 5% 이하의 발 소  출력

수제어계통은 마스터와 개별 수동/자동 제어기의 두 가지 운 수단을 제공 

한다.

나) 증기우회 제어계통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핵증기공 계통내의 과도한 에 지를 터빈우회밸 를 통

해서 방출하여 자동으로 증기유량을 제어해야 하며, 원자로의 기동  

Cooldown 동안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수동으로 제어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순차 인 방법으로 8개의 터빈우회 밸 들을 동작

시킨다. 마지막 두개는 기로의 증기 배출용이다.

다) 가압기압력 제어계통 

다음과 같은 과도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압력을 제어한다.

(1) 임의 부하 감발

(2) 한 개의 수펌  상실

(3) 증기유량의 10% 스텝 상승

(4) 5% /분 부하 변화율

라) 가압기수  제어계통  

가압기 수 를 가변 설정치로 자동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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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로 출력제어계통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100% 출력 증기 압력 요건을 만족시키기 해 터빈부

하의 함수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가 되도록 로그램된 기 온도를 

제공 한다.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다른 제어계통과 인터페이스하여 15% - 100% 출력운

 에 다음과 같은 발 소 과도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원자로출력  원자

로냉각재 평균온도를 제어 한다.

(1) 2차 측의 어떠한 크기의 부하상실시

(2) 운  인 주 수펌   1 의 고장

(3) 부하의 10% 스텝변화(단 증가 후 최종부하는 100%  이하)

(4) 부하의 5% 선형변화(단 증가 후 최종부하는 100% 이하)

(5) 어떤 출력에서

바) 제어  구동장치 제어계통 

제어 구동장치제어계통은 다음의 5가지 제어모드로 제어 한다.

(1) 자동연속모드(Automation Sequential Mode)

(2) 수동연속모드(Manual Sequential Mode)

(3) 수동구룹모드(Manual Group Mode)

(4) 수동개별모드(Manual Individual Mode)

(5) 기모드(Standby Mode)

제어  구동 속도는 고속 운 시 10-30 Inch/Min(IPM)이며 속 운 시는 고

속운 의 1/10 로 구동된다.

사) 원자로 출력 감발계통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은  출력 운 에서의 터빈 정지를 포함한 어떠한 크기

의 부하 감발 사고시 1차 측의 과도한 잉여에 지를 기 선정된 제어 뱅크를 

노심 하부로 낙하시킴으로 인해 격한 원자로 출력 감발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어야 한다. 한 이로 인하여 NSSS가 이러한 과도 사건시에도 원자로가 

정지되거나 1,2차 측의 안 개방밸 의 열림 없이 출력차이를 감당할 수 있

다.

6) 계통 상세 설계요건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핵증기공 계통내의 과도한 에 지를 터빈우회밸 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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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하여 자동으로 증기유량을 제어해야 하며, 원자로의 기동  Cooldown 동안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수동으로 제어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증기우회제어계

통은 순차 인 방법으로 8개의 터빈우회 밸 가 동작된다. 

가) NSSS 공정제어계통(NPCS) : FWCS, SBCS, PPCS&PLCS, CVCS 단일루 제어

기, 공정제어계통(NPCS)인 수제어계통, 증기우회제어계통, 가압기 압력제어

계통, 가압기 수 제어계통,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제어 구동장치 제어계통 

 원자로 출력 감발계통의 기기  내진등 , 기등 , 고장요건, 통신설계, 

MMI요건, 정보표시, EMI요건, 성능 련 설계기 사고(PRDBE) 요건, 다 요

건, 고장경보, 보안, 캐비넷문 상태표시, 원요건, 환경요건, 보수유지요건, 

수명, 시험요건, 근  운 성 그리고 보   취 에 한 설계 요건등 문

서에 반 되었는지를 평가하 다. 그 결과 MMI요건에 하여는  MMI설계요

건을 수함. 단, 개발 범 에 주제어실 Soft-Control 개념 미반  하 으며. 

추후 계통설계사양 변경 시 재검토 정.

나)  출력제어계통(PCS) : RRS, CEDMCS, RPCS 

     출력제어계통(PCS)의 기기  내진등 , 기등 , 고장요건, 통신설계, MMI

요건, 정보표시, EMI요건, 성능 련 설계기 사고(PRDBE) 요건, 다 요건, 고

장경보, 보안, 캐비넷 문 상태표시, 원요건, 환경요건, 보수유지요건, 수명, 

시험요건, 근  운 성 그리고 보   취 에 한 설계 요건은 설계사

양서에 부분 반 되었다.

3.  결론  고찰

재 KNIC 2단계 사업에서 개발 인 비안  제어계통은 1단계 사업에서 개발한 제

품을 KNICS 구조에 합한 구조로 변경하고 새로운 요건  사양을 추가하여 원 의 

비안 계통의 랫폼으로 활용하기 해 개발 이다. 본 문서에서 평가한 범 는 1단

계 결과물 심으로 2단계 1차년도인 2006년 4월 말까지 비안 계통 설계사에서 제공

한 요건  사양서에 한정하여, 요건  사양의 성 여부만을 단하 다. 본 평가

의 범 는 문서기반의 평가이며 지 도 계속 으로 사양이 변경되고 있고 요건이 추가

되고 있는 시 에서 본 문서에서 제공한 평가결과가 계통의 재 상태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원  비안 계통 체에 한 용성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평가결과가 계통설계에 피드백되어 그동안 미처 고려되지 못했거나 미

진했던 부분이 보완되어 KNICS에서 요구되는 계통이 개발되도록 하는 입력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상세한 평가항목별 요건 비 평가결과는 첨부한 부록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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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서명 발행일 개정
번호

KNICS-APCS-DS-01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제어함 설계사양서 2006.05.30 0
KNICS-APCS-DS-02 원자로출력제어계통 보조함 설계사양서 2006.05.30 0
KNICS-APCS-ES-01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제어함 기기사양서 2006.09.19 0
KNICS-APCS-ES-02 원자로출력제어계통 보조한 기기사양서 2006.09.14 0
KNICS-ICS-KOPEC-DS001 수제어계통 설계사양서 2005.12.16 1
KNICS-ICS-KOPEC-DS002 증기우회제어계통 설계사양서 2005.12.16 1
KNICS-NPCS-ES-001 공정제어계통 기기사양서 2005.12.9 0

KNICS-SBCS-SRS-001
증기우회제어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2009.06.19 0

DOOSAN-SBCS-VV001 요건단계 확인검증 보고서(증기우회계통) 2006.6.30 0
KNICS-RDOC-DOOSAN-G
D00

KNICS 문서 리 지침서 2004.8.20 0

KNICS-ICS-DR-001 원  MMIS 설계 요건서 2007.12.07 2
KNICS-ICS-IR-001 원  MMIS 연계 요건서 2007.12.07
KNICS 
–ICS-KOPEC-DR001

신규원  MMIS 통합성능 검증설비 요건서 2007.12.07

KNICS 
–ICS-NETEC-TG001

비입증 MMIS 기술 원  사용 지침 2006.12.27 B

DOOSAN-STD-EQP-001 표  내환경 시험 지침서 2005.12.30 0
DOOSAN-STD-EQP-002 표  내 자  시험 지침서 2005.12.31 1
DOOSAN-STD-EQP-003 표  내지진 시험 지침서 2005.12.32 2
KNICS-ICS-KOPEC-DG001 안 등  제어기기(PLC) 평가표 2005.12.30 1
KNICS-ICS-KAERI-DG001 비안 등  제어기기(DCS) 평가표 2005.12.30 1
KNICS-ICS-KOPEC-ER002 안 등  제어기기(PLC) 평가보고서 2005.6.30 0

본 검토에서는 294개의 평가항목 에서 만족한 항목이 277개, 불만족 사항이 18개가 

나왔다. 불만족한 사항 에는 설계된 계통문서에서 제시된 요건을 불만족하는 항목 

는 요건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근거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항목, 계통

설계자가 만족이라고 확인한 사항이라도 요건이나 사양에 기술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

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 다. 이번 평가에서 확인한 사항은 실제 계통설계에 고려된 요

건일지라도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평가자가 문서상으로 확인하지 못한 계로 

불만족되는 항목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개발 인 비안  제어계통을 원 의 비안 계통에 용하기 한 기술

성 평가는 용시 에 계통설계의 완성도, 시험공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계통이 설

계되고 난 시 에서 철 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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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CS-ICS-KAERI-ER002 비안 등  제어기기(DCS) 평가보고서 2005.6.30 0
KNICS-ICS-KOPEC-DG002 안 등  계통(PPS, ESF-CCS) 평가표 2006.4.30 0
KNICS-ICS-KAERI-DG002 비안 등  계통(APCS, NPCS) 평가표 2006.4.30 0

KNICS-ICS-KOPEC-ER001
안 등  계통(PPS, ESF-CCS) 자체 
평가보고서

2006.4.30 0

KNICS-ICS-KAERI-ER001
비안 등  계통(APCS, NPCS) 자체 
평가보고서

2006.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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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표 요약
(총279항목)

번호 항  목 요건 평가항목 평가요건수 평가요건 총 수

1 28

3 100

3 12

4 7

5 76

5.1 급수제어계통 15

5.2 증기우회제어계통 기능 19

5.3 가압기압력제어계통 기능 6

5.4 가압기수위제어계통 기능 6

5.5 원자로출력제어계통 기능 14

5.6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기능 12

5.7 원자로출력감발계통 기능 4

6 56

6.1 출력제어계통(PCS) : RRS,
CEDMCS, RPCS 설계요건

27

6.2
NSSS 공정제어계통(NPCS) :
FWCS, SBCS, PPCS & PLCS,
CVCS 단일루프제어기 설계요건

29

계통기능요건

계통 상세설계요건

소프트웨어 요건

공통 설계요건

시험

하드웨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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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nalog points Deluxe analog points

Up to four high alarm limits and one 
user defined high alarm limit
Up to four low alarm limits and one 
user defined low alarm limit
Dead-band for high and low alarm limits
Incremental alarm limit 
High and low engineering limits
High and low reasonability limits
High and low sensor alarm limits
Time of first alarm and the time of the 
last event
Capability for auto acknowledgement and 

Up to four high alarm limits and 
one user defined high alarm limit
Up to four low alarm limits and 
one user defined low alarm limit
Alarm Priority
Deadband for high and low 
alarm limits
Incremental alarm limit
High and low reasonability limits
Alarm cut-out
Alarm cut-out delay

제 7절  통합성능검증설비 구축관련 설계지원

1. DCS 정보처리계통 컴퓨터 구조 검토

1) 개요

KNICS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처리계통은 DBMS, Alarm Server, IPS, CPS, 그

리고 EWS 등이다. 이  CPS를 제외한 시스템에 DCS를 용할 정이다. 

DCS은 UNIX 계열의 OS를 사용하는 Workstation  DCS와 Windows 계열의 

OS를 사용하는 PC  DCS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보처리계통의 

DCS로서 Workstation  DCS와 PC  DCS  어느 등 의 DCS를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에 한 기술 인 검토 사항을 기술한다.

2) 정보처리계통 검토

재 정보처리계통에 한 담당업무  성능요건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 경보시스템

신고리 3&4의 경보시스템은 Inherent DCS Alarm Features, DCS BAS(Base 

Alarm System), Custom Alarm Processing 등과 같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Inherent DCS Alarm Features에서는 Standard analog points와 Deluxe analog 

points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point에서 다루어야 하는 경보

특성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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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eset
Alarm cut-out
Alarm cut-out delay 
Initial Alarm delay time

DCS BAS는 list-based alarm presentation과 iconic alarm presentation을 한 

시스템으로, list-based alarm presentation을 하여 

(1) Chronological list of alarms

(2) List of unacknowledged, acknowledged and reset alarms

(3) Historical list of last 5000 alarms.  Note that the Historical Storage Drop 

(HSR) provides additional capabilities (> 5000 points, selection based on 

specific criteria).

(4) Filtering based on alarm priority and destination (plant areas that can be 

configured to RO/TO responsibility).

(5) Display of alarms normally or with predefined filtering applied.

(6) Configurability of color assignments, alarm characteristics displayed on a 

list and alarm sounds.

(7) The capability is provided for operators to implement operator established 

alarms.

등과 같은 이상의 기능이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iconic alarm 표시

를 해 alarm grouping 기능과 200여 개의 iconic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

을 요구하고 있다.

Custom Alarm Processing에서는 

(1) Alarm priority(level 1,2, and 3) and flags management

(2) Unacknowledged/acknowledged presentation – flashing

(3) Alarm audible coding

(4) First-out alarm processing

(5) High level alarm presentation on the LDP

(6) Shape and color coding for alarm and flag presentation

등과 같은 경보처리기능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보리스트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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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 Fixed Mimic Display LDP PPS/CFM/SPM/BISI/SFSC Display

Post Accident Monitoring Indication 

(PAMI)

Minimum Inventory

Key Operating Parameters and 

Component/Train/System Status

Composed alarms

First out alarm

Plant Protection System (PPS) Status 

Indications

Critical Function Alarms

Success Path Alarms

Bypass &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BISI)

Safety Function Status Check

(1) Basic alarm list 

(2) Chronological alarm list

(3) Operator-established alarm list 

(4) Flag list 

(5) Bypassed (Tagged-Out) alarm list 

(6) Suppressed alarm list

(7) Unacknowledged alarm list 

(8) System-based alarm list 

(9) Prioritized alarm list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보처리를 해서는 

(1) The capability to generate significant change alarms

(2) The capability to provide alarm suppression through mode dependency, 

equipment state dependency, multi-setpoint dependency and global 

dependency 

등의 경보처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 IPS

IPS는 operator interfaces인 LDP와 Operator Workstation 등에 표시할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과 NSSS  BOP application을 통해 각 종 부가정보를 생성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LDP 표시정보 처리를 해서는 다음의 정보를 표

시하기 해 필요한 정보처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perator Workstation에서의 Frame Control, Navigation, Display Control, 

Display Type 제공 등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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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구되는 기능 혹은 displays

Frame Control
Control, Zoom, Poke, Page, Recall, Heartbeat, Time, Menu Options, 

Format chaining target selection, Print, Assigned Operator

Navigation

Directory Page Navigation

Tab Navigation

Pop-up/Pull-down Menus

Format Chaining

Off Page Links

Page Forward/Backward Button

Display Object Selection Region (Hot Spot)

Independent Navigation to Support Pages

Display Control

Pre-configured screen setup for each Operator Workstation

Automatic EOP display after a reactor trip

Computerized Procedure System (CPS) display(s) on any screen

Links between procedure displays and other types of displays

Moving a display page from one screen to another screen 

Selecting a display page for the variable section of the LDP

제공할 Display 

Types

System Mimic Display
Pop-Up Displays
Soft Control Display
Embedded Trends
System Tag Display
Point Trend Display
Point Alarm 
Technical Data Sheet
Static P&ID Display
Dynamic Logic (CLD and C&ID) Display
Function Based Displays
Nuclear Application Program Displays
Test Support Displays
System Status Overview Displays
Task Support Displays
Shift Diary
Plant Condition Displays
Operator Configurable Displays

NSSS  BOP Application의 구동  정보생산은 다양한 부가계통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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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수 있는데, 를 들면 

(1) plant wide data acquisition via the network

(2) validation of sensed parameters

(3) performance calculations

(4) monitoring of plant safety and general status

(5) presentation of status and calculation results on the Information displays 

(6) provision of logs

(7) determination of alarm conditions.

등과 련된 계통들이 포함된다. 이에 한 상세한 결정사항은 명확히 정

의된 바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다) DBMS

정보처리 계통에서 활용하는 기본 인 정보를 장하고 조회에 한 정보

송신을 담당하고 있는 DBMS는 정보처리 계통의 구성에 따라 그 용량  

성능이 결정될 수 있다. 기존의 경보시스템  기존의 HSR과 같은 정보

장설비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을 기 으로 추산하면 5000여 개의 

point와 각 point에 해 30-50여 개의 속성에 한 정보를 보 하고 송수

신하는 것으로 단된다. 

3) 등 의 합성

정보처리 계통에 합한 랫폼의 선정을 해서 Workstation 과 PC 의 비

교를 성능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 성능

KNICS의 구성측면에서 보아 각 랫폼의 성능은 DBMS의 성능이 주요 

심사가 된다.  DBMS의 성능은 OS, 하드웨어, 그리고 소 트웨어의 조

합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상 인 비교가 어려우나 TPC-C 벤치마

크 테스트 결과를 조사하여 비교를 시도하 다. 특정 하드웨어  소 트

웨어 구성에 따른 TpmC 성능 수치가 표 3-6에 나타나 있다. 

(http://www.tpc.org/tpcc/results/tpcc_results.asp). 이 표 3-6에서 TpmC 수치가

150,000이상인 시스템의 구성을 UNIX계열과 PC계열(Window 계열)로 나

어 살펴보면UNIX계열이 18개 시스템, PC계열이 17개 시스템으로 분류된

다. tpmC 수치가 높은 시스템 구성은 UNIX계열이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일정수 이상의 transaction 처리능력은 동등한 수 이라고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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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SPEC과 같은 벤치마크 기 에서의 PC용 로세서와 Workstation용 

로세서의 성능비교 자료(http://www.spec.org/cpu2000/results/cpu2000.html)

를 보면, 정수 벤치마크인 CINT2000에서는 Windows 계열이 우수한 성

을 기록하고 있으나, 부동소수  벤치마크인 CFP2000에서는 UNIX계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역시 등  간의 차이를 명확히 결론짓기가 

어렵다. 그리고 차이가 있더라도 multi-processor의 채택, 마더보드의 개선 

등과 같이 시스템 사양을 개선함으로써 성능향상을 기 할 수 있다. 따라

서 두 등 간의 성능은 동등한 수 이라고 단할 수 있다.

나) 안정성

많은 엔지니어들은 PC  Workstation(구체 으로는 Windows계열  UNIX

계열)의 비교를 안정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단하고 있는데, 

Gartner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HA(High Availability) 클러스터링 구성  

잘 정의된 리 차를 용할 경우, UNIX 랫폼에서도 메인 임

과 같은 99.99% (년간 53분의 Down Time)에서 99.999% (년간 5분의 

Down Time)의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용성은 유닉스 자체 RAS (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기술의 격한 발달, 클러스터링, 동  논리  티션 기술, 

Work Load Management, 그리고 I/O independent of CPU/MEMORY 등의 특

성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표 인 PC  OS인 NT Server보

다 높은 가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안 성의 측면에서 볼 때, 

Windows계열보다는 UNIX계열이 보다 높은 안정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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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두 등 간의 성능상의 큰 차이는 없다고 단된다. 

한 KNICS에서 제공할 정보처리 계통의 요건들은 두 등 의 DCS에서 모두 

구  가능하고 요구하는 성능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러

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Workstation 이 우수하다고 단된다. 성능  안정성 

이외의 고려사항으로는 최근의 worm virus공격과 같은 security측면이다. 2003

년 미국의 Davis-Besse 원 의 Plant Network이 MS-SQL Slammer worm virus에 

감염되어, 네트워크상의 모든 시스템간의 통신이 두 되는 사태가 발생하

고, SPDS와 Plant Process Computer가 기능을 상실한 바 있다.

(http://www.nuclear.com/archive/2003/04/15/Davis-Besse_slammer_worm.pdf).

 한 국내 인터넷 침해사고 응지원센터(KOREA Computer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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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er)에서 수한 OS별 침해사고신고건수 황

자료를 보면 Window계열에 한 침해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Workstation 이 PC 보다는 보안 취약성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 한국IDC에서 조사한 2003년 국내 체 서버시장 보고서에서는 

PC서버  형 서버를 업체  운  체제(O/S), 가격 (Price Band)별로 조

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서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형 서버가 1조 

1,325 억원 매출로 국내 체 서버 시장에서73.3%의 매출 유율을 보여, 

년 유율 비 0.7%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 체제별로는, UNIX 서버

가 9,068 억원 매출로 국내 서버 매출의 58.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매출 

규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시장 유율은 Workstation 에 한 

산업계의 신뢰를 반 하고 있다고 단된다.

결론 으로, 시스템의 개발차원에서는 PC  DCS나 Workstation  DCS 모두 

가능한 안이기는 하나, 안정성과 보안 취약성의 에서는 Workstation  

DCS가 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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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맨위
Rank양식의 

맨 아래
Sponsor TpmC

(2004.6.3.) Database Operating System

1 HP 1184893.38 Oracle Database 10g Enterprise 
Edition

Red Hat Enterprise Linux AS 3 
(Cluster)

2 IBM 1025486.07 IBM DB2 UDB 8.1 IBM AIX 5L V5.2

3 HP 1008144.49 Oracle Database 10g Enterprise 
Edition HP UX 11.iv2 64-Bit Base OS

4 HP 786646.00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 64-bit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64-bit

5 IBM 768839.40 Oracle Database 10g Enterprise 
Edition IBM AIX 5L V5.2

6 IBM 763898.39 IBM DB2 UDB 8.1 IBM AIX 5L V5.2

7 HP 707102.00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 64-bit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8 IBM 680613.12 IBM DB2 UDB 8.1 IBM AIX 5L V5.2

9 NEC 609467.00 Oracle Database 10g Enterprise 
Edition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9

10 Fujitsu/ICL 595702.31 Oracle Database 10g Enterprise 
Edition Sun Solaris 8

11 NEC 577530.77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 64-bit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64-bit

12 HP 541673.76 Oracle Database 10G 
Enterprise Edition HP UX 11.i, 64-bit Base OS

13 Fujitsu 455818.20 SymfoWARE Server Enterp. Ed. 
VLM 3.0 Sun Solaris 8

14 HP 423414.41 Oracle 9i Enterprise Database 
Server 9.2.0.1 HP UX 11.i 64-bit

15 Bull 403255.46 Oracle 9i R2 Enterprise Edition IBM AIX 5L V5.2

16 HP 389434.40 Oracle 9i Database Enterprise 
Edition HP UX 11.i 64-bit

17 Unisys 309036.53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64-bit

18 Unisys 304148.50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19 HP 301225.00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 64-bit

MS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64-bit

20 Unisys 291413.00 Oracle Database 10g Enterprise 
Edition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64-bit

21 Unisys 252920.49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22 Unisys 234325.10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23 HP 230533.00 Oracle 9i Database Enterprise 
Edition Compaq Tru64 UNIX V5.1

24 Fujitsu 222772.33 SymfoWARE Server Enterp. Ed. 
VLM 3.0 Sun Solaris 8

25 IBM 220807.27 Oracle 8i Enterprise Edition v. 
8.1.7 IBM AIX 4.3.3

26 Bull 220807.27 Oracle 8i Enterprise Edition v. 
8.1.7 IBM AIX 4.3.3

27 IBM 215485.89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 SP3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28 Unisys 203518.03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29 IBM 190510.02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 SP3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30 Unisys 181280.45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31 Unisys 165218.71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

MS Datacenter Server Limited 
Edition

표 3-6 TpmC 150,000이상 컴퓨터 시스템 목록(As of 6/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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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Unisys 161542.04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33 IBM 156105.72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34 HP 155179.25 Oracle 8i Enterprise Edition v. 
8.1.7 Compaq Tru64 UNIX V5.1

35 IBM 151744.13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 SP3

MS Windows Server 2003 
Datacenter Edition

System CINT2000
Baseline Processor Operating System

SR1325TP (3.4GHz 
Pentium 4 processor with 
HT Technology Extreme 
Edition)

1669

Intel Pentium 4 
processor with HT 
Technology Extreme 
Edition, 3.4GHz, 
800MHz bus

Red Hat Enterprise Linux ES release 3

Intel D875PBZ 
motherboard (AA-206)(3.4 
GHz, Pentium 4 Processor 
with HT Technology 
Extreme Edition)

1666

Intel Pentium 4 
Processor with HT 
Technology Extreme 
Edition (3.4 GHz, 800 
MHz bus)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 1a

Intel D875PBZ 
motherboard (AA-206)(3.4 
GHz, Pentium 4 Processor 
with HT Technology 
Extreme Edition)

1666

Intel Pentium 4 
Processor with HT 
Technology Extreme 
Edition (3.4 GHz, 800 
MHz bus)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 1a

Intel D875PBZ (AA-206) 
motherboard (3.2 GHz, 
Pentium 4 processor with 
HT Technology Extreme 
Edition)

1583

Intel Pentium 4 
Processor with HT 
Technology Extreme 
Edition (3.2 GHz, 800 
MHz bus)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 1a

Intel D875PBZ (AA-206) 
motherboard, (3.2 GHz, 
Pentium 4 processor with 
HT Technology Extreme 
Edition)

1583

Intel Pentium 4 
Processor with HT 
Technology Extreme 
Edition (3.2 GHz, 800 
MHz bus)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 1a

Precision Workstation 360 
(3.2 GHz Pentium 4 
Extreme Edition)

1570 Intel Pentium 4 (800 
MHz system bus) Windows XP Professional SP1

ASUS SK8V Motherboard, 
AMD Opteron (TM) 150 1566 AMD Opteron 

(TM)150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SP1a

Precision Workstation 650 
(3.20 GHz Xeon, 2MB L3 
Cache)

1532 Intel Xeon (533 MHz 
system bus) Windows XP Professional SP1

BX21 (3.2GHz Xeon 
processor w. 2MB L3 
cache)

1495 Intel Xeon processor, 
533MHz system bus Red Hat Enterprise Linux ES release 3

ProLiant DL360 G3 
(3.2GHz/2MB L3 cache, 
Intel Xeon)

1491 Intel Xeon (3.2GHz, 
533MHz bus) Windows Server 2003 Standard (Build 3790)

표 3-7 CINT2000 지수 최상  10개 시스템(As of 6/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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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절  KNICS 기반 비안전등급 계통 (CVCS) 개발 및 구현

1. 개요

본 은 KNICS 검증설비 구축을 해 개발되는 정보처리  표시계통  화학 

 체 제어계통에 속하는 기기의 제어로직 구   제어화면 개발을 하여 

KAERI에서 개발한 소 트웨어 요구명세서(설계문서 KNICS-CVCS-SRS001, Rev.00 

참조) 내용이다. 

2. 개발범

개발된 소 트웨어 요구명세서는 화학  체 제어계통의 소 트웨어가 실제 로

직 Application S/W의 어떤 Context내에서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며, 화

학  체 제어계통의 소 트웨어는 나머지 application과 어떻게 interaction을 해야

하는 지를 정의한다. 개발범 는 다음과 같다.  

1) 화학  체 제어계통의 기능 정의

2) 화학  체 제어계통의 제어로직을 구 하는 DCS의 하드웨어와 컴포 트의 

구성 정의

3) 화학  체 제어계통의 제어로직을 구 하는 하드웨어와 컴포 트와 외부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정의

4) 정의된 DCS의 하드웨어와 컴포 트 사이의 인터페이스 정의

5) 이들 인터페이스에 응되는 입출력 정의

6) DCS 하드웨어와 개발되는 소 트웨어 컴포 트 사이의 인터페이스 정의

7) 시스템의 입출력 변수명과 소 트웨어 입출력 변수명을 정의하며, 이들 사이

의 계 정의

8) 개발된 소 트웨어의입출력에 의해 제어되는 소 트웨어의 동작  해당 기

기의 동작 정의 

9) 시스템의 에러나 오류에 한 반응 정의 

3. 설계 요건

1) 계통기능

화학  체 제어계통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순도. 체   붕산의 농도를 

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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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CS 계통 수질 화학  순도 리 : 냉각재의 일부를 우회 시켜 연속

으로 정화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순도를 유지한다.

나) PZR 수  로그램에 의한 재고량(inventory)유지 : 가압기의 수 제어 

로그램에 따라 냉각재의 온도 변화에 따른 비체 의 변화  냉각재 펌

의 수 설 등을 보상하여 냉각재계통의 재고를 유지한다.

다) RCS 붕산수 회수, 장, 분리 등 붕산농도 조  : 냉각재 계통에서 유출

된 유출수를 붕산회수계통으로 방출하고, 농축 붕산수나 탈염수를 냉각재 

계통으로 주입하여 냉각재 계통의 산 농도를 조 한다. 

라) 가압기 보조살수  RCP 수 공   회수 : 충  펌 에서 방출된 

냉각재의 일부는 가압기의 주살수 계통의 고장시 가압기의 압력을 조

하기 해 보조살수로 이용되며, 냉각재 펌 의 수로 이용된다. 

마) RCS 방사선 감시, 보충수(makeup) 공 , 기 RCS 가압 : CVCS 는 유출

수의 방사능을 측정하여 냉각재 계통의 방사선 를 감시하며, 냉각재 

계통에 보충수를 공 하며, 기 냉각재 계통의 가압을 수행한다. 

2)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CVCS/BDAS 캐비닛은 하나로 구성된다. 하나의 캐비닛은 두개의 FCU로 구성

되며, 각 FCU에는 CPU, 각각 하나의 AI, DO 카드가 포함된다. 그리고  

CVCS/BDAS 캐비닛은 이 화된 제어통신망과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IPC, 

PCCS, NPCS, QIAS-N, ENFMS  ESF-CCS 계통과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

림 3-12는 CVCS/BDAS 캐비닛 구성  하드웨어 Interface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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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CVCS/BDAS 캐비닛 구성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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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Interface 

가) CVCS/BDAS 캐비닛에는 ENFMS에서 입력되는 Startup Neutron Flux Level 

1, 2 신호를 제외하고는 PCCS과 NPCS에서 입력되는 신호는 제어통신망

을 통해 입력되며, IPS에서 입력되는 신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력된다. 

나) CVCS/BDAS 캐비닛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ESF-CCS로 출력되는 유출수 

격리를 한 Valve CH-515를 Close하는 Contact 신호를 제외하고는 제어

통신망을 통해 PCCS 와 NPCS(ESFCCS) 에 출력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IPS  QIAS-N에 출력된다. 

다) ENFMS에서 입력되는 Startup Neutron Flux Level 1, 2 신호는 FCU 각각의 

AI Card를 통해 입력되며, ESF-CCS로 출력되는 Valve CH-515 Close 

Contact 신호는 FCU 각각의 DO 카드를 통해 출력된다. 

라) 표 3-8은 IPS 와 PCCS계통 이외의 계통에서 입출력되는 신호를 표시하고 

있다. 

마) 그림 3-13은 CVCS/BDAS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이의 Interface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13 CVCS/BDAS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이의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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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IPS 와 PCCS계통 이외의 계통에서 입출력되는 신호 목록

IPS  PCCS 계통 외의 계통과의 입출력 신호

 NPCS계통에서 입력 신호

입력신호 항목 신호 형태
Engineering Unit와
신호 표시 범

신호원 비고

유출수 압력  (for PIC-201-1) Digital Data 0.0 to 50.0 kg/cm2g NPCS
 PDMC from PIC-201  Digital Data 0.0 to 100.00 % demand NPCS

ESF-CCS계통으로 출력 

신호

출력신호 항목 신호 형태
Engineering Unit와
신호 표시 범

목표원 비고

고-고온 도 유출수 격리 

Demand
Contact Demand/No demand ESF-CCS in NPCS 

캐비닛

ENFMS계통에서 입력 신호

입력신호 항목 신호 형태
Engineering Unit와
신호 표시 범

신호원 비고

Startup Neutron Flux Level 1 0-10Vdc 0.1 to 10 5 ENFMS
Startup Neutron Flux Level 2 0-10Vdc 0.1 to 10 5 ENFMS

QIAS계통으로 출력 신호

출력신호 항목 신호 형태
Engineering Unit와
신호 표시 범

목표원 비고

유출수 유량 Digital Data   0.0 to 160.0 gpm QIAS-N Reg. 1.97 
고 붕소 희석 경보(Ch1) Digital Data   Alarm/No Alarm QIAS-N Reg. 1.97 
고 붕소 희석 경보(Ch2) Digital Data   Alarm/No Alarm QIAS-N Reg. 1.97 

Note PDMC : Position Demand form M/A Controller at RSR

      

4) 제어기능 요건 

다음은 화학  체 제어계통의 기능  제어  정보처리 항목을 기술하

다. 그림 3-4~23은 각 주요제어 기능에 한 로직을 표시하 고, 그림 3-24~33

는 각 로직도에 해 DCS의 로직빌더인 ISaGRAF를 이용하여 로직을 구 한 

그림이다. 그림 3-34은 화학  체 제어계통 화면설계에 한 일례를 제시한 

것으로 화면설계는 KNICS 체 MMI 설계개념에 따라 변경될 것이다. 

가) 공정 방사능(PRM : Process Radiation Monitoring) 계측기 유량 조

화학  체  제어계통에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방사능 출을 공정 방

사능 계측기를 통해 감시한다. 방사능 감시를 해 계측기로 들어가는 냉

각재 유량을 조 한다. 다음과 같은 제어  정보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1) 유량 오차 (Flow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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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 제어기 출력(PCO)

(3) 제어 출력 제한(PO)

(4) 수동/자동 제어기에서 position demand(PDMC)

(5) 아날로그 인버터 출력(AIO)

(6) 공정방사능 계측기 유량제어밸 의 Position Demand(PVPD)

(7)  유량 경보

(8) 고 유량 경보  

나) 원자로 보충수 유량 조  

화학  체  제어계통에서 보충수를 필요로 하는 여러 기기에 보충수를 

공 하며, 출력감발에 따른 반응도 조 을 한다. 다음과 같은 제어  정

보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1) 원자로보충수 유량 (WRMW)

(2) 유량 오차(FE) 

(3) PI 제어기 출력 (PCO)

(4) 제어 출력 제한(PO)

(5) 수동/자동 제어기에서 position demand(PDMC)

(6) 원자로보충수 유량제어밸 의  Position Demand (RVPD)

(7) 필터링한 설정치 ( SP ')

(8) 유량 편차 (FD)

(9) 고-고 유량경보 (Close CH-512 or CH-527 Demand)

(10) 고-고 유량편차(자동모드 요구일때만 보충수 지)

(11) -  유량편차(자동모드 요구일때만 보충수 지)

(12) 고 유량편차 경보

(13)  유량편차 경보

(14) Totalizer 출력

(15) Quantity 오차

(16) Quantity to FQIS-210X

(17)  Quantity 오차 (Batch 완료)

다) 붕산수 보충 유량 조  

화학  체  제어계통에서 체 제어탱크와 충 펌 로 붕산수를 공 한

다. 다음과 같은 제어  정보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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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붕산수 보충 유량 (WBAM)

(2) 유량 오차(FE)

(3) PI 제어기 출력 (PCO)

(4) 제어출력 제한(PO)

(5) 수동/자동 제어기에서 Position Demand(PDMC)

(6) 붕산수 보충 유량제어밸  Position Demand(BVPD)

(7) 필터링한 설정치 ( SP ')

(8) 유량 편차 (FD)

(9) 고-고 유량경보 (Close CH-512 or CH-527 Demand)

(10) 고-고 유량편차(자동모드 요구일 때 만 보충수 지)

(11) -  유량편차(자동모드 요구일때만 보충수 지)

(12) 고 유량편차 경보

(13)  유량편차 경보

(14) Totalizer 출력

(15) Quantity 오차

(16) Quantity to FQIS-210X

(17)  Quantity 오차(Batch 완료)

라) 원자로냉각재펌  1A/1B/2A/2B 재 수 공  유량 조

동일한 형태의 4개의 제어 루 가 있으며, 여기서는 원자로냉각재펌  1A 

재 수 공  유량 제어 루 에서만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제어 

 정보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1) 수 공  유량 (WSI)

(2) 유량 오차 

(3) PID 제어기 출력 (PCO)

(4) 제어 출력 제한(PO)

(5) 수동/자동 제어기에서 position demand(PDMC)

(6) 아날로그 인버터 출력(AIO)

(7) 수 공  유량제어밸 의 Position Demand(SVPD)

(8)  유량 경보

(9) 고 유량 경보

(10) 고-고 유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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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출수 압력 조

원자로냉각재펌  흡입측 온 의 유출노즐에서 나온 원자로냉각재 유출

수는 오리피스와 유출수 조 밸 를 통하여 압력을 조 한다. 다음과 같

은 제어  정보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1) Bias Magnitude (BM)

(2) 필터링된 Bias Magnitude (BM')

(3) Bias Input (BI)

(4) 압력 오차

(5) PID 제어기 출력 (PCO)

(6) 제어 출력 제한(PO)

(7) 수동/자동 제어기에서 position demand(PDMC)

(8) 유출수 조 밸 의 Position Demand(LVPD)

(9)  압력 경보

(10) 고 압력 경보

(11) RSR에서의 압력 오차 (PER)

(12) PID 제어기 출력 (PCOR)

(13) RSR의 수동/자동 제어기에서 Position Demand (PDMCR)

바) 충 배  배압 조

다음과 같은 제어  정보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1) 압력 오차

(2) PID 제어기 출력 (PCO)

(3) 수동/자동제어기의 Position Demand (PDMC)

(4) 충 배  배압 조 밸 의 Position Demand(CVPD)

(5)  압력 경보

(6) 고 압력 경보

사) 유출수 열교환 배출 온도 조

유출수를 정화계통의 운 에 당한 온도로 냉각한다. 다음과 같은 제어 

 정보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1) 온도 오차(Flow Error)

(2) PI 제어기 출력(PCO)

(3) 제어 출력 제한(PO)

(4) 수동/자동 제어기에서 Position Demand(PD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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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날로그 인버터 출력 (AIO)

(6) 유출수 열교환 기기냉각수 밸 의 Position Demand(LVPD)

(7) 고-고 온도 경보

아) 충 펌  최소유량 열교환기 유입온도 조

충 펌  방출 에 최소유량 우회 이 열교환기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무수두(Shutoff) 조건에서 충 펌 를 보호한다. 다음과 같은 제어  정보

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1) 온도 오차(Flow Error)

(2) PI 제어기 출력(PCO)

(3) 제어 출력 제한(PO)

(4) 수동/자동 제어기에서 Position Demand(PDMC)

(5) 아날로그 인버터 출력 (AIO)

(6) 유출수 열교환 기기냉각수 밸 의 Position Demand(LVPD)

(7) 고-고 온도 경보

자) 유출수 오리피스 우회 유량 조

유출수 오리피스와 병렬로 설치된 유출수 오리피스 우회유량제어밸 를 

통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낮을 때 충분한 유출유량을 확보한다. 

다음과 같은 제어  정보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1) 수동 제어기의 Position Demand (PDMC)

(2) 고 유량 경보

차) 붕소희소 경보계통

붕소희석 경보계통은 성자속 신호을 감시해야 하고, 경보 설정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 특히, 경보 설정치는 입력 성자속 신호가 감소하거나 

일정할 때는 입력 성자속 신호에 델타 설정치를 합한 값과 같아야 한

다. 입력 성자속 신호가 증가하면 경보설정치가 입력 성자속이 증가

하기 의 값과 동일해야 한다. 델타설정치는 보통 고정되지만, 연료 재장

 시에는 요구 로 바뀔 수 있다. 델타설정치는 쉽게 조정가능한 상수로 

설정되어야 하고 조정 가능한 역은 입력 성자속 체 역의 0.0에서 

100.0%가 되어야 한다. 경보는 입력 성자속이 경보설정치보다 같거나 

클 때마다 발생되어야 한다. 경보의 응답시간은 1  이하여야 한다. 붕소

희석경보계통은 경보와 경보 설정치를 오퍼 이터가 리셋하도록 허가하는 

리셋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셋신호가 작동하면, 경보 설정치는 

재 입력 성자속과 델타 설정치를 합한 값과 같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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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정보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1) 필터링된 기동 성자속 신호(NF')

(2) 합산 설정치(SSP)

(3) 경보 설정치(ASP)

(4) 성자속 오차(FE)

(5) 붕소 희석 알람

5) 인간기계연계(MMI) 요건

화학  체 제어계통과 붕소희석 경보계통의 인간기계연계(MMI) 요건은 

KNICS 체 계통의 인간기계연계(MMI) 요건에 따른다. 

6) 성능 요건 

화학  체 제어계통과 붕소희석경보계통의 성능 요건은 체 계통의 성능

요건에 따른다. 

7) 신뢰성 요건

화학  체 제어계통과 붕소희석경보계통의 신뢰성 요건은 체 계통의 신

뢰성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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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공정방사능 계측기 유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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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원자로 보충수 유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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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붕산수 보충 유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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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원자로냉각재펌  1A/1B/2A/2B 재 수 공  유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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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유출수 압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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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충 배  배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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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0  유출수 열교환 배출 온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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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충 펌  최소유량 열교환기 유입온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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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유출수 오리피스 우회 유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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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붕소희석 경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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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공정 방사능 계측기 유량 조  로직 구 도

그림 3-25  원자로 보충수 유량 조  로직 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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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붕산수 보충 유량 조  로직 구 도

그림 3-27  원자로냉각재펌  1A/1B/2A/2B 재 수공  유량조  로직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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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유출수 압력 조  로직구 도

그림 3-29 충 배  배압 조  로직구 도

 그림 3-30  유출수 열교환 배출 온도 조  로직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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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충 펌  최소유량 열교환기 유입온도 조  로직구 도 

그림 3-32  유출수 오리피스 우회 유량 조  로직구 도

그림 3-33  붕소희석 경보계통 로직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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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화학  체 제어 계통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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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화학  체 제어 계통 화면 설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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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본 과제에서는 KNICS 사업단에서 개발하는 기기를 기반으로 이미 국산화

된 기기와 통합하여 통합계측제어 구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업무와 핵심기

술을 지원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은 크게 1)KNICS 비안 등  

제어기기(DCS) 기술성 평가, 2)비안  등  계통(PCS) 기술성 평가, 3)KNICS 
비안 계통 구조개발  통합, 4)KNICS MMIS 통신망 부하분석(안 계통  

비안  계통 포함), 5)CVCS MMI 개발  Logic 구 , 6)KNICS 기기 기반의 

공 제의서(안) 작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다. 

KNICS 비안 등  제어기기(DCS) 기술성 평가를 해, 1 단계 개발 기기

모듈(입출력, 원, 통신 모듈 등) 요건서  사양서 검토, 일반산업체에서 사

용되는 DCS의 사양검토, 국제 기 자표  (IEEE Std 1046-1991, IEEE 
Application Guide for Distributed Digital Control and Monitoring for Power 
Plants, 1991)  력산업기술기  (EME 공정제어  감시용 산기 계통, 
2000, 한 기 회)을 참고로 평가를 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항목별 평

가기 을 제시하 다. DCS 기기개발 업체의 자체 평가  의를 통해 기기개발 

업체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요건  사양을 반 하여 원  용시에도 원 의 요

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데 기여하 다. 한 KNICS 사업단과제로 개

발 인 비안  등  계통(PCS) 기술성 평가를 해서는 APR1400  KSNP 요

건서  사양검토를 통해 평가항목  평가기 을 포함한 평가표를 개발하 다. 이 

평가표를 기 으로 계통개발 업체의 자체평가  자체평가결과의 검토를 통해 계통

설계 시 미진한 요건에 한 반 을 통해 KNICS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계통

설계가 실제원  용 시에도 바로 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기여하 다. 

KNICS 비안 계통 구조개발  통합을 해서는 1단계에서 개발한 원  

제어계통 설계요건서를 개정하 고, KNICS에서 개발되지 않는 비안 계통과

의 통합에 한 설계가 구체화되면서 계통간 상세연계를 한 신호수 의 

연계요건을 개발함으로써 계측제어구조 확정  설계된 통신망 분석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 다. 그리고 1단계부터 개발되어 오던 안 계통(RPS  

ESF-CCS)이 2단계에 들어서면서 더욱 구체화되어 비안 계통과의 통합을 통

해 통합계측제어계통 구조를 완성하 다. 안 계통  비안 계통의 구조가 

확정됨에 따라 개발된 구조에 한 각 계통의 데이터 요구 특성과 요건, 통

신노드의 구성  연계 데이터 용량 등의 제반 송사양을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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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연시간  성능여유도 분석을 통해 송용량 요건을 도출하여 안  통

신망  제어통신망의 성을 검토하고 통신망에 한 부하분석을 수행하

여 통합계측제어계통의 구조가 함을 입증하 다. 

비안 계통의 일부인 화학체 제어계통(CVCS) 개발을 해서는 설계서 작

성, 논리도 작성도구인 ISaGRAF를 이용한 제어계통(CVCS) 논리도 작성지원 

그리고 계통화면 설계안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KNICS 계통  기기검증

을 한 통합성능 설비구축에 필요한 비안  계통을 구 하는데 기여하 으

며, 특히 설계서 작성은 추후 계통설계자  기기제작업체가   타 비안  계

통 개발에도 필요한 개발 문서의 로 활용될 수 있다. 신규발 소용 기술사

양서(안) 작성 지원을 한 업무로는 KNICS 구조 기반의 계통별 기술사양서

(안)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MMIS 분야는 KNICS에서 개발한 DCS 기반으로 

기술사양을 작성하여, 추후 신울진 1,2호기용 제안서 작성에 직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 다. 

 

 



- 128 -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기에 개발된 KNICS 설계  연계요건과 통합계측제어계통 구

조는 KNICS 개발을 한 기 으로 활용되었고, 차후 KNICS 기기를 사용하

여 발 소에 용하기 해 필요한 선행 역무인 기술사양서(안) 작성에 활용

할 수 있다. 특히 KNICS 각 세부 계통간 신호 연계요건은 각 계통간 연계사

항을 알 수 있으므로, 추후 계통개발자가 이를 설계에 반 하고, 통신망의 

구조 변경에 따른 부하분석  계통구조 개발을 한 상세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비안  등  제어기기  PCS의 개발요건  사양에 한 평가 결과는 설

계자  개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발진행 상태에 따라 미진한 설계  개

발에 반 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된 평가표는 향후 여타 비안  등  

제어기기  비안  계통 개발의 평가에 직  활용할 수 있다. KNICS 통신

망 부하분석은 개발되는 KNICS 계통의 구조가 통신망 부하분담 측면에서 

제어  정보 구조의 합성을 평가하는 요한 기 자료에 활용되었다.

KNICS 구조 기반의 계통별 기술사양서(안) 작성 지원 내용  MMIS 분야 

련 기술사양서(안)에 한 작성  검토 내용은 앞으로 추진 정인 신울진 1,2호

기용 제안서 작성  가동원  설비개선 제안서 작성에 직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결과는 원  계측제어계통 기기설계  

기기공  기술의 자립에 활용될 것이다. 



- 129 -

제 6 장 참고문헌 

(1) NSSS 계측제어 계통설계에 한 기술지원, 한국 력기술주식회사, 2004

(2) 원  계측제어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략 수립, KAERI/RR-2139/2001, KAERI, 
2001 

(3) KNICS 설계요건서, KNICS-DR100, KAERI, 2003

(4) KNICS 연계 요건서, KNICS-IR100, Rev.00, 2003

(5) 디지털계측제어계통 규제요건 분석, KAERI/TR-1942/2001, KAERI, 2001

(6) 원자로보호계통 설계요건서, KNICS-RPS-SR101, KAERI

(7) 공학 안 설비 기기제어계통 설계요건서 KNICS-ESF-SR101, KAERI

(8) KNICS 원자로보호계통 연계요건서, KNICS-RPS-IR100

(9) KNICS ESF-CCS 연계요건서, KNICS-ESF-IR100

(10) 원  통신망 설계방법론 개발, KAERI/TR-700/96, KAERI, 1996

(11)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 기능설명서, KAERI/TR-2459/2003, KAERI, 2003 

(12) 원  계측제어 Hardware 설명서, KAERI/TR-2569/2003, KAERI, 2003

(13) KNICS 제어계통 개발요건서, KAERI/TR-2737/2004, KAERI, 2004

(14) 원자력발 소 제어계통의 일반설계사양서, KAERI/TR-2430/2003, KAERI, 
2003 

(15) 차세  원자로 기술개발(II), 원자로계통설계, 1998. 3, 산업자원부/과학기

술부

(16) 차세  원자로 기술개발(III), 원자로계통설계, 2000. 10, 산업자원부/과학

기술부

(17) 수출선도형 원 모델 개발, KOPEC/99-수-001, 1999. 8, 산업자원부

(18) 공통유형고장을 배제한 고신뢰도 디지털 보호계통 개발, 2000. 9, 
KOPEC

(19) 첨단 계측제어기술 개발, 1996, 원자력연구소

(20) Integrated Instrumentation&Control Upgrade Plan, EPRI NP-7343, 1992. 2

(21) 한국형 표 원  계통 실무, KAERI/GP-108/96, 1996. 5, 한국원자력연구

소

(22) EPRI ALWR Utility Requirements Documents, Ch. 10, EPRI, 1989

(23) EPRI ALWR Utility Requirements Documents, Ch. 18, EPRI, 1989 



- 130 -

(24) 차세 원자로 계측제어계통 설계기본요건, KAERI/TR-423/94, KAERI, 1994

(25) SMART 설계를 한 법규  기술기  용성 평가, KAERI/TR-1237/99, 
KAERI, 1999

(26) KNGR SSAR Ch. 7, "Instrument and Control", 한  

(27) KNGR SSAR Ch. 18, "Human Factors Engineering", 한

(28) Advanced I&C Program, DE-AC03-86SF-16564

(29) Normative Parts of Profibus -FMS, -DP, -PA according to the European 
Standard, EN 50 170 Volume 2

(30) Local Area Network Performance, Gilbert Held

(31) 원  자동제어 설비의 디지털화 개발, 제 3장 KNX-5 통신망, 한국 력

공사 력연구원

(32) I&C Overview of YGN 3&4

(33) I&C Overview of SMART

(34) I&C Architecture of Nuplex 80+

(35) SMART 계측기술분석, KAERI/TR-1028/98, KAERI, 1998

(36) KSNP NSSS 공 (입찰)제의요청서

(37) KSNP NSSS 계통설계 계약서 부록  기술사양서 

(38) KSNP NSSS 기기설계/기기제작 계약서 부록  기술사양서

(39) KSNP BOP 계약서 부록  기술사양서

(40) 과학기술부 고시, 원자로 시설의 계측제어계통에 한 기 (안), 2001

(41) 안 기술원, 디지털 계측계통에 한 안 규제 일반원칙  규제지침

(안), 2001

(42) ASME NQA-1-1994 with 1995 addenda, Subpart 2.2,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Packaging, Shipping, Receiving, Storage, and Handling of I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43) 10CFR50,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NRC

(44) 10CFR50,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NRC

(45) USNRC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NRC

(46) USNRC Reg. Guide 1.152, Rev. 01, Jan. 1996, Criteria for Programmable Digital 
Computers System Software in Safety Related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 131 -

(47) USNRC Reg. Guide 1.153, Rev. 01, Jun 1996, Criteria for Safety Systems

(48) USNRC Reg.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49) USNRC Reg. Guide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

(50) USNRC Reg. Guide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PPs

(51) IEEE Std 323-1983,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52) ANSI/IEEE 344-1987(Reaffirmed 1994), IEEE Recommended Practices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53) ANSI/IEEE 383-1974(Reaffirmed 1992), IEEE Standard for Type Test of Class 
1E Electric Cables, Field Splices, and Connection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Section 2.5, Flame Test 

(54) IEEE Std 384-1992, Standard Criteria for Independence of Class 1E Equipment 
and Circuits.

(55) IEEE Std 603-1998,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56) IEEE Std 7-4.3.2-1993,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PGSs

(57) ANSI/IEEE C37.90.1-1989, Guide for Surge Withstand Capability(SWC) tests for 
Portective Relays and Relay System

(58) EPRI-TR-102323-RI, Guidelines f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Testing in 
Power Plants, Rev. 1, EPRI, January 1997

(59) EPRI-TR-106439, Guideline on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Commercial Grade 
Digital Equipment for Nuclear Safety Applications, 1996

(60) ANSI/ANS-51.1-1983(Reaffirmed 1988),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61) US 83-1996, Standard for Thermoplastic-Insulated Wires and Cables. Section 41 

(62) UL 94-1996, Standard for Tests for Flammability of Plastic Materials for Part in 
Devices and Appliances



- 132 -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연구지원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870/2007   

제목/부제       비안 계통 구조 개발  기기/계통 평가

     

 연구책임자  부서명 오인석(한국원자력연구원)

 연 구 자  부 서 명
이철권, 김동훈, 이동 , 박원만, 황인구, 허섭, 김정택, 박재창, 이정

운 (한국원자력연구원)
 

 출  지    발행기   KAERI  발행년     2007. 10

 페 이 지   131 p.   도  표   있음( O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O ), 외비(  ), __ 비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수행기   한국원자력연구원 계약번호   해당없음

 록 (15-20 내외)  

본 연구에서는 KNICS 비안 등  제어기기(DCS) 기술성 평가, 비안  등  계통

(PCS) 기술성 평가, KNICS 비안 계통 구조개발  통합구조 개발, KNICS MMIS 통

신망 부하분석(안 계통  비안  계통 포함), CVCS MMI 개발  Logic 구 ,  

KNICS 기기 기반의 공 제의서(안) 작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한 비안  등  제어기기  PCS의 개발요건  사양에 한 평가 결과는 설계자 

 개발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개발진행 상태에 따라 미진한 설계  개발에 반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개발된 KNICS 구조에 한 각 계통의 데이터 요구 특성과 요건, 통신노드의 구성  

연계 데이터 용량 등의 제반 송사양을 도출하고, 한 송지연시간  성능여유도 

분석을 통해 송용량 요건을 도출하여 안  통신망  제어통신망의 성을 검토

하고 통신망에 한 부하분석을 수행하여 통합계측제어계통의 구조가 함을 입증

하 다.  

KNICS 구조 기반의 계통별 기술사양서(안) 작성 지원 내용  MMIS 분야 련 기술사양

서(안)에 한 작성  검토 내용은 앞으로 추진 정인 신울진 1,2호기용 제안서 작성  

가동원  설비개선 제안서 작성에 직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비안 계통의 

일부인 화학체 제어계통(CVCS) 개발을 해 설계서 작성, 논리도 작성도구인 

ISaGRAF를 이용한 제어계통(CVCS) 논리도 작성지원 그리고 계통화면 설계안을 제시

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원 계측제어시스템, 통합설계, 분산제어계통, 기술사양, 계측제어계통 

개념설계, 계측제어계통 구조설계, 계측제어계통 설명서



- 133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870/2007  

Title/Subtitle
Development of Non-safety System Architecture and 
Evaluation of Components/System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I.S. Oh(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and
Department

C.K.Lee, D.H.Kim, J.W.Lee, D.Y.Lee, W.M.Park, I.K.Hwang, 
S.Hur, J.T.Kim, J.C.Park, J.W.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
Place   D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7. 10

  Page 131 p. Ill. & Tab.   Yes( O ), No (  )      Size       A4
  Note  

 Classified   Open(  O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General Publication

Performing 
Organizat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We describe in this report the works performed for a technical evaluation of the 
non-safety digital control system of the KNICS, the non-safety process control system of 
the KNICS, a communication load analysis for the MMIS (including both the non-safety 
and the safety systems) of the KNICS, the development of MMI and an implementation 
of the logic for the CVCS, and the works performed to support writing a proposal 
needed for bidding an I&C system based on the KNICS. The technical evaluation 
results were aimed to be used by the designers to detect parts needed to be corrected 
or to be newly inserted, and also by the developers during the development phase.
The requirement specifications and the data requirement characteristics have been 
identified for each subsystem of the determined KNICS structure. For each 
communication node, the specifications related to the data transfer including the data 
capacity for interfaces, delay time for the data transfer, and the marginal availability of 
its performance capabilities have been analyzed to identify the amount of data transfer 
and hence to verify that both of the designed structures for the safety related 
communications network and for the digital communications network are appropriate.
The results of the supporting work performed for writing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related to each subsystem of the KNICS structure,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writing 
a proposal for the expected Uljin new units 1 & 2, and in the I&C upgrade for any of 
the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under operation. Also included in this report are the 
descriptions on a design of the chemical volume control system (CVCS), on the 
supporting work performed to draw the logic diagrams for CVCS using the tool 
ISaGRAF, and on the generation of a set of system displays to be used as reference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Nuclear I&C system, Design of integration, Distributed control 
system, Technical specifications, Conceptual design for I&C 
systems, Design of I&C architecture, I&C system description



주   의

본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 중 한국 표준원전(KSNP) 및 APR1400의 

설계내용에서 인용한 부분은 본 과제 수행을 위해 단지 참고한 것이

며, 그 설계내용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표준원전(KSNP) 및 APR1400

의 설계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원 소유자에게 있으며, 

동 소유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외부에 공

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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