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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스마트 센서, 필드 버스 등 IT 기반의 센서 통신망 기술을 원자로 건물내부

의 극한 환경에 용하기 한 방안을 검토한다. 필드버스 통신망이  원자로건

물 내부에 용된다는 것은 마이크로 로세서, DSP, FPGA, ASIC 등의 IT 기

반 핵심소자가 고선량 방사선 피폭환경인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 냉각재 계통

주변에 설치됨을 의미한다. 원자력발 소의 I&C 통신망을 IT 기반 첨단 통신망

으로 구축하기 하여 험도 기반 확률론  신뢰성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마

이크로 로세서, FPGA, ASIC 등의 오류 발생 확률을 분석한 NUREG 보고서

를 검토한다. 원  안  계통의 주요 기기에 용되고 있는 IEEE Std. 

323-1983, IEC 60780 등의 요건들을 통신망 기기 에서 비교 분석하고 IT 

기술 발 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요건을 검토한다. 한, 정상운  의 

원  원자로 건물 내부의 환경(온도, 감마선, 습도) 특성을 조사하고 원자로냉각

재 상실사고(LOCA)를 가정한 DBA (설계 기 사고) 요건의 감마선 피폭 환경

에서 IT 소자의 동작 특성을 실험하고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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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s the resul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 on-line 

diagnostic system using the fieldbus communication network coupled with a 

smart sensor module will be widely used at the nuclear power plant in the 

near future. The smart sensor system is very useful for the prompt 

understanding of abnormal state of the key equipments installed in the 

nuclear power plant. In this paper, it is assumed that a smart sensor system 

based on the fieldbus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surveillance and 

diagnostics of safety-critical equipments will be installed in the 

harsh-environment of the nuclear power plant. It means that the key 

components of fieldbus communication system including microprocessor, 

FPGA, and ASIC devices, are to be installed in the RPV (reactor pressure 

vessel) and the RCS (reactor coolant system) area, which is the area of a 

high dose-rate gamma irradiation fields. Gamma radiation constraints for the 

DBA (design basis accident) qualification of the RTD sensor installed in the 

harsh environment of nuclear power plant, are typically on the order of 4 

kGy/h. In order to use a fieldbus communication network as an ad-hoc 

diagnostics sensor network in the vicinity of the RCS pump area of the 

nuclear power plant, the robust survivability of IT-based micro-electronic 

components in such intense gamma-radiation fields therefore should be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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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IT 기술과 센서가 융합되는 구조의 스마트 센서, 필드 버스 등이 일반 산업 

장에서는 유지보수, 품질 리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목 으로 신규 증설되는 

랜트를 심으로 설치되거나 운  에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IT 기반 산

업 구조로 변경되면서 아날로그 기기  소자들이 소용없게 되거나 수요가 감

소하여 단종 되는 추세에 있다. 원자력발 소는 구조물, 계통, 기기, 부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 시설  설비는 자연환경과 재해로부터 보호되고, 환경 요인

이나 가상사고 조건에서도 견딤과 동시에 안 성 련 기능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형태의 기기  소자의 공  

불확실성이 원자력 발 소 I&C 통신망의 건 성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업 운  인 원  I&C 통신망의 경우 안 성 측면에서 비교  험도가 낮

은 일부 아날로그 계통을 디지털 계통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변경된 디지털 계

통의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검증됨에 따라 디지털 계통의 개선

(upgrade) 범 를 넓 가고 있다[1][2]. Westinghouse, Siemens, Triconex 등은 

원  I&C 통신망에 용할 수 있는 Class 1E 규격의 기술 검증 기 을 통과한 

필드버스 통신망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이들 필드버스 시스템은 미

국 NRC 로부터 안 성 평가 보고서(SAR)를 획득한 상태이므로 가동 이거나 

건설 인 원 에 용될 수 있다[3][4].  이들 필드버스 통신망도 원 의 물리

인 환경을 고려하 을 때에는 상 으로 온화한(mild) 환경에 해당하는 제어 건

물(control building), BOP 등에 설치된다. 원자로 건물 내부는 Category A 등 으로 분

류되며 원자로 건물 내부의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 안 계통에 설치되는 센서, 구동

기, 기기 등은 10CFR50.49, Reg. Guide 1.89, Reg. Guide 1.100    IEEE Std. 

323-1983를 비롯한 여러 IEEE 표  등에서 정의하는 극한환경(harsh environment) 요

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내환경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센서, 필드 버스 등 IT 기반의 센서 통신망 기술을 원

자로 건물내부의 극한 환경에 용하기 한 방안을 검토한다. 필드버스 통신망

이  원자로건물 내부에 용된다는 것은 마이크로 로세서, FPGA, ASIC 등의 

IT 기반 핵심소자가 고선량 방사선 피폭환경인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설치됨을 의미한다. 건설 에 있는 원자력발 소의 I&C 통신망을 IT 

기반 첨단 통신망으로 구축하기 하여 험도 기반 확률론  신뢰성 평가 기

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로세서, FPGA, ASIC 등의 오류 발생 확률을 분석한 

NUREG 보고서를 검토한다. 원  안  계통의 주요 기기에 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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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d. 323-1983, IEC 60780 등의 요건들을 통신망 기기 에서 비교 분

석하고 IT 기술 발 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요건을 검토한다. 한, 정

상운  의 원  원자로 건물 내부의 환경(온도, 감마선, 습도) 특성을 조사하

고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LOCA)를 가정한 DBA (설계 기 사고) 요건의 감마

선 피폭 환경에서 IT 소자의 동작 특성을 실험하고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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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극한환경 원  필드통신망

제 1  원  극한환경 요건

1. 원자력 발 소 용법규, 표   기술기 에 따른 극한환경정의

원자로 건물(in-containment) 내부는 극한환경(harsh environment)에 해당

한다.  일반 으로 극한환경과 온화환경(mild environment)을 구분 짓는 설정기

으로 주  온도는 120℉ 이고, 방사선 조사선량은 100Gy 이다[5]. 극한환경에 

설치되는 센서, 구조물  주요 기기는 엄격한 품질보증요건이 용된다. IEEE 

Std. 323-1983 은 극한 환경을 설계기  사고(DBA) 와 설계기  사고 후의 

상되는 환경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6]. 설계기 사고는 원자로 건물내부의 원

자로냉각재 상실사고(LOCA)  고에 지 배 단(HELB) 사고이다.  LOCA, 

HELB 등의 설계기 사고가 발생하면 원 극한환경은 원자로 건물외부로 용

범 가 확 된다. 10CFR50.49 paragraph(c) 에서는 정상운   상운 과도

(AOO) 환경조건보다 더 이상 열악해지지 않는 환경을 온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7]. EPRI EQ Reference Manual Subsection 5.7, ‘Distinguishing Mild and 

Harsh Environments’ 에서는 발 소는 지역마다 온도조건이 조 씩 다르기 때

문에 온화환경 는 극한 환경으로 단순히 구분 짓기는 어려우며 온화(mild), 

극한(harsh) 환경을 구분 짓는 것도 기기재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EPRI 는 온화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온화 환경에 한 정의

⁃ 온도의 경우 104℉ (40℃) to 135℉ (57.22℃) 이하

⁃ 압력은 기압 혹은 기기 지정 값

⁃ 방사선 조사량은 100 ～ 1kGy 이하

⁃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기기는 10 Gy 이하

⁃ 습도는 100% 상 습도 이하

한 원  설계에 한 많은 법 규정  기술기   기기검증에 용되는 공

통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0 CFR 50 Appendix A, Criterion IV 

   ⁃ 내환경 설계  검증에 한 일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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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FR 50 Appendix B, QA Criterion III 

⁃ 설계 리 (Design Control)

○ 10 CFR 50 Appendix B, QA Criterion XI 

 ⁃ 시험 리 (Test Control)

○ 10 CFR 50.55 

 ⁃ 인.허가 련 용 Code & Standard, Protection System

○ NUREG-0800, SRP Sec. 3.9, 3.10, 3.11

 ⁃ 내진  내환경검증 요구

○ 10 CFR 50.49 

 ⁃ 기 기기의 내환경 검증 요구법규

○ Reg. Guide 1.89 

 ⁃ 기 기기의 내환경 검증 시행법규

○ Reg. Guide 1.100 

 ⁃ 기  기계 기기의 내진검증 시행법규

○ NUREG-0588 

 ⁃ 안 련 기 기기의 내환경검증에 한 요구

○ IEEE 표

 ⁃ IEEE Std. 323-1983, 

 ⁃ IEEE Std. 344-1987, 

 ⁃ IEEE Std. 627-1980,

 ⁃ IEEE Std. 317-1983, 

⁃ IEEE Std. 334-1994,

⁃ IEEE Std. 382-1996,

⁃ IEEE Std. 383-1974,

⁃ IEEE Std. 420-2001,

⁃ IEEE Std. 450-2002,

⁃ IEEE Std. 484-2002,

⁃ IEEE Std. 535-2006,

⁃ IEEE Std. 627-1980,

⁃ IEEE Std. 649-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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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sh environment:

An environment expected as the result of the postulated service conditions 

appropriate for the design basis and post-design basis accidents of the 

station. Harsh environments are the result of a loss of cooling accident 

(LOCA)/high energy line break (HELB) inside containment and post-LOCA 

or HELB outside containment.

표 1. IEEE 323-1983 의 극한환경 정의

Mild environment:

An environment expected as a result of normal service conditions and 

extremes (abnormal) in service conditions where seismic is the only design 

basis event (DBE) of consequence.

표 2. IEEE 323-1983 의 온화환경 정의

Mild environment:

A mild environment is an environment that would at no time be 

significantly more severe than the environment that would occur during 

normal plant operation, including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표 3. 10CFR50.49 paragraph(c) 의 온화환경 정의

그림 1은 원자력발 소 I&C 통신망의 법령  표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8]. 

원  통신망에 사이버보안 규제요건이 추가되고 있다. 스마트 센서 는 필드 

버스가 원자로 건물 내에 용된다는 것은 사이버 공격 목표가 원  안 계통

의 핵심 센서, 구동기로 확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로 건물 내부에 스마트센

서, 필드버스를 용할 경우 극한 환경요건 뿐만 아니라 10CFR 73.54, DG5022, 

NUREG/CR-6847 체계로 구성되는 사이버보안 지침을 반 해야 한다. NRC, 

ORNL 등은 마이크로 로세서 기반의 원  통신망 기기들이 설치되는 장소에 

한 환경의 정의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9]. 극한 환경(harsh environment)

과 온화 환경을 3개의 카테고리 A, B, C로 세분화 하고 있다. 표 4에 카테고리

에 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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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  통신망 규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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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정의 

A
 원자로 건물 내부(in-containment)  Category B 환경요건 보다 

가혹한 환경

B 

 원자로 건물 외부  용 환경 요건

 Radiation (TID/40년)  4 Gy ≤ TID ≤  100 Gy

 온도

 정상 운  ≤ 38℃ (100℉)

 사고 운  ≤ 제조업체 보증 최  동작

온도의 90%

 습도
 정상 운  ≤  80%

 비정상  사고 운  ≤ 95%

 C 

 격납 건물 외부  용 환경요건

 방사선  TID ≤ 4 Gy (400 Rad)

 온도  정상, 사고 ≤ 38℃ (100℉)

 습도
 정상 운  ≤  80%

 비정상  사고 운  ≤ 95%

표 4. 원자력발 소 카테고리 역의 환경요건

그림 2. NUREG-0588 의 Category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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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건물 내부의 물리  환경

  원자로의 노심 주변은 아주 높은 선량율의 감마선과 성자 피폭환경이다.  

경수로형 원자로 주변의 방사선  성자 피폭 선량 특성은 다음과 같다

[10][11].  원자로 노심주변의 감마선 는 선량(TID) 기 으로  10
6
 Gy 

(100 Mrad) 이며 선량율은 략 1kGy/h (100 krad/h)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극한환경 통신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자, 통신 기기  부품에 한 

DE(dose rate) 효과를 감쇠시키기 한 책이 필요하다. 표 5에 정상 가동 조

건에서의 원자로 건물내부의 안  계통기기 주변의 방사선 를 나타내고,  

표 6은 제어 건물의 정상가동/사고시의 물리  환경 특성을 나타낸다[12][13]. 

원 용 트랜스미터는 5～10년의 운용주기를 품질보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4]. 안 계통에 사용되는 Class 1E 트랜스미터의 운용주기를 5～10년으로 규

정하면 방사선선량(TID) 기 으로 20kGy～200kGy의 내방사선 특성이 요

구된다. 원자력 발 소 주요 건물의 사고시의 환경 특성을 안 성 분석보고서(SAR) 

에 의해 추정한 값을 표 7에 나타내고 있다[15].  

치 Gamma-ray  Dose Rate 

원자로 압력용기 환형

(Reactor Vessel Primary Shield Annulus)
100 Gy/h

(a) 

원자로 냉각재 계통

(Reactor Coolant System)

일반 역 0.5 Gy/h

배  역 2 Gy/h

원자로 냉각재 계통 외부 역 50μGy/h ～ 2mGy/h

[a] Calculated values

표 5. 원자로건물 내부의 안 계통 기기 주변의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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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상태 온도(℉) 습도(%) 방사선(감마선)

주 제어실

정상 75 60

10 Gy/40yr.LOOP 75 -

LOCA 75 60

이블 통구

정상 104 60

10 Gy/40yr.LOOP 95 -

LOCA 95 60

스 치 기어

정상 104 60

10 Gy/40yr.LOOP 104 -

LOCA 104 60

정상 :  출력 운  조건

LOOP 사건:  출력 운  상태에서의 원상실사건

LOOP(Loss Of Offsite Power) at Full Power Operating Condition

LOCA 사고 : 원상실사건과 결합된 냉각재 상실사고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Coupled with a LOOP Event

표 6. 제어 건물(온화 환경)의 환경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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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온도 (℉) 습도(%) 방사선

원자로 

건물

S/G Loop 내부 250 - 385 100 80 kGy/6months

S/G Loop 외부 250 - 385 100 80 kGy/6months

보조 건물 100 - 325 70 - 100

제어 건물 84 - 120 70 - 95

터빈 건물 － － －

디젤 발 기 122 95 < 5 Gy/6months

(※) 주 증기  단사고를 가정할 경우, 격납건물은 잠시 동안 380℉ 이상의 온도분

포를 가진다. 그 후 온도는 380℉ 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분포를 갖는다. 

(※) 방사선은 사고 후 6개월 까지의  방사선 피폭량이다.

표 7. 원자력발 소 주요건물의 사고시 환경 

3. 원자로건물 내부 센서 통신망의 일반 요건

원자로 건물 내부에 치한 원자로, 가압기, 증기 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배

  펌  등의 동작 상태와 안 성을 감시, 제어하기 하여 1차 계통 주요 

기기, 구조물에는 온도, 압력, 성자, 유량, 수  등을 측정하기 한 트랜스미

터(tansmitter)가 설치되어 있다. 일반 으로 트랜스미터는 센서와 치 증폭기

로 구성된다. 치 증폭기는 센서의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을 갖는다. 트

랜스미터는 원자로건물 내의 주요 기기, 구조물의 동작 상태를 감지  증폭하

여 바이스테이블 트립 로세서(BTP - bistable trip processor)에 송한다. 바이스

테이블 트립 로세서는 트랜스미터의 감지데이터를 처리하여 설정 기 치보다 이

상이면 원자로 정지신호를 생성한다. 4x2 논리 연산을 통해 2개 이상의 채 에서 설정 

기 치 이상의 신호가 감지되면 일치회로 로세서(CP-coincidence processor)는 ESF(공

학  안 설비) 작동 개시 신호를 보내고 제어  낙하신호를 발생시켜 원자로를 정지시

킨다. 이를 그림 3, 4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 트랜스미터는 원자로 건물내부에 

치하고 있어 방사선, 온도, 습도  화염에 해 강건한 내환경성을 가져야 한다.  트랜

스미터는 설치 치, 환경에 따라 센서  치증폭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는 센서와 치 증폭기가 분리되기도 한다.  센서와 치 증폭기가 분리되어 설치될 경

우에는 센서와 치 증폭기사이의 신호 이블 길이는 약 30m 이내여야 한다[16].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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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치 증폭기사이의 이블 연결은 방사선, 온도에 한 내환경 특성이 우수한 하드라

인(hardline) 과 기  신호 송 특성이 우수한 소 트라인(softline) 을 스 라이싱 

속하거나 배선반(junction panel) 으로 속한다.  감지기(센서)로부터 10m 이내의 길이

는 방사선, 온도에 해 강건한 하드라인으로 연결되고 치증폭기까지의 잔여 길이는 

소 트라인 이블로 연결된다.  이를 그림 5 에 나타낸다. 그림 5는 원자력 발 소 1차 

계통 건 성 감시계통의 이블 연결 구성도를 보이고 있다.  표 8 은 원자력발 소 1차 

계통 건 성 감시계통에 사용되는 감지기의 환경 요건을 나타내고 있다.  1차 계통 건

성 감시계통의 일부 센서는 원자로 환형 덮개 상부에 설치되므로 방사선, 온도 등의 엄

격한 내 환경특성이 요구된다.  표 8에서 가압기 안 밸  감지기는 사고후 감시 계측센

서 (PMI - post monitoring instrumentation) 에 포함되므로 설계기 사고 요건의 온도, 

압력  방사선에 한 엄격한 내환경성이 요구된다.  표 9는 가압기 감지기 센서의 

치 증폭기의 환경요건을 나타낸다.

항목 정상 운 이상 상태 (LOCA, MSLB)

온도 50 ～ 120℉ (10 ～ 49℃) 50 ～ 360℉ (10 ～ 182℃)

습도 5 ～ 90% RH 100%

압력 기압 54psig (3.8 ㎏/㎠ g)

방사선 (TID) 200 kGy (40 년) 600 kGy (6months)

동작 기간 연속 182 days (6months)

표 8. 가압기 안 밸  감지센서의 환경요건

항목 정상 운 이상 상태 (LOCA, MSLB)

온도 50 ～ 120℉ (10 ～ 49℃) 142 ～ 360℉ (61 ～ 182℃)

습도 5 ～ 90% RH 100%

압력 기압 54psig (3.8 ㎏/㎠ g)

방사선 (TID) 100 kGy (40 년) 300 kGy (6months)

동작 기간 연속 182 days (6months)

표 9. 가압기 안 밸  감지기 치증폭기의 환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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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자로 보호계통 개념도

그림 4. 원자로 보호계통의 로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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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자력 발 소 1차 계통 건 성 감시계통의 이블 연결 구성도

원자력발 소의 사고는 한 원자로 냉각 는 반응도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 결과 핵연료가 용융되고 원자로용기  원자로건물 건 성이 상실되

면서 핵분열 생성물이 외부로 방출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사고는 

사고후 감시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고 환경요건에서의 센서 통신망의 

생존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5를 보면 원자로 건물내의 극한 환경에

서는 센서 데이터를 단순히 증폭만 하여 통구를 통하여 제어건물의 AUC의 

post processor에 송한다. 센서데이터를 캐리어 주 수에 실어보내기 한 변

조과정이 없으므로 통신으로 간주할 수 없다. 재의 OPR1000 과 건설 인 

APR1400 원자력 발 소에도 원자로 건물내의 센서 통신망은 다음과 같은 기술

인 한계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 통신용 IT 소자의 방사선 환경에서의 취약성

 ⁃ 센서 신호의 A/D 변환, 변조, 복조기능의 구 에 필요한 마이크로

로세서, FPGA, ASIC 등의 IT 소자들이 방사선에 취약한 실리콘(Si) 재료에 기

반한 CMOS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다. 그림 6에 제조 공정에 따른 IT 소자의 

방사선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CMOS 공정으로는 내방사화 공정을 용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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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약 1kGy TID 선량에서 소자의 이상특성이 측되고 있다. 표 8,9에 나타낸 

센서  소자의 방사선 환경요건인 600kGy TID에서 강건한 생존성을 갖는 통

신 모듈을 재의 IT소자로는 구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6. 소자의 제조공정에 따른 방사선 특성 

원자로 건물내부의 극한환경에 센서 통신망이 검토되기 해서는 방사선에 강

건한 구조를 갖는 SiC 재료에 기반한 IT 소자가 상용화되어야 한다. 실리콘 기

반의 CMOS 공정의 IT 소자로 센서 통신망을 구 하기 해서는 IT소자를 차

폐하여야 한다.  실리콘 재료에 기반한 CMOS 공정의 IT 소자를 원자로 건물

내의 센서 통신망 설계에 용하기 해서는 방사선을 1/1,000로 감소시킬 수 

있는 차페체가 요구된다. 방사선(감마선) 차폐체는 비 이 크다. IT 소자에 

한 방사선 향을 1/1,000로 감소시키기 해서는 표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8.4㎝ 두께의 납이 필요하다.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자로 압력용기를 비

롯한 1차계통 구조물의 센서설치 치에 통신모듈을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1차계통 구조물의 기계  건 성에 향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통

신 모듈의 크기를 5㎝×5㎝×5㎝ 로 가정하면 방사선을 1/1,000로 감소시키기 

해 필요한 납 차폐체 구조물의 크기는 21.8㎝×21.8㎝×21.8㎝ 이다. 이를 무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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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하면 약 118 kg 이다. 이를 그림 7에 나타낸다. 원자로 건물내의 극한환경

에 원  센서통신망을 검토한다면 치증폭기 치에 IT 소자를 활용한 통신모

듈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Material 도 (g/㎤)
방사선을 1/10 로 감쇄시키는데    

필요한 차폐체의 두께 (㎝)

 Concrete 2.4 23.11

 Iron 7.94 6.86

 Steel 7.85 9.40

 Lead 11.34 2.79

 Uranium 18.76 1.37

 Tungsten 19.64 1.78

 Water 1.00 66.04

표 10. 방사선(감마선) 차폐 재료의 특성

그림 7. 통신모듈(5㎝×5㎝)을 1000 배 차폐하기 한 납 

구조물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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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치증폭기와 AUC 사이의 신호 송용 동축 이블의 구조 

라미터 사양

기계  특성

Cable Weight
27.0 lbs / 1000ft 

(～ 12㎏ / 300m )

Braid Strength 36.0 lbs (16.2 ㎏)

Bend Radius 0.78 inch (19.8㎜)

Cable Area 0.030 square inch (19.35㎟)

기  특성

Impedance 50 Ohms

Capacitance 31.8pF/ft

Velocity of Propagation 64%

DC Loop Resistance 15.74 Ohms/1,000ft

Insulation Resistance 26.0 MΩ-1000ft

Max. Operating Voltage 1,400 Volts (RMS)

Dielectric Strength 5,000 Volts (RMS)

구조  특성

Conductor
10/30AWG tinned copper

O.D. (외경) : 0.036 inch

Insulation (Wall)

Insulation (O.D.)

0.041 inch crosslinked polyethylene

0.119 inch

Shield
36AWG tinned copper braid

Coverage : 95%(min.)

Jacket (Wall)

Jacket (O.D.)

0.027 flame retardant Hypalon or

crosslinked polyethylene

0.195 ± 0.005 inch

표 11. 치증폭기와 AUC 사이의 신호 송용 동축 이블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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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건물 내부 센서통신망의 방사선 향

방사선에 의해 통신 시스템에 나타날 수 있는 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3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Single Event Effect(SEE)로 불리는 상으로 다

시 이 상에는  성자(양성자) 입자가 소자와 부딪 서 단순히 0 과 1의 디지

털 신호를 변화 시키는 Single Effect Upset(SEU) 과, 시스템을 Reset 시키거나 

원을  재 공  시켜야 정상으로 회복되는 Single Event Latch-up(SEL), 그리

고 소자를 태워버리는 Single Event Burnout (SEB) 등이 있다.   둘째는 통신 

시스템이 원자로  보호 계통 설치 치에서 동작하는 동안 소자에  방사선(감

마선) 피폭이 되면서  나타나는 상으로 Total Ionizing Dose Effect (TID 

or TDE) 라 불리고 있다.  TID 효과는  시스템의 수명과 계되는 것으로  각 

소자마다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 피폭 량이 되면 소자의 기능이 상실된다.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자들은 그 시스템의 수명동안  방사선 피폭 량

을 계산해서 정된 수명동안 정상 인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로 고 에 지(~GeV) 입자들에 의해 나타나는 상으로 Displacement 

Effect(Damage) 가 있는데 이 상은 원자폭탄과 같은 막 한 양의 방사선 환

경에서 보고되는 상이다[17].   

   방사선 환경에서의 부품 성능은 TID, DD(Displacement Damage)  SEE 

감도 시험 등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시험 차는 MIL-STD-883 표 을 따라야 

한다. 내방사화 공정(RHA-radiation hardened process) 으로 제조되지 않은 부

품 는 방사선에 한 면역성이 없는 부품 등은  RLAT(radiation lot 

acceptance test)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분의 상용(COTS) 제품은 방사선환경

에 사용되기 해서는 RLAT 검사를 거쳐야 한다.  RLAT 검사의 기 은 센서 

통신망 설치환경의 방사선 보다 3배 는 그이상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

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도 생존 확률이 99% 가 된다는 사실을 90% 확신

도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5. ASIC FPGA 소자의 원  극한환경 생존성 실험

  센서 통신망이 원자로건물 내부의 극한환경 (Category I)에 용되기 해서

는 표 8, 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설계기 사고 요건의 온도, 습도  감마선 환

경에서 센서 통신망의 강건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센서 통신망의 정상 가동 요

건을 고려하면 센서 통신망의 핵심 소자인 ASIC FPGA 소자는 감마선 피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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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에서 생존성(강건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8, 9의 설계기

사고(DBA) 환경 요건들 에서 방사선(감마선) 요건만 고려한다.  그림 9 에 

ASIC FPGA 소자의 감마선 향 평가 실험 구성도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DSP, FPGA 칩 등의 감마선 향 평가 실험에서는 DSP, FPGA 칩의 병렬 신

호(I/O) 단자를 모두 연결하여 cell 단 로 로직의 동작특성을 분석하여 감마선 

향을 평가한다. 그림 10에 나타내고 있는 고선량 감마선 조사시설의 

Co-60(1.17/1.3MeV) 선원이 1m×1m 크기의 면 선원이고 감마선 선원으로부터 

데이터 분석실까지의 통구거리가 15m 이므로 FPGA 칩 평가에 필요한 

Function Generator, 련 하드웨어의 차폐가 용이하지 않다. 한 고속 로직 

신호를 15m 이상 통구를 통해 송 해야 하는 shield 이블 문제 등으로 인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호의 선원으로 CCD 카메라를 이용하 다. CCD 카메라

를 8.4㎜ 두께의 납으로 차폐하여 CCD 카메라에 노출되는 감마선 세기를 1/100 

로 감쇠시켰다. 감마선 선량 율은 RTD 센서의 DBA 피폭 요건인 4kGy/h 로 

설정하 다[18]. CCD 카메라의 2차원 상 데이타를 USB2.0의 직렬신호로 

송하고 이를 신호로 변환하여 50m 길이의 섬유 이블을 통구를 통해 

데이터 분석실과 연결한다. 데이터 분석실에서 CCD 카메라의 직렬 송 데이타

를 복원하여 상의 열화 정도를 측함으로써 DUT(Device Under Test) 에 내장되어 

있는 ASIC FPGA 소자의 감마선 피폭 향 특성을 간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험은 

고 선량율 조사시설에서 략 1시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결과를 표 12에 나타낸다. 

그림 9. 감마선 향 평가 실험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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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

(Device Under Test)

Sony

FCB-PV480

Hitachi 

HD49815TF

Fiber Optic 

Transmission Module 

Dose Rate (Gy/h) 25.5 696 1.6 kGy/h

선원 - DUT 거리 

(cm)
74.1 81.1 87.5

Gamma effect
Shielded by 

Lead
- -

Recovery test

(After irradiation)

Normal 

operation
Fail

Normal operation

(time reduced)

표 12. ASIC FPGA 소자의 감마선 피폭 향 평가

  표 12에서 거리는 Co-60(1.17/1.3MeV) 감마선 선원과 DUT 사이의 거리이다. Sony 

CCD 카메라의 에서 보듯이 감마선을 히 차폐하면 원  격납구조 내부와 같은 

Category I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센서 통신망이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수조에 치하고 있는 Co-60 고선량 감마선 면선원의 

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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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거리에 따른 감마선 선량율 세기

제 2  원자로건물 내부의 센서 통신망

1. 원  극한환경 센서 통신망

원자력 발 소의 센서 통신망을 그림 12와 같이 개념 으로 간단히 표 할 

수 있다. 그림4에 나타낸 원자로 보호계통의 로직구성도를 기 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증기 발생기의 수 를 측정하여 (point-to-point) 

실배선 이블을 통해 기 기기실에 치한 RMU(원격 다 화 모듈)에 송 

한다. RMU 는 센서의 측정신호를 A/D 변환하고 센서의 종류(온도, 벨, 압력, 

유량 등), 측정 치, 시간, 측정 값, 목 지 등에 한 자료를 추가하여 데이터 

패킷으로 가공하여 통신망으로 송한다. MCR 에 치한 CP(control 

processor) 에서는 해당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이를 복원하여 증기발생기 

벨 트랜스미터의 수  측정데이터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미리 설정된 증기발생

기 수 의 상한  하한 문턱치(threshold) 와 비교하여 상한보다 높거나 하한 

문턱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4×2 논리 연산을 통해 2 개 이상의 측정 값이 이상 

상태를 나타낼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actuator 구동 명령어를 통신망을 통

해 송한다. RMU 는 원자로 정지신호를 해독하여 actuator 에 신호를 보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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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센서 통신망 개념도 

OPR1000, APR1400 원 의 경우 원자로 건물내부에는 센서의 측정 데이터

를 통신망으로 송하는 개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앞 에서 언 하 듯이 

통신망 구 에 필요한 IT 핵심소자들이 운 수명 40년 는 60년 동안 요구되

는 방사선의 TID(  피폭선량) 요건에서 생존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자로가 가동되면 원자로 압력용기를 비롯한 원  1차 계통의 주요 구조물이 

방사화 되어 유지 보수를 한 작업자의 근이 제한되므로 운 수명(40년 

는 60년) 동안 센서의 건 성  생존성이 보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로

건물 내부의 센서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할 경우 상용의 Foundation, ProfiBUS 

시스템을 정 두께의 납으로 차폐하면 Class 1E 의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LOCA, HELB 등의 설계기 사고(DBA) 시에 센서통신망이 PAM(사

고후 감시) 기능을 지원하기 해서는 감마선(≤ 10kGy/h), 온도(260℃ 이상), 

습도(100% 상 습도)  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통신망의 핵심 Chip 들이 생존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망의 핵심 소자들은 실리콘 재료에 기반한 CMOS 공

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DBA 요건의 고온 분 기 에서는 설 류가 증가하고 

한 고선량 감마선 피폭으로 소자로써의 기능을 상실한다.  DSP, ASIC, 

FPGA 소자 등이 고온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SiC 재료로 설계 제조되어

야 DBA 요건의 생존성이 보증된다. 따라서 재의 IT 기술 수 으로 볼때 소

자의 물리  내환경성이 원 의 DB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자로 건물내

부로 센서 통신망을 확  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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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구성을 한 상세기술 분석

원자로 건물 내에 치하는 계측  기기제어신호들을 해 상세 분석하여 

원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노드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 원  극한환경 필드기

기 제어신호는 OPR 1000의 제어논리 다이아그램 (CLD - control logic 

diagram) 을 기 으로 추출한다.   

가. 원  극한환경 계측신호 분석

원자로 건물 내에 존재하는 모든 센서 출력신호를 추출하 다.  공정계측

신호는 OPR 1000의 측정채  블록다이아그램 (MCBD - measurement channel 

block diagram) 을 통해 추출하 다. 원자로 계측신호  특수신호는 원자력발

소 자료취득계통 (PDAS - plant data aquisition system) 의 입력신호로부터 

추출하 다. 

(1) 계통별 분석  

계통별 분석은 기존 원 의 계통들이 집단을 이루어 구성하여 구 하고 있

는 기본 기능인 원자로냉각재계통, 화학  체 제어계통, 안 주입계통, 증기 

 수계통, 원자로계통 그리고 CEDM 치지시기 등으로 분류하여 각 신호의 

기능을 조사하 다.  분석 결과를 표 13에 나타낸다[19]. 

 

계통 신호수 비고

원자로냉각재계통 221 공정신호

화학  체 계통 11 공정신호

수  증기계통 40 공정신호

안 주입/정지냉각계통 38 공정신호

노내핵계측계통 270 특수신호

노외핵계측계통 44 특수신호

CET/HJTC 77 열 신호

RSPT 648 특수신호

계 1,349

표 13.  원  극한환경의 계통별 계측신호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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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호종류별 분석  

공정입력을 기 인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그 종류는 4 ～ 20 ㎃, 0 ～ 

10 V, 0 ～ 10 ㎂, 열 , 항형 온도검출 신호, 신호  펄스신호들로 구

성된다. 신호의 수량이 가장 많다. 압력, 유량, 수  등에 한 공정신호는 

4 ～ 20 ㎃ 신호로 제공된다. 노내 핵계측신호는 0 ～10 ㎂ 의 미세 류신호이

고 온도는 열   항형 온도검출기 신호이다. 원자로 냉각재펌  속도는 

펄스 신호이며 노외 성자속신호  CEDM 치신호는 0 ～ 10 V 로 각각 제

공된다. 

신호종류 신호수 비고

4 ～ 20 ㎃ 148 공정 신호

 0 ～ 10 VDC 220 ENFMS, RSPT

0 ～10 ㎂ 270 노내 핵계측

열 77 CET/HJTC

RTD 70 공정신호

544 상태  공정스 치

펄스 26 RCP 속도

계 1,349

표 14.  원  극한환경의 계측신호의 특성 분류

(3) 채 별 분석  

기존 원 의 채 별 공정입력 수  그 특성을 분석한다. 공정입력은 안  

채 과 비안  채 로 분류된다. 안 채 은 4 개 는 2 개의 다 채 로 구성

되며 각각 A, B, C, D 채 로 구분된다. 안 채 의 공정신호들은 안  는 안

련 계통과 연계되는 신호들이다. 부분 동일한 기능의 정보 입력이 요구되

며 이를 해 4 개 는 2 개 센서의 측정 데이터를 각각 A, B, C, D 채  

는 A, B 채 에 송한다. 사고 후 감시/계측정보 등은 A, B 의 2 채 로 각각 

송되며 비안  채 은 부분 2 채  는 한 채 로 신호가 입력된다. 이를 

표 15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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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신호 수 비고

A 528

B 527

C 22

D 22

X 13

Y 13

N 224

계 1349

표 15.  원  극한환경의 계측신호의 채 별 할당

(4) 측정변수별 분석  

원자로 건물 내의 계측신호를 측정변수 별로 분석한 결과 치 신호가 가

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성자속 신호 온도 등의 순이다. 

측정변수 신호수 비고

압력 65

온도 147

유량 45

수 56

방사선/ 성자속 314

속도 24

진동/가속도 24

치 674 RSPT  기기 치

계 1349

표 16.  원  극한환경의 계측신호의 측정 변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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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  극한환경 계측센서 목록 분석

원  극한환경 필드기기 신호목록들은  3, 4호기 공정계측 신호목록들을 

참조하여 표 17, 18, 19 에 나타낸다.  표 17, 18, 19 에 나타내는 환경요건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순서 로 정의하고 부록에 자세히 분류하 다.

○ 인식 번호 (Tag Number)

 ⁃ 기기  부품의 인식 번호를 정의한다. 

○ 계통기능 설명 (System Functional Description)

 ⁃ 기기  부품이 사용되는 계통을 정의한다. 

○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 기기  부품을 정의한다. 

○ 측정 범  (Range)

 ⁃ 기기  부품의 측정범 의 상한과 하한을 정의 한다. 

○ 측정 단  (Engineering Units)

 ⁃ 기기  부품의 측정 단 를 정의 한다. 

○ 안  등  (Safety Class)

 ⁃ 기기  부품의 안  등 을 정의한다.

 ⁃ 안  등  정의는 ANSI/ANS-51.1-1983 표 에 따른다. 

○ 환경 범주 (Environment Category)

 ⁃ 기기  부품의 환경 범주를 정의한다.

○ 사고 후 감시용 계측 범주 (PAMI Category)

 ⁃ 기기  부품의 사고후 감시 범주를 정의한다.

 ⁃ 사고 후 감시 범주의 정의는 R.G. 1.97, Rev.03 에 따른다.

○ 용 도면 (MCBD, Measurement Channel Block Diagram)

 ⁃ 기기  부품의 용 도면을 정의한다.

○ 품질 등  (Quality Class)

 ⁃ 기기  부품의 품질 등 을 정의한다.

○ 지진 범주 (Seismic Categoty)

 ⁃ 기기  부품의 지진 범주를 정의한다.

○ 제조 회사 (Manufacture)

 ⁃ 기기  부품의 제조 회사를 정의한다.

○ 모델 번호 (Model Number)

 ⁃ 기기  부품의 모델 번호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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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계통의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측정범

PT-100X
가압기 압력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105～175

PT-100Y

TE-101 가압기 온도 RTD 0～400

PT-101A

가압기 압력

(Narrow Range)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105～175
PT-101B

PT-101C

PT-101D

PT-102A

가압기 압력

(Wide Range)
0～210.9

PT-102B

PT-102C

PT-102D

LT-103
가압기 수  (기동)

(StartUp, Wide Range)

차 압력 송기

(Diff. Pressure Tx)
1087.12～0

PT-103
가압기 압력

(Restricted Range)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0～52.7

TE-103
살수 라인 온도

Spray Line Temp
RTD 0～400

PT-104
가압기 압력

(Restricted Range)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0～52.7

TE-104
살수 라인 온도

Spray Line Temp
RTD 0～400

PT-105
가압기 압력

(Restricted Range)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0～52.7

TE-105
림  온도

Surge LIne Temp.
RTD 0～400

표 17.  원  극한환경의 계측신호 목록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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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측정 단

안  등

(Safety Class)

환경

범주

사고후

범주

MCBD

REF 

품질

등

PT-100X
㎏/㎠ A

NNS

(비안 )
B - 107 I

PT-100Y

TE-101 ℃ NNS B - 110 2A

PT-101A

㎏/㎠ A SC-3

A1,

A2, 

B

- 105 I

PT-101B - 105 I

PT-101C - 105 I

PT-101D - 105 I

PT-102A I 105 I

PT-102B I 105 I

PT-102C - 105 I

PT-102D - 105 I

LT-103 ㎝H2O NNS B - 109 2A

PT-103 ㎏/㎠ A SC-3

A1,

A2, 

B

- 109 I

TE-103 ℃ NNS B - 110 2A

PT-104 ㎏/㎠ A SC-3

A1,

A2, 

B

- 109 I

TE-104 ℃ NNS B - 110 2A

PT-105 ㎏/㎠ A SC-3

A1,

A2, 

B

- 109 I

TE-105 ℃ NNS B - 110 2A

표 18.  원  극한환경의 계측신호 목록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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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지진 범주

(Seismic Class)

제조 회사

(Manufacture)

모델번호

(Model Number)

PT-100X
I ROSEMOUNT 1154SH9RBN0105

PT-100Y

TE-101 II WEED 602-2B

PT-101A

I ROSEMOUNT 1154SH9RBN0105

PT-101B

PT-101C

PT-101D

PT-102A

PT-102B

PT-102C

PT-102D

LT-103 II ROSEMOUNT 1152HP5N92

PT-103 I ROSEMOUNT 1154SH9RBN0105

TE-103 II WEED 602-2B

PT-104 I ROSEMOUNT 1154SH9RBN0105

TE-104 II WEED 602-2B

PT-105 I ITT BARTON 763A

TE-105 II WEED 602-2B

표 19.  원  극한환경의 계측신호 목록 정의 (3)

한국형 원 의 기모델인  3, 4호기의 공정 계측 (Process 

Instrumentation) 에 사용되는 센서는 압력, 벨(수 ), 온도  유량 송기들

로 체 182 개 정도 악되었다. 벨, 유량 송기들은 압력 송기의 차압을 

이용하므로 동일 센서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건물 내에 공정계측에 

사용되는 센서는 크게 온도센서 40 개와 압력센서 142 개로 구분된다. 압력 

송기는 압력에 비례하는 4～20㎃ 류를 출력한다. 표 20, 21 에 압력 송기 

 RTD 의 일반 인 사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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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능 요건 (Functional Requirements)

Time Response 200 ㎳ Max.

Accuracy ± 0.25% Span 

Temperature Effect 
± (0.15% URL + 0.35% Span) / 50℉

from 50 ～ 120℉

Drift ± 0.2% URL for 18 months

Background 

Radiation

± 0.5% URL for ≤ 750 Gy TID Gamma

20 kGy TID Gamma for 40 years

Seismic ± 0.5% URL during and after event

Qualified Life 10 years Min.

(※) URL : Upper Range Limit

표 20.  원  극한환경의 압력 송기 요건

항목 기능 요건 (Functional Requirements)

Accuracy 

(Including Hysteresis, 

Repeatability, and 

Lead Wire Resistance 

Uncertainty) 

± 0.30℃ at 0℃

± 0.35℃ at 100℃

± 0.55℃ at 200℃

± 0.75℃ at 300℃

± 0.95℃ at 400℃

Drift ± 0.055℃ for 18 months

Thermoelectric EMF RTD lead EMF ≤ 10㎶ 

Qualified Life 10 years Min.

표 21.  원  극한환경의 RTD 요건

표 22, 23, 24 에는 표 18에 나타내고 있는  3&4 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압력 송기에 해 설계자인 C-E (Combustion Engineering) 가 정

의한 A1, A2  B 범주의 환경요건들을 나타낸다. 범주 A1 은 냉각재 상실사

고 (LOCA) 시의 원자로건물 내부의 환경요건이고 A2 범주는 주증기  단 

사고 (MSLB - main steam line break) 시의 원자로 내부 건물의 물리  환경

을 정의한다. 표 18 에서 나타내는 범주 B 는 정상 는 비정상 운 시의 원자

로건물 내부의 환경요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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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LOCA  MSLB 사고시의 원자로 내부건물의 온도 특성

그림 14. LOCA  MSLB 사고시의 원자로 내부건물의 압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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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4 에는 LOCA, MSLB 사고시의 원자로 건물 내부의 온도  압력 추

이를 나타낸다[20].

라미터 범   지속기간

온도 (℉) 그림 13 참조 

압력 (psig) 그림 14 참조

상  습도 (%) Saturated / Superheated Steam / Air Mixed

방사선 

(TID / 40 years)

330 kGy (※1)

1 MGy (※2)

화학제 살수

(Chemical Spray)

4,400 ppm(parts per million) Boron as H3BO3

50 ppm Hydrazine as N2H4

pH of 7.0～8.5 after 4 hours using Trisodium  

Phosphate (※3)

Seismic SSE  OBE 요건 만족

Submergence 원자로건물의 홍수 수 보다 높은 지  (※4)

사고후 지속시간

(Post Accident Duration)
182 days

(※1) 사고시의 감마선량은 정상운 시의 감마선량을 포함한다.

(※2) 사고시의 베타(β) 선량

(※3) 화학제 살수 성분비는 단일 고장(single failure)을 고려한다.

4,400 ppm Boron as H3BO3,

50 ～ 100 ppm Hydrazine as N2H4, and pH of 4.0 ～ 10

과도상태 진입 후 10 분 이내에 화학제가 살수된다. 

(※4) 모든 안 련 공정계측기기는 원자로 건물의 홍수 수 보다 높은 곳

에 치하여야 한다.

표 22. LOCA 사고시의 원자로 건물내부 A1 범주 환경요건 (C-E 설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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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범   지속기간

온도 (℉) 그림 13 참조 

압력 (psig) 그림 14 참조

상  습도 (%) Saturated / Superheated Steam / Air Mixed

방사선 

(TID / 40 years)
20.45 kGy (※1)

화학제 살수

(Chemical Spray)

4,400 ppm(parts per million) Boron as H3BO3

50 ppm Hydrazine as N2H4

pH of 7.0～8.5 after 4 hours using Trisodium  

Phosphate (※2)

Seismic SSE  OBE 요건 만족

Submergence 원자로건물의 홍수 수 보다 높은 지  (※3)

사고후 지속시간

(Post Accident Duration)
182 days

(※1) 사고시의 감마선량은 정상운 시의 감마선량을 포함한다.

(※2) 화학제 살수 성분비는 단일 고장(single failure)을 고려한다.

4,400 ppm Boron as H3BO3,

50 ～ 100 ppm Hydrazine as N2H4, and pH of 4.0 ～ 10

과도상태 진입 후 10 분 이내에 화학제가 살수된다. 

(※3) 모든 안 련 공정계측기기는 원자로 건물의 홍수 수 보다 높은 곳

에 치하여야 한다.

표 23. MSLB 사고시의 원자로 건물내부 A2 범주 환경요건 (C-E 설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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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범   지속기간

온도 (℉) 50 ～ 120, continuous

압력 (psig) 기압, continuous (※1)

상  습도 (%) 5 ～ 90, continuous (※2)

방사선 

(TID / 40 years)

20 kGy (※3)

100 kGy (※4)

화학제 살수

(Chemical Spray)
용 안됨. (Not Applicable)

Seismic SSE  OBE 요건 만족

Submergence 용 안됨. (Not Applicable)

(※1) 원자로건물 내부에 구 으로 설치되는 기기는 격납건물 설시험 

을 수용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설시험 기간에 기기는 최  50 psig 

의 압력을 외부로부터 받는다. 

(※2) 80℉ 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90% 의 상 습도를 갖는다.  이때의 

응축  (dew point) 온도는 77℉ 이다. 

(※3) 2 차 차폐벽 외부 (Outside Secondary Shield)

(※4) 2 차 차폐벽 내부와 1차 차폐벽 외부, 원자로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RTD 는 본 요건에 해당함.

표 24. 정상/비정상 운 시의 원자로 건물내부 B 범주 환경요건 (C-E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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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  용 센서통신 기술

제 1  무선 통신

   무선 통신의 가장 큰 장 은 이블 비용을 감할 수 있다. 기존의 원자력

시설에 방 한 량의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이블 설치비용으로 인해 비경제

이다.  그러나 무선 통신 기술을 용하면 부가 인 여러 타입의 센서를 많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나 역의 심층 인 이해가 가능하다.  같은 종류의 

센서를 다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성이 향상되고, 특성이 다른 여러 종류

의 센서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다양성이 개선되므로 계통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무선통신망의 표  

그림 13 에는 상용 무선망의 표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IEEE 표  802의 

송방식은 OFDM(Orthogonal FDM), FHSS (Frequency-Hopping Spread 

Spectrum),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등의 역확산 방식을 채

택하고 있으며 송거리는  응용범 에 따라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의 수십m 에서 WMAN(Wireless Metropolitan Area Network) 의 ㎞ 

로 구분된다. 이를 표 25 에 나타내고 있다.  

IEEE 표 OFDM FHSS DSSS
주 수 

(㎓)
크기 거리

최  송율 

(Mbps)

802.15 ○ 2.45 PAN 수십 m 0.7

802.16b ○ 5 MAN ㎞ 54

802.11 ○ ○ 2.45 LAN 수백 m 1, 2

802.11a ○ 5 LAN 수백 m 54

802.11b ○ ○ 2.45 LAN 수백 m 11

802.11g ○ ○ 2.45 LAN 수백 m 54

표 25. 무선망 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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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무선망의 계층과 응용 

2. 무선 통신 망의 특성 

   원  시설에 무선통신 기술을 용하기 해서는 간섭 (interference), 출력, 

역 변조 방식, cyber security 측면에 한  엄격한 기술 기   요건을 정비

하여야 한다.

가. 무선 통신 망의 장

○ 이블 설치/유지/보수 비용의 감

○ 기존 시설과의 공존성(Coexistence)

 ⁃ 신규 센서 설치  시설 증설 용이 

○ 동일기능 센서의 다수 설치에 따른 다 성 향상과

○ 다양기능 센서의 다수 설치에 따른 다양성 확보로 계통의 신뢰성 향상

나. 무선 통신 망의 단

○ 간섭 (EMI, RFI) 에 의한 기기의 오작동 

○ 임의 치에서 가로채기가 가능하므로 보안성이 취약

○ LOS (line-of-sight) 통신에 따른 데이터 송 거리의 제약

○ 송 매체(무선)의  제어가 불가능하다. 

 ⁃ 무선시스템은 속성상 비 결정론 이다.  

 ⁃ 안 등  통신망에 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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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에 의한 다 경로 간섭(multipath interference) 이 발생한다.

3. 원자력 시설에서의 무선 통신망 용을 한 고려 사항

○ 센서 데이타는 비인가자의 불법 인 근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비인가 센서 데이터가 계통에 끼어들지 않도록 방어되어야 한다. 

○ 시설망은 센서 망을 통한 침투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시설망은 염탐(spoofing) 기기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다 경로 간섭 (multi-path interference) 에 해 면역성을 가져야 한다. 

○ 암호화 (Encryption) 알고리즘을 용 한다.

○ 최소 력을 사용하여 LOS 거리 내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되게 한다.

○ 지향성 안테나 (Directional Antennas)를 사용한다. 

 ⁃ LOS를 벗어난 주변구조물에 반사, 회 을 회피하여 도청 방지한다.

○ 역 확산 송방식 (Spread spectrum) 을 사용한다.

제 2  유선 통신

   유선통신은 송매체에 따라 twisted pair 선을 이용하는 데이터 송, 섬

유를 이용하는 통신으로 구분된다.  안  등  통신망의 기간망(backbone) 은 

섬유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통신용 발 소자

통신용 발 소자는 반도체 이  다이오드와 LED 로 구분된다. 섬유의 

송손실이 상 으로 낮은 850㎚, 1300㎚, 1550㎚ 장 역에서 발 특성을 

갖는다.

○ 이 다이오드는 방사선조사에 따라 류 도   가 증가한다.

○ 방사선 환경에 사용되는 이  다이오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문턱 류(threshold current) 가 낮아야 한다. 

 ⁃ 문턱 류 도   와 최  동작 류사이의 차이가 크다.

 ⁃ 최 의 방열 구조(heat sinking) 를 가져야 한다.

 ⁃ 주변 온도에 한 의존성은 최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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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용 수  소자

   섬유통신 시스템 구성에서 수 소자인 포토다이오드가 방사선에 한 내

성이 가장 약하다.  방사선조사에 노출된 포토다이오드는 감도가 떨어지고 암

류(dark current) 가 증가한다.  

3. 섬유 이블

  섬유는 가볍고 크기가 작으며 자  간섭(EMI), 자  펄스(EMP) 에 

한 우수한 면역성을 갖고 있다. 송 손실이 으며 역 송 특성을 갖는

다. 섬유는 방사선조사에 의한 흡수손실(RIA- radiation induced attenuation)

이 발생한다.  

4. 극한환경에서의 섬유 통신시스템 용 사례  시험 차

원자로 주변의 감마선, 성자 피폭환경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인 국제 열 핵

융합로 (ITER) 의 센서 제어 계통의 통신망으로 섬유 통신 시스템을 고려하

고 있다. 국제 열 핵융합로의 방사선 피폭 환경은 감마선 기 으로 ～30 kGy/h 

의 고 선량율 피폭환경이고 TID 는 100MGy 이상이다. 벨기에 SCKCEN 은 

ITER 주요 기기  동작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한 용도로 섬유 데이터링크 

구성부품에 한 방사선 향 평가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섬유 통신 시스템

의 방사선 향 평가 시험에서 문턱 류(threshold), 이득(gain), 잡음(noise), 

선형성(linearity), 송 역에서의 상승시간(risetime) 등의 리미터를 측정한

다. 

제 3  가시  통신

가시  통신은 육안으로 측되는 가시 을 사용한 통신기술이다. LED의 

고속 응답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보내고 포토다이오드 는 CMOS 소자로 데

이터를 수신한다.

1. 가시  통신의 특징

가시 은 자 의 하나로 주 수는 380㎔～790㎔ 이고 장은 380～78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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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안으로 측되는 빛이므로 통신가능 역을 알 수 있다. 

 ⁃ 직진성이 우수하고 경로에 한 시인성이 확보되므로 도청을 방지

할 수 있다. 

 ⁃ 비익성이 보장된다.

○ 통신범 를 한정할 수 있다.  

 ⁃ 고정 도 치정보제공이 가능하다. 

 ⁃ 의 치추정 분해능은 1～3m 정도가 한계이다. 

○ 인체  자기기에 한 자  향이 없다. 

 ⁃ 자  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 병원, 우주선 등 무선 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

다.

 ⁃ 가시 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고출력 송신이 가능하다. 

○ LED 신호등과 같이 기존의 설비 인 라를 이용할 수 있다.

○ 발 효율이 높다.

 ⁃ 60lm/W로 백열등(20lm/W)에 비해 높다. 

 ⁃ 향후에는 형 등(70lm/W)의 발 효율을 추월할 것이다. 

○ 장수명이다. 

 ⁃ 40,000～50,000시간으로 형 등(10,000hrs), 백열등(1,000hrs)에 비해 

월등한 장수명 특성을 갖는다.

○ 수은 등의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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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가시  통신의 장

분류 명칭 주 수 장

Gamma Ray 3 EHz ~ 100 pm ~

X Ray 30 PHz ~ 300 EHz 10 nm ~ 1 pm

자외선 790 THz ~ 30 PHz 380 nm ~ 10 nm

가시  390 THz ~ 790 THz 770 nm ~ 380 nm

외선 3 THz ~ 390 THz 100 um ~ 770 um

 

Sub mm wave 300 GHz ~ 3 THz 1 mm ~ 100 um

MM wave 30 GHz ~ 300 GHz 10 mm ~ 1 mm

Microwave 300 MHz ~ 30 GHz 1 m ~ 10 mm

단  30 MHz ~ 300 MHz 10 m ~ 1 m

단  3 MHz ~ 30 MHz 100 m ~ 10 m

300 kHz ~ 3 MHz 1 km ~ 100 m

장  30 kHz ~ 300 kHz 10 km ~ 1 km

E: Exa (10
18
) P: Peta (10

15
) T: Tera (10

12
)

u: micro (10-6) n: nano (10-9) p: pico (10-12)

표 26. 자 의 주 수  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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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분야 통신 형태 콘텐츠 

조명

 일반 조명 -> PC  용량 데이터 송

가정용 실내조명 -> 수 단말 방문객 정지 상

등  -> 선박 해역 정보, 선박 치

Spotlight -> 헤드폰 음악, 안내, 뉴스 등

Spotlight -> PDA 시물에 한 상세정보 

매장 조명 -> Shopping Cart 매장안내, 상품정보, 구매가격  

유비쿼터스

비상등 -> 휴 단말 피 경로, 치 정보

고탑, 상  -> 휴 단말 상  상세정보

LED Vision,  -> 휴 단말 안내, 뉴스, 기업 고

병원, 공항  -> 휴 단말 기시간, 시설 안내

역  -> 휴  단말 다국어 안내 정보

작업용 로  -> 수신기 로  상태 

ITS

차량 -> 차량 안  운행 정보

신호등 -> 휴  단말 치 정보, 횡단 지원

가로등 -> 차량 상, 음성

신호등 -> 차량 교통 정보

Entertainment 
PLC ( 력선 통신) -> AV 기기 화, 음악

Game 기기 

표 27. 가시  통신의 응용분야

2. 가시  통신의 기술 동향

LED 조명의 보 으로 가시  통신이 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  기존의 

섬유 통신(FTTH), 휴  화의 무선통신, 무선 LAN과 경쟁을 할 것으로 기

된다.

○ 미국에서는 Smart Lighting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가 발

족하 다. 

⁃ LED 조명으로 가시  통신기능을 구 하여

⁃ Broadband 응 무선 access point 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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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F에서 2008년부터 10년간 1,85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 Boston University,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University of 

New Mexico 의 3개 학이 주도하고 있다.

⁃ 가시 통신에 필요한 최  변조방식들을 연구하고

⁃ 복수의 가시  변조방식들을 실험을 통해 평가한다.

⁃ 2010년에 1M～10Mbits/s 데이터 송속도를 갖는 가시  통신 시작

품을 데모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일본의 게이오 학에서 가시  통신을 처음으로 제안하 으며 도시바에

서는 ITS(유비쿼터스 지능형 도로시스템) 에 활용을 목표로 기술개발 

에 있다.

⁃ 주행  차량이 이크를 밟는다. 후속 차량이 이크 등을 못 보

면 사고가 발생한다. 

⁃ 이크 등의 LED 통신에 의해 차간거리를 인식하여 앞 차량이 

이크를 밟으면 경보를 알려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한다. 

⁃ 교행 차량의 헤드라이트 정보로부터 주요 도로(재난) 정보를  수신하

여 주행 방향의 도로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다.

○ 가시  통신 콘소시움이 2003년에 발족되었다. 

⁃ http://www.vlcc.net/ 

⁃ 지능형 도로 시스템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력선 통신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과 가시  조명  통

신의 융합을 이용한 서비스를 도출하고 있다.

⁃ GPS의 2차원 치정보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여 건물내 조명 (비상

등)을 이용한 3차원 치정보서비스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 치정보, 경로유도, 시안내정보 제공등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 가시  통신시스템 규격(JEITA CP-1221)의 표 을 제정  공표하

다.

⁃ 가시  ID시스템 규격(JEITA CP-1222)의 표 을 제정  공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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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규격

장 380 - 780 nm

Data rate 4.8 kbps

송 방식 subcarrier 4 PPM

subcarrier 주 수 28.8 kHz

Frame. Payload 길이 512 bits

Payload ID, 일반 데이터

송 거리  범 응용별로 규정

표 28 가시  ID 시스템 표  규격의 내용

수  소자
집 용 

어안 즈

※최  

통신거리(m)
조도(lx)

포토 다이오드
없음 4.5 22.61

사용 73.5 0.05

포토 IC 없음 3.7 35.1

※ 최 통신거리는 비트에러없이 안 하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최 거리

표 29 가시  통신 시스템의 최 통신거리

3. 가시  통신의 구조

가시  통신은 조명용 LED 를 송신부 원으로 사용하고 포토다이오드 

는 2차원 이미지 센서를 수신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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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가시  통신의 개념도 

○ 송신부 

⁃ 디지털 데이터를 4치 PPM (pulse position modulation) 신호로 변환

하여 subcarrier 방식으로 변조하여 송신한다.

그림 18. 4치 펄스 치변조의 개념

⁃ 심볼(D1)은 4개의 슬롯(C1)으로 구성된다. D1 = 4×C1

⁃ 심볼에는 한 개 슬롯의 펄스폭만 허용된다.

⁃ 4개의 Slot 시간에 치한 Slot 펄스의 치에 따라 2 bit 의 정보를 

송신한다.

⁃ Data 특성에 계없이 한번은 조명이 등하므로 조명과 통신이 동시

에 가능하다.

○ 가시  통신의 계층구조 

⁃ OSI 계층에서 물리계층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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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가시  통신의 계층 

○ 가시  통신의 subcarrier 주 수 할당

⁃ 15㎑～40㎑ 역은 VLC ID 시스템 역으로 할당되어 있다.

⁃ 40㎑～1㎒ 역은 형 등 인버터의 잡음으로 인해 정의되어 있지 않

다.

그림 20. 가시  통신의 subcarrier 주 수 할당 

○ 가시  통신의 subcarrier 변조 방식

⁃ 직  변조 방식 (SC-4PPM) 

⁃ FSK 변조 방식 (SC-FSK) 

⁃ PSK 변조 방식 (SC-PSK)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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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C-4PPM 변조 방식 

그림 22. SC-FSK, SC-PSK 변조방식

4. 가시  통신용 고휘도 LED의 고선량 감마선 조사

원자로건물 내부는 고선량의 감마선이 방출되므로 정상 가동 에는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극한환경이다. 원자로건물 내부의 안 계통기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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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센서 체계는 유선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무선 센서/통신망 체계로 구

축하기 한 시도가 검토되고 있다. 무선기술의 격한 발 에도 불구하고 무선 

센서/통신망 체계가 원자력 발 소 안 계통에 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의 주

된 요인은 무선단말에서 방출되는 자 가 원  안 계통 기기, 계통  설비

의 안 운 에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검증기술/체계의 미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건물 내부의 센서/통신망 체계로 자 (microwave)가 아닌 

가시  역의 (optical wave) 용을 검토한다. 는 원자로건물 내부의 

안 계통 기기, 계통  설비에 한 EMI, RFI 간섭이 없으며 무선 자 에 

비해 장이 아주 짧기 때문에 LOS(line-of-sight)통신이 가능하다. 가시 통신

에 사용되는 LED 소자는 GaAs 계열의 III-V족 반도체로 제조되기 때문에 

고속 변조 신호에 의해 구동이 가능하므로 역 정보를 송할 수 있다. 송 

매체가 육안으로 측되는 가시  선로이므로 송/수신용 집 학계 구성에 의

해 송선로를 용이하게 구축/확인할 수 있다. 가시  통신기술을 원자로건물 

내부의 센서/통신망 체계로 구축하기 해서는 가시  통신 시스템의 주요 소

자가 설계기 사고(DBA-design basis accident) 요건의 고선량율 감마선 피폭 

환경에서 생존성이 보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시  통신의 송신부에 해

당하는 고휘도 LED에 해 DBA 요건에 해당하는 4kGy/h의 고선량율로 감마

선을 두 시간 조사하 다. 원  격납건물내부에 설치되는 안 계통 기기의 주요 

부품은 IEEE 383-1974 의 Class 1E 기기의 품질 보증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러

한 품질보증요건에서 정의하는 5년의 정상 동작요건을 고려하여 TID(total 

irradiation dose) 기 으로 264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들의 열화 특성을 평가하 다.

가. 온라인 특성 평가

감마선 조사 실험은 1㎡ 크기의 Co-60 고선량 감마선 선원을 사용하여 

온라인/오 라인으로 수행하 다. 온라인 조사에서는 그림 21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고휘도 power LED(W724C0)의 고선량 감마선 조사에 따른 조도를 온라인

으로 측정하 다. 고휘도 LED 소자들에 해서는 DBA(dose-rate), Class 1E 

기기의 품질보증요건(TID)요건으로 고선량 감마선을 조사하 으며 특성을 오

라인으로 평가하 다. 오 라인 평가에서 LED 소자의 문턱 압과 구동 류에 

따른 조도변화를 측정하 다. 온라인 특성 평가 실험에 사용한 LED 는 

W724C0 모델로 색온도는 6,300°K이고 순방향 바이어스 압 VF 는 3.3V 이다. 

LED 원의 밝기를 조도계(Lx-102) 로 측정한다. 조도계는 밝기에 비례하는 

압을 ㎷ 단 로 출력한다. 이를테면 조도계의 값이 800lx 이면 80㎷를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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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도계의 ㎷ 출력 압을 15m 길이의 동축 이블로 송하여 데이터 기록

장치 (data logger) 에 연결한다. Data logger 값을 PC로 읽어서 온라인 장한

다. LED 구동에 필요한 스 칭 원장치(12V/10A), 조도계는 LED 가 받는 

4kGy/h 정도의 고선량율 감마선 조사에 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의해 15㎝ 두께

의 납으로 차폐를 하 다. 

그림 23. 온라인 특성평가 실험 구성도

그림 22는 W724C0 LED 의 구동 류 형이고, 그림 23은 2.6A 구동 류에

서의 조도를 Lx-102 로 측정한 값을 나타낸다. 그림 23에서 조도가 30 에 걸

쳐 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LED 의 최  밝기 조건인 p/n 합 온도  를 일

정하게 상온(25℃)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23의 측정 형은 실험

실 환경에서 측정한 값이다. 실험실 내부의 형 등 불빛이 일정 부분 offset 으

로 작용하 다. 형 등의 on/off에 따라 조도계의 offset 은 200lx(0.02㎷) 이었

다. 그림 24는 고선량율 (4kGy/h) 감마선 조사에 따른 고휘도 power LED 의 

조도를 측정한 것이다. x축은 샘 링 시간이며, y축은 조도계(Lx-102) 측정 데

이터(㎷ 크기의 압신호)를 1  간격으로 샘 링한 값이다. y 축에서 0.1V 는 

1,000 lx 의 밝기에 응한다. 고휘도 power LED 원과 조도계사이의 거리는 

납 차폐체의 무게를 고려하여 250㎜로 설정하 다. 그림 23에 비해 기 밝기가 

낮은 것은 p/n 합 온도  를 일정하게 상온(25℃)으로 유지하는 것이 공학

인 측면에서 비 실 이기 때문에 정상 인 구동조건에서의 밝기를 기 으로 

하 다. 그림 21의 실험구성에서 Co-60 감마선 선원이 수조에서 상승하여 조사 

지 에 정 치할 때까지는 조도계/ 원 장치에는 감마선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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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감마선도 가시 선 보다 장이 짧은 빛이다. 1㎡크기의 감마선 면선원이 

차폐벽이 없는 상승/하강 경로를 통과할 때에 조도계에 향을 미치므로 그림 

24 좌우측의 peak 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2. LED 구동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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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실험실 환경에서의 고휘도 Power LED의  밝기

그림 24. 고선량율 감마선조사시 고휘도 LED의 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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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 라인 특성 평가

고휘도 power LED 는 구동 류가 0.35～1.4A 로 크다. 이에 비해 고휘

도 LED 는 구동 류가 30～40㎃ 로 낮기 때문에 고휘도 power LED 구동회로

에서 요구되는 열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LED 소자 자체는 GaAs 계열의 

III-V족 원소에 기반하고 p/n 합 구조이므로 방사선에 강하다. 그러나 LED에

서 발생한 빛을 집   지향시키는 하우징이 유리 는 라스틱으로 구성된

다. 이에 한 고선량 감마선 조사에 따른 하우징의 착색(browning effect) 효과

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1～10k mcd 밝기를 갖는 고휘도 LED를 4kGy/h 선

량율로 72시간 조사하 다. LED 구 표면의 착색을 측하 으며 한 LED

의 순방향 압을 비교하 다. 고휘도 LED 의 경우 순방향 압은 감마선 조사

과 조사후에 차이가 없었다. 고휘도 power LED의 구는 발 시의 내부 열

을 흡수하기 해 실리콘 resin 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구 표면이 착색이 되

어 투명도가 떨어지면 구 내부의 열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고 내부로 흡수

되므로 구의 수명이 단축된다.  그림 25, 26 은 직경이 각각 3, 5㎜ 인 고휘도 

백색 LED 의 구 특성을 나타낸다. 감마선 조사 후의 고휘도 백색 LED의 

문턱 압 (VT) 은 2.59V 로  변동이 없었다.  감마선 조사후 고휘도 백색 LED

의 투명 라스틱 구의 색상이 갈색으로 변화하 다. 

그림 25. 3㎜ 직경의 고휘도 백색 LED 구의 착색  

(좌측 : 감마선 조사 , 가운데 : 8kGy TID , 우측 : 288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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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5㎜ 직경의 고휘도 백색 LED 구의 착색  

(좌측 : 감마선 조사 , 우측 : 감마선 조사,  TID 288 kGY ) 

그림25의 고휘도 LED (NSPW 500BS) 의 고선량 감마선 조사에서 LED의 문

턱 압(VT) 은 감마선 조사에는 2.702V 으나 288 kGy 조사후에는 2.680V 로 

약간 감소하 다. LED의 조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LED 의 하우징 재료임

을 알 수 있다. 고휘도 LED 는 구동 류가 40㎃ 로 낮기 때문에 열특성을 고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렴한 라스틱 는 아크릴 재질로 하우징을 제조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에서 고휘도 LED 의 밝기는 400㎜ 거리에서 조도

계로 측정하 다. 288 kGy 조사 후에는 LED 하우징 재료의 착색 때문에 밝

기는 크게 감소하 지만 구동 류의 증가에 따른 선형성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LED 의 기  특성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LED 하우징의 재료를 감

마선에 강한 quartz 재질로 제조하면 IEEE 383-1974 Class 1E 기기요건

의 동작 수명을 만족하므로 원자로건물 내부의 안 계통 기기 감시/진단용의 

센서/통신망 체계로 가시  통신 기술을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52 -

그림 4. 고선량율 감마선조사에 따른 고휘도 LED(NSPW 500BS)의  조도변화

5. 가시  통신 실험

가시  통신 실험을 해서 그림 5와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 다. PC에서 

임의의 정 를 발생시켜 이를 RS-232C 인터페이스를 통해 LED 구동회로에 

송한다. LED 구동회로는 PC에서 송된 RS-232C 데이터를 으로 변조하여 

공간에 방사한다.  공간에 방사된 빛을 PD 로 검출하여 증폭하여 이를 오실로

스코우 로 계측한다. PC 송데이타와 PD 증폭회로의 복원 형을 비교하여 

가시  무선 데이터 송 특성을 평가하 다. 그림 6, 7에 LED 구동회로  

PD 증폭회로를 나타낸다. LED 소자로는 PD 의 수  감도에 맞춘 고휘도 청색, 

녹색 LED  순수 백색 워 LED 를 사용하 다.  그림 7의 PD 검출  증폭

회로는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FET  TR 을 사용하여 회로를 설계제작하

다. 그림 7에서 PD 는 가시  역에만 감도를 갖는 Hamamatsu 사의 

S5627-01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33에 S5627-01 의 감도(양자효율) 특성을  

나타낸다. 표 30～34 에는 실험에 사용한 LED  PD 의 기 학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34, 35 에는 제작한 LED 구동 모듈과 PD 검출  증폭회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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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가시  통신 실험 구성도 

그림 31. 가시  송신 모듈의 LED 구동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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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가시  수신 모듈의 PD 증폭회로

그림 33. PD 의 양자효율 (수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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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Lens 

Size

(dia.)

Forward 

Voltage

  (V)

Luminous 

Intensity

   (mcd)

Viewing 

angle



(deg.)

Dominant 

Wavelength

  (㎚)

Min. Max. Min. Max. Min. Max.

 IWL-B5R30F

 - Color : Blue

 -   : 3.2V

 -   : 3,500mcd 

       @20㎃

5㎜ 2.8 4.0 1,200 3,500 30 450 480

IWL-G5R30F

 - Color : Green

 -   : 3.2V

 -   : 9,900mcd 

       @20㎃

5㎜ 2.8 4.0 4,500 9,900 30 510 535

표 30 고휘도 LED 의 기, 학  특성

Model

(서울반도체)

Luminous 

Flux (lm)

CCT

(K)

Color 

Rendering 

Index ()

View angle



(deg)

Thermal 

Resistance



(℃/W)

W724C0

=2,800㎃,

  = 25℃

700 6,300 70 130 3

W42180

=350㎃,

  = 25℃

80 6,300 70 120 8.5

표 31 순수 백색  워LED 의 기 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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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Hamamatsu)

수 면 

크기

(㎜)

유효 

수 면

(㎟)

최 정격

역 압

  Max.

(V)

동작온도

(℃)

장온도

(℃)

S5627-01 1.3×1.3 1.6
10 -25～85 -40～100

S6931-01 2.4×2.8 6.6

표 32 Si 포토다이오드의 일반 규격

Model

(Hamamatsu)

감도 장

  (㎚)

최  

감도 장

(㎚)

수  감도(양자효율) (A/W)


GaP LED

560㎚

He-Ne Laser

633㎚

S5627-01 320～840 540 0.3 0.28 0.2

S6931-01 320～1,000 720 0.48 0.4 0.45

표 33 Si 포토다이오드의 학  특성

Model

(Hamamatsu)

단락 류

@100lx

(㎂)

단락 류

온도계수

(%/℃)

암 류

@=1V 

Max. (㎀)

상승시간

@=0V,

  = 1

(㎲)

단자간용량

@=0V,

f = 10㎑

(㎊)

S5627-01 0.25 0.25 50 2 700

S6931-01 4.2 0.1 20 0.5 200

표 34 Si 포토다이오드의 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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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제작한 LED 구동회로 (IWL-G5R30F)

그림 35. 제작한 PD 검출/증폭회로 

그림 36 에는 가시  통신 실험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6에서 그림 34

에 나타낸 녹색 장의 고휘도 LED 를 변조하여 공간으로 방사하고 공간에 방

사된 빛을 S5627-01 PD 로 검출 증폭하여 PC에서 송된 데이터를 복원한다. 

그림 37 에는 PC에서 송된 RS-232C 신호 형과 PD 검출/증폭회로에서 복원

한 신호 형을 나타낸다. 형이 반 된 것을 제외하고는 PC 의 송데이타를 

그 로 복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에 나타낸바와 같이 S5627-01 PD 

모델의 유효 수 면 이 1.6㎟ 로 기 때문에 LED 구동회로와 PD 검출회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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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의 근 거리가 되어야 LED 빛을 검출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가시  무선 데이터 송거리를 늘리기 해 PD 에 집 즈를 부착하 다.

그림 36. 가시  무선 통신 실험화면

그림 37. 가시  무선 통신을 이용한 PC 데이터 송/수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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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고휘도 청색 LED를 이용한 가시  무선 통신실험

그림 39. 고휘도 녹색 LED를 이용한 가시  무선 통신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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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순수 백색 워 LED를 이용한 가시  무선 통신실험

그림 41. 가시  집 용 즈



- 61 -

가시  송신

회로 구성

LED 소자 

구성

구동 류

(㎃)

밝기

(lm, cd)

발  장

(㎚)

송거리  

(㎝)

청색 LED 

(IWL-B5R30F)

4×4

(직렬×병렬)
80

19.2

(16×1.2)
450 ～10

녹색 LED 

(IWL-G5R30F)

2×5

(직렬×병렬)
100

99

(10×9.9)
535 ～25

백색 LED※1) 

(W724C0)

2×1

(직렬×병렬)
1,400

800

(2×350)
400～700 ～46

 ※1) 고선량 감마선 조사: 4 kGy/h×72hours         

      (288 kGy, TID) 

표 35 가시  무선 데이터 통신 실험 결과

표 35 에 실험결과를 요약하 다. 송거리는 빛의 세기에 따라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백색 LED 의 경우 원자력 발 소 설계기 사고의 감마선 선량에 조사

된 후에도 정상 동작하 다.  따라서 가시 에 높은 감도를 갖는 PD 검출/증폭

회로를 히 설계제작하면 원자로 건물내부의 무선 센서통신망으로 가시  

통신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를 해서는 원자로 건물내부의 생물학

 방사선(bio-shield) 차폐구조물을 고려할 때 약 100㎝ 이상의 가시  무선 데

이터 송이 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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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원자로건물 내부에 있는 원 안 계통의 센서, 트랜스미터, 구동기 등을 필

드버스 로 연결하기 한 요건을 검토하 다. 필드버스 통신망이 원자로 건물 

내부에 용된다는 것은 마이크로 로세서, DSP, FPGA, ASIC 등의 IT 기반 

핵심소자가 고 선량 방사선 피폭환경인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주변에 설치됨을 의미한다. 원자력발 소의 I&C 통신망을 IT 기반 첨단 통신망

으로 구축하기 하여 험도 기반 확률론  신뢰성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마

이크로 로세서, FPGA, ASIC 등의 오류발생 확률을 분석한 NUREG 보고서를 

검토하 다. 원자력 발 소 상업 운 주기를 18개월로 규정하면 마이크로 로세

서, ASIC, FPGA 등으로 설계 제작되는 필드버스 통신망의 고장율은 3,62×10
-5
 

이하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원자로건물 내부에 사용되는 기기는 최소한 10 

년 이상의 품질보증수명을 만족해야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Category I 이상의 등 에 해당하는 원자로건물 내부에 있

는 RCS Loop 의 주요 센서, 트랜스미터 등을 필드버스 센서 통신망으로 연결

하기 한 방안을 검토하 다. 이를 해 원자로건물 내부의 물리  환경 특성

을 조사하 다. DBA 요건의 고 선량 율 감마선 피폭 환경 하에서의 필드버스 

센서 통신망의 핵심 소자인 ASIC FPGA 칩의 생존성을 실험 평가하 다. 원자

로건물 내의 극한 환경에서 RPS 계통의 실배선을 필드버스 센서 통신망으로 

연결할 경우 정상 가동 에는 상용의 Foundation, PROFIBUS 시스템을 정 

두께의 납으로 차폐하면 Class 1E 의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LOCA, 

MSLB 와 같은 DBA 요건에서 요구되는 감마선 (≤ 10kGy/h), 온도 (260℃ 이

상), 습도 (100% 상 습도) 분 기에서 PAM(사고 후 감시) 기능을 충족하는 

필드버스 센서통신망이 원자로건물 내에서 강건성을 갖기 해서는 필드버스 

통신망의 핵심 ASIC FPGA Chip 들이 고온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SiC 

물질기반의 공정으로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실리콘 기반의 DSP, ASIC FPGA 

칩으로 필드버스 센서 통신 망을 구축할 경우 원자로건물 내에 설치되는 RIO

(원격 통신모듈)은 일정 두께의 감마선 차폐 체와 항온(냉각모듈) 장치로 보호

되어야 한다. 

   유선통신기술에 해서는 섬유 통신에 국한하여 자료를 조사하 으며 미

국 JPL, NASA, 유럽 ESA 등이 우주선에 사용하기 해 마련한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의 섬유 통신 시스템의 생존성을 검증하기 한 기술요건  실험 

데이터 들을 조사하고  차세  에 지인 ITER, DEMO 핵융합로의 극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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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응성을 갖는 섬유 통신 시스템의 기술 동향  용사례를 조사하

다.  원자로 건물 내부의 안 계통 기기 감시, 제어  진단용 센서/통신망 

체계로 가시  무선통신 체계의 용성 검토를 해 가시  통신의 핵심소자인 

백색 power LED 에 해 설계기 사고요건의 4kGy/h의 선량율로 감마선을 72

시간 조사하 다. 이를 이용하여 가시  무선 데이터 송실험을 수행하 으며 

50㎝ 의 통신거리를 달성하 다. 고휘도 power LED 의 구동 류를 낮추고 PD 

의 집 을 한 정교한 학계가 구비되면 VLC 무선 통신도 원자로 건물내

부의 센서/통신망 체계의 유력한 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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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Equipment Used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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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인식번호

(Tag No.)

계통의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측정범

PT-100X Pressurizer Press

(가압기 압력)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105～175

PT-100Y

TE-101 가압기 온도 RTD 0～400

PT-101A

Pressurizer Press

Protective

(Narrow Range)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105～175

PT-101B

PT-101C

PT-101D

PT-102A

Pressurizer Press

Protective

(Wide Range)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0～210.9

PT-102B

PT-102C

PT-102D

LT-103
가압기 수  (기동)

(StartUp, Wide Range)

차 압력 송기

(Diff. Pressure Tx)
1087.12～0

PT-103
가압기 압력

(Restricted Range)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0～52.7

TE-103
살수 라인 온도

Spray Line Temp
RTD 0～400

PT-104
가압기 압력

(Restricted Range)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0～52.7

TE-104
살수 라인 온도

Spray Line Temp
RTD 0～400

PT-105
가압기 압력

(Restricted Range)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0～52.7

TE-105
림  온도

Surge LIne Temp.
RTD 0～400

A1. 원자로 건물내부의 계측센서 목록

표 A1-1.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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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측정 단

안  등

(Safety Class)

환경

범주

사고후

범주

MCBD

REF 

품질

등

PT-100X
㎏/㎠ A

NNS

(비안 )
B - 107 I

PT-100Y

TE-101 ℃ NNS B - 110 2A

PT-101A

㎏/㎠ A SC-3

A1,

A2,

B

- 105 I
PT-101B

PT-101C

PT-101D

PT-102A

㎏/㎠ A SC-3

A1,

A2,

B

I

105 I
PT-102B

PT-102C
-

PT-102D

LT-103 ㎝H2O NNS B - 109 2A

PT-103 ㎏/㎠ A SC-3

A1,

A2,

B

- 109 I

TE-103 ℃ NNS B - 110 2A

PT-104 ㎏/㎠ A SC-3

A1,

A2,

B

- 109 I

TE-104 ℃ NNS B - 110 2A

PT-105 ㎏/㎠ A SC-3

A1,

A2,

B

- 109 I

TE-105 ℃ NNS B - 110 2A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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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지진 범주

(Seismic Class)

제조 회사

(Manufacture)

모델번호

(Model Number)

PT-100X
I ROSEMOUNT 1154SH9RBN0105

PT-100Y

TE-101 II WEED 602-2B

PT-101A

I ROSEMOUNT 1154SH9RBN0105
PT-101B

PT-101C

PT-101D

PT-102A

I ROSEMOUNT 1154SH9RBN0105
PT-102B

PT-102C

PT-102D

LT-103 II ROSEMOUNT 1152HP5N92

PT-103 I ROSEMOUNT 1154SH9RBN0105

TE-103 II WEED 602-2B

PT-104 I ROSEMOUNT 1154SH9RBN0105

TE-104 II WEED 602-2B

PT-105 I ITT BARTON 763A

TE-105 II WEED 602-2B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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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계통의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측정범

PT-106
가압기 압력

(Restricted Range)

압력 송기

(Pressure Transmitter)
0～52.7

TE-107
안 밸  설감시

Safety Valve Leakage 

Monitor

RTD 25～175TE-108

TE-109

LT-110X 가압기 수

Pressurizer Level

차 압력 송기

(Difference Pressure 

Transmitter)

971.68 ～ 

436.83LT-110Y

PDT-110 1st Loop 

원자로냉각재펌  차압

RCP 1A Diff. Pressure

차 압력 송기

(Difference Pressure 

Transmitter)

0～10,000
PDT-111

TE-111X

1 고온  루  온도제어

Hot Leg Temp. Loop1 

No. 1 - Control

RTD

(Fast Response)
250～350

TE-111Y

1 온  루  온도제어

Hot Leg Temp. Loop1 

No. 1 - Control

RTD

(Fast Response)
250～350

PDT-112
원자로냉각재펌  차압

RCP 1B Diff. Pressure
차 압력 송기 0～10,000

TE-112CA 1 온  루  온도

Cold Leg Temp. Loop1 

No. 1 - Protective

(Narrow Range/

Wide Range)

RTD

(Fast Response)

230～330

TE-112CA
*

0～400

TE-112CB 230～330

TE-112CB
*

0～400

TE-112CC
"

(Narrow Range)

RTD

(Fast Response)
230～330

TE-112CD

표 A1-2.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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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측정 단

안  등

(Safety Class)

환경

범주

사고후

범주

MCBD

REF 

품질

등

PT-106 ㎏/㎠ A SC-3

A1,

A2,

B

- 109 I

TE-107

℃
비안  등

NNS
B - 110 2ATE-108

TE-109

LT-110X
㎝H2O SC-3

A1,

A2,

B

I 108 I
LT-110Y

PDT-110
㎝H2O NNS B - 103 2A

PDT-111

TE-111X
℃ NNS B - 101 I

TE-111Y

PDT-112 ㎝H2O NNS B - 103 2A

TE-112CA

℃ SC-3

A1,

A2,

B

I 101 I
TE-112CA

*

TE-112CB

TE-112CB*

TE-112CC
℃ SC-3 B - 101 I

TE-112CD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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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지진 범주

(Seismic Class)

제조 회사

(Manufacture)

모델번호

(Model Number)

PT-106 I ITT BARTON 763A

TE-107

II WEED 602-2BTE-108

TE-109

LT-110X
I ROSEMOUNT 1154HH5

LT-110Y

PDT-110
II ROSEMOUNT 1152HP7N92

PDT-111

TE-111X
I WEED N-9004S-2B

TE-111Y

PDT-112 II ROSEMOUNT 1152HP7N92

TE-112CA

I WEED N-9004D-2B
TE-112CA

*

TE-112CB

TE-112CB
*

TE-112CC
I WEED N-9004S-2B

TE-112CD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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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계통의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측정범

TE-112HA 1 고온  루  온도

Cold Leg Temp. Loop1 

No. 1 - Protective

(Narrow Range/

Wide Range)

RTD

(Fast Response)

250～350

TE-112HA
*

0～400

TE-112HB 250～350

TE-112HB
*

0～400

TE-112HC "

(Narrow Range)

RTD

(Fast Response)
250～350

TE-112HD

PDT-113
원자로냉각재펌  차압

RCP 1B Diff. Pressure
차 압력 송기 0～10,000

TE-115

1 온  루  온도

Cold Leg Temp. Loop1 

(Wide Range)

RTD

(Fast Response)
50～350

PDT-115A
1 차측 1st 증기발생기 

차압

S/G Difference Pressure

(Primary Side)

차 압력 송기

(Difference Pressure 

Transmitter)

0～5,000
PDT-115B

PDT-115C

PDT-115D

PT-118

원자로 O-링 설검출기

Reactor Vessel O-Ring 

Leakage Detector

압력 송기 0～200

PDT-120 원자로냉각재펌  차압

RCP 2A Diff. Pressure

차 압력 송기

(Difference Pressure 

Transmitter)

0～10,000
PDT-121

TE-121X 고/ 온  루  2 온도 

Hot/Cold Leg Temp. 

Loop No. 2 - Control

RTD

(Fast Response)
250～350

TE-121Y

PDT-122
원자로냉각재펌  차압

RCP 2B Diff. Pressure
차 압력 송기 0～10,000

TE-122CA 2 온  루  온도

Cold Leg Temp. Loop1 

No. 2 - Protective

(Narrow Range/

Wide Range)

RTD

(Fast Response)

230～330

TE-122CA* 0～400

TE-122CB 230～330

TE-122CB* 0～400

표 A1-3.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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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측정 단

안  등

(Safety Class)

환경

범주

사고후

범주

MCBD

REF 

품질

등

TE-112HA

℃ SC-3

A1,

A2,

B

I 101 I
TE-112HA

*

TE-112HB

TE-112HB
*

TE-112HC
℃ SC-3 B - 101 I

TE-112HD

PDT-113 ㎝H2O NNS B - 103 2A

TE-115 ℃ NNS B - 101 I

PDT-115A

㎝H2O SC-3

A1,

A2,

B

- 104 I
PDT-115B

PDT-115C

PDT-115D

PT-118 ㎏/㎠ G NNS B - 103 2A

PDT-120
㎝H2O NNS B - 103 2A

PDT-121

TE-121X
℃ NNS B - 102 I

TE-121Y

PDT-122 ㎝H2O NNS B - 103 2A

TE-122CA

℃ SC-3

A1,

A2,

B

I 102 I
TE-122CA

*

TE-122CB

TE-122CB
*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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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지진 범주

(Seismic Class)

제조 회사

(Manufacture)

모델번호

(Model Number)

TE-112HA

I WEED N-9004D-2B
TE-112HA

*

TE-112HB

TE-112HB
*

TE-112HC
I WEED N-9004S-2B

TE-112HD

PDT-113 II ROSEMOUNT 1152HP7N92

TE-115 I WEED N-9004S-2B

PDT-115A

I ROSEMOUNT 1154HH6
PDT-115B

PDT-115C

PDT-115D

PT-118 II ROSEMOUNT 1152GP9N92

PDT-120
II ROSEMOUNT 1152HP7N92

PDT-121

TE-121X
I WEED N-9004S-2B

TE-121Y

PDT-122 II ROSEMOUNT 1152HP7N92

TE-122CA

I WEED N-9004D-2B
TE-122CA

*

TE-122CB

TE-122CB
*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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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계통의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측정범

TE-122CC
2 온  루  온도

Cold Leg Temp. Loop 

No. 2 - Protective

(Narrow Range)

RTD

(Fast Response)
230～330

TE-122CD

TE-122HA 2 고온  루  온도

Cold Leg Temp. Loop1 

No. 1 - Protective

(Narrow Range/

Wide Range)

RTD

(Fast Response)

250～350

TE-122HA* 0～400

TE-122HB 250～350

TE-122HB* 0～400

TE-122HC "

(Narrow Range)

RTD

(Fast Response)
250～350

TE-122HD

PDT-123
원자로냉각재펌  차압

RCP 2B Diff. Pressure
차 압력 송기 0～10,000

PDT-124W

원자로 용기 차압

Reactor Vessel 

Difference Pressure

차 압력 송기

(Difference Pressure 

Transmitter)

0～5,000
PDT-124X

PDT-124Y

PDT-124Z

TE-125

2 온  루  온도

Cold Leg Temp. Loop 

No. 2 (Wide Range)

RTD

(Fast Response)
50～350

PDT-125A
1 차측 2nd 증기발생기 

차압

S/G Difference Pressure

(Primary Side)

차 압력 송기

(Difference Pressure 

Transmitter)

0～5,000
PDT-125B

PDT-125C

PDT-125D

PT-131 SDS Line Pressure (A) 압력 송기 0～210.9

TE-131 SDS Line Temp. (A) RTD 25～175

PT-132 SDS Line Pressure (B) 압력 송기 0～210.9

TE-132 SDS Line Temp. (B) RTD 25～175

표 A1-4.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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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측정 단

안  등

(Safety Class)

환경

범주

사고후

범주

MCBD

REF 

품질

등

TE-122CC
℃ SC-3 B - 102 I

TE-122CD

TE-122HA

℃ SC-3

A1,

A2,

B

I 102 I
TE-122HA

*

TE-122HB

TE-122HB
*

TE-122HC
℃ SC-3 B - 102 I

TE-122HD

PDT-123 ㎝H2O NNS B - 103 2A

PDT-124W

㎝H2O NNS B - 106 2A
PDT-124X

PDT-124Y

PDT-124Z

TE-125 ℃ NNS B - 102 I

PDT-125A

㎝H2O SC-3

A1,

A2,

B

- 104 I
PDT-125B

PDT-125C

PDT-125D

PT-131 ㎏/㎠ A SC-3

A1,

A2,

B

- 116 I

TE-131 ℃ NNS B - 116 2A

PT-132 ㎏/㎠ A SC-3

A1,

A2,

B

- 116 I

TE-132 ℃ NNS B - 116 2A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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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지진 범주

(Seismic Class)

제조 회사

(Manufacture)

모델번호

(Model Number)

TE-122CC
I WEED N-9004S-2B

TE-122CD

TE-122HA

I WEED N-9004D-2B
TE-122HA

*

TE-122HB

TE-122HB
*

TE-122HC
I WEED N-9004S-2B

TE-122HD

PDT-123 II ROSEMOUNT 1152HP7N92

PDT-124W

II ROSEMOUNT 1152HP6N92
PDT-124X

PDT-124Y

PDT-124Z

TE-125 I WEED N-9004S-2B

PDT-125A

I ROSEMOUNT 1154HH6
PDT-125B

PDT-125C

PDT-125D

PT-131 I ROSEMOUNT 1154SH9RBN0105

TE-131 II WEED 612-2B

PT-132 I ROSEMOUNT 1154SH9RBN0105

TE-132 II WEED 612-2B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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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계통의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측정범

PT-151
원자로 냉각재 실 압력 

RCP 1A Seal No.1, 2, 3 

Pressure 

압력 송기 0～200PT-152

PT-153

PT-161
원자로 냉각재 실 압력 

RCP 1B Seal No.1, 2, 3 

Pressure 

압력 송기 0～200PT-162

PT-163

PT-171
원자로 냉각재 실 압력 

RCP 2A Seal No.1, 2, 3 

Pressure 

압력 송기 0～200PT-172

PT-173

PT-181
원자로 냉각재 실 압력 

RCP 2B Seal No.1, 2, 3 

Pressure 

압력 송기 0～200PT-182

PT-183

PT-190A RCS Pressure (Cold Leg 

- Pump Discharge)
압력 송기 0～281.2

PT-190B

PT-199X PZR Pressure (Diverse 

Protection System)
압력 송기 105～175

PT-199Y

PT-215
RCP-Controlled Bleed 

Off Header Pressure
압력 송기 0～20

TE-221
RHX Let Down Outlet 

Temperature
RTD 0～300

TE-229
RHX Charging Side 

Outlet Temperature
RTD 0～300

PDT-240
Charging Line Back 

Pressure
차 압력 송기 0～15,000

표 A1-5.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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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측정 단

안  등

(Safety Class)

환경

범주

사고후

범주

MCBD

REF 

품질

등

PT-151

㎏/㎠ G NNS B - 111 2APT-152

PT-153

PT-161

㎏/㎠ G NNS B - 111 2APT-162

PT-163

PT-171

㎏/㎠ G NNS B - 111 2APT-172

PT-173

PT-181

㎏/㎠ G NNS B - 111 2APT-182

PT-183

PT-190A
㎏/㎠ G SC-3

A1,

A2,

B

I 106 I
PT-190B

PT-199X
㎏/㎠ A NNS B - 105 2A

PT-199Y

PT-215 ㎏/㎠ A NNS B - 210 2A

TE-221 ℃ SC-3 B - 201 I

TE-229 ℃ NNS B - 201 2A

PDT-240 ㎝H2O NNS B - 201 2A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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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지진 범주

(Seismic Class)

제조 회사

(Manufacture)

모델번호

(Model Number)

PT-151

II ROSEMOUNT 1152GP9N92PT-152

PT-153

PT-161

II ROSEMOUNT 1152GP9N92PT-162

PT-163

PT-171

II ROSEMOUNT 1152GP9N92PT-172

PT-173

PT-181

II ROSEMOUNT 1152GP9N92PT-182

PT-183

PT-190A
I ROSEMOUNT 1154SH9-N0060

PT-190B

PT-199X
II ROSEMOUNT 1152GP9N92

PT-199Y

PT-215 II ROSEMOUNT 1152GP9N92

TE-221 I WEED 612-2B

TE-229 II WEED 602-2B

PDT-240 II ROSEMOUNT 1152HP7N92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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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계통의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측정범

FT-241

RCP 1A/1B/2A/2B

Seal Injection Flow
차 압력 송기 0～567.5

FT-242

FT-243

FT-244

LT-268
Reactor Drain Tank 

Level
차 압력 송기

150.16～  

-0.99

PT-268
Reactor Drain Tank 

Pressure
압력 송기 0～10,000

TE-268
Reactor Drain Tank 

Temperature
RTD 0～400

LT-311

Safety Injection Tank 

No.1 Level

(Wide Range)

차 압력 송기
80.06～  

1,069.74

PT-311

Safety Injection Tank 

No.1 Pressure

(Wide Range)

압력 송기 0～52.7

LT-312

Safety Injection Tank 

No.1 Level

(Narrow Range)

차 압력 송기
212.85～  

329.28

PT-312

Safety Injection Tank 

No.1 Pressure

(Narrow Range)

압력 송기 30～50

LT-313

Safety Injection Tank 

No.1 Level

(Narrow Range)

차 압력 송기
212.24～  

328.67

PT-313

Safety Injection Tank 

No.1 Pressure

(Narrow Range)

압력 송기 30～50

PT-319

Cold Leg Safety 

Injection Line No.2A 

Pressure

압력 송기 0～200

LT-321

Safety Injection Tank 

No.2 Level 

(Wide Range)

차 압력 송기
80.06～  

1069.74

PT-321

Safety Injection Tank 

No.2 Pressure

(Wide Range)

압력 송기 0～52.7

표 A1-6.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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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측정 단

안  등

(Safety Class)

환경

범주

사고후

범주

MCBD

REF 

품질

등

FT-241

㎝H2O NNS B - 210 2A
FT-242

FT-243

FT-244

LT-268 ㎝H2O NNS B III 207 2A

PT-268 ㎝H2O SC-3 B III 207 I

TE-268 ℃ NNS B III 207 2A

LT-311 ㎝H2O SC-3

A1,

A2,

B

II 301 I

PT-311 ㎏/㎠ G SC-3

A1,

A2,

B

II 301 I

LT-312 ㎝H2O NNS B - 301 2A

PT-312 ㎏/㎠ G NNS B - 301 2A

LT-313 ㎝H2O NNS B - 301 2A

PT-313 ㎏/㎠ G SC-3 B - 301 I

PT-319 ㎏/㎠ G NNS B - 301 2A

LT-321 ㎝H2O SC-3

A1,

A2,

B

II 302 I

PT-321 ㎏/㎠ G SC-3

A1,

A2,

B

II 302 I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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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지진 범주

(Seismic Class)

제조 회사

(Manufacture)

모델번호

(Model Number)

FT-241

II ROSEMOUNT 1152GP9N92
FT-242

FT-243

FT-244

LT-268 II ROSEMOUNT 1152DP4N92

PT-268 I ROSEMOUNT 1154GP7

TE-268 II WEED 602-2B

LT-311 I ROSEMOUNT 1154DH5

PT-311 I ROSEMOUNT 1154DH8-N0059

LT-312 II ROSEMOUNT 1152DP4N92

PT-312 II ROSEMOUNT 1152GP8N92

LT-313 II ROSEMOUNT 1152DP4N92

PT-313 I ROSEMOUNT 1154DH8-N0059

PT-319 II ROSEMOUNT 1152GP9N92

LT-321 I ROSEMOUNT 1154DH5

PT-321 I ROSEMOUNT 1154DH8-N0059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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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계통의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측정범

LT-322

Safety Injection Tank 

No.2 Level / Pressure

(Narrow Range)

차 압력 송기
213.46～  

329.89

PT-322 압력 송기 30～50

LT-323 차 압력 송기
213.46～  

329.89

PT-323 압력 송기 30～50

PT-329

Cold Leg Safety 

Injection Line No 2B 

Pressure

압력 송기 0～200

LT-331 Safety Injection Tank 

No.3 Level / Pressure

(Wide Range)

차 압력 송기
80.06～  

1069.74

PT-331 압력 송기 0～52.7

LT-332

Safety Injection Tank 

No.3 Level / Pressure

(Narrow Range)

차 압력 송기
213.46～  

329.89

PT-332 압력 송기 30～50

LT-333 차 압력 송기
213.46～  

329.89

PT-333 압력 송기 30～50

PT-339

Cold Leg Safety 

Injection Line No 1A 

Pressure

압력 송기 0～200

LT-341 Safety Injection Tank 

No.4 Level / Pressure

(Wide Range)

차 압력 송기
80.06～  

1069.94

PT-341 압력 송기 0～52.7

표 A1-7.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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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측정 단

안  등

(Safety Class)

환경

범주

사고후

범주

MCBD

REF 

품질

등

LT-322 ㎝H2O NNS B - 302 2A

PT-322 ㎏/㎠ G NNS B - 302 2A

LT-323 ㎝H2O NNS B - 302 2A

PT-323 ㎏/㎠ G SC-3 B - 302 I

PT-329 ㎏/㎠ G NNS B - 302 2A

LT-331 ㎝H2O SC-3

A1,

A2,

B

II 303 I

PT-331 ㎏/㎠ G SC-3

A1,

A2,

B

II 303 I

LT-332 ㎝H2O NNS B - 303 2A

PT-332 ㎏/㎠ G NNS B - 303 2A

LT-333 ㎝H2O NNS B - 303 2A

PT-333 ㎏/㎠ G SC-3 B - 303 I

PT-339 ㎏/㎠ G NNS B - 303 2A

LT-341 ㎝H2O SC-3

A1,

A2,

B

II 304 I

PT-341 ㎏/㎠ G SC-3

A1,

A2,

B

II 304 I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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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지진 범주

(Seismic Class)

제조 회사

(Manufacture)

모델번호

(Model Number)

LT-322
II ROSEMOUNT 1152GP8N92

PT-322

LT-323 II ROSEMOUNT 1152GP8N92

PT-323 I ROSEMOUNT 1154DH8-N0059

PT-329 II ROSEMOUNT 1152GP8N92

LT-331 I ROSEMOUNT 1154DH5

PT-331 I ROSEMOUNT 1154DH8-N0059

LT-332 II ROSEMOUNT 1152DP4N92

PT-332 II ROSEMOUNT 1152GP8N92

LT-333 II ROSEMOUNT 1152DP4N92

PT-333 I ROSEMOUNT 1154DH8-N0059

PT-339 II ROSEMOUNT 1152GP9N92

LT-341 I ROSEMOUNT 1154DH5

PT-341 I ROSEMOUNT 1154DH8-N0059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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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계통의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측정범

LT-342

Safety Injection Tank 

No.4 Level / Pressure

(Narrow Range)

차 압력 송기
213.46～  

329.89

PT-342 압력 송기 30～50

LT-343 차 압력 송기
213.46～  

329.89

PT-343 압력 송기 30～50

PT-349

Cold Leg Safety 

Injection Line No 1B 

Pressure

압력 송기 0～200

PT-390
Safety Injection Line 

Header No.1 Pressure
압력 송기 0～200

PT-391
Safety Injection Line 

Header No.2 Pressure
압력 송기 0～200

FT-1011X

Main Steam Flow 차 압력 송기 0～3964.8
FT-1011Y

FT-1012X

FT-1012Y

PT-1013A

S/G No.1 Pressure

Protective
압력 송기 0～107.1

PT-1013B

PT-1013C

PT-1013D

FT-1021X

Main Steam Flow 차 압력 송기 0～3964.8
FT-1021Y

FT-1022X

FT-1022Y

PT-1023A

S/G No.2 Pressure

Protective
압력 송기 0～107.1

PT-1023B

PT-1023C

PT-1023D

표 A1-8.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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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측정 단

안  등

(Safety Class)

환경

범주

사고후

범주

MCBD

REF 

품질

등

LT-342 ㎝H2O NNS B - 304 2A

PT-342 ㎏/㎠ G NNS B - 304 2A

LT-343 ㎝H2O NNS B - 304 2A

PT-343 ㎏/㎠ G SC-3 B - 304 I

PT-349 ㎏/㎠ G NNS B - 304 2A

PT-390 ㎏/㎠ G NNS B - 308 2A

PT-391 ㎏/㎠ G NNS B - 308 2A

FT-1011X

㎝H2O NNS B - 405 2A
FT-1011Y

FT-1012X

FT-1012Y

PT-1013A

㎏/㎠ A SC-3

A1,

A2,

B

I

401 I
PT-1013B

PT-1013C
-

PT-1013D

FT-1021X

㎝H2O NNS B - 405 2A
FT-1021Y

FT-1022X

FT-1022Y

PT-1023A

㎏/㎠ A SC-3

A1,

A2,

B

I

402 I
PT-1023B

PT-1023C
-

PT-1023D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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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지진 범주

(Seismic Class)

제조 회사

(Manufacture)

모델번호

(Model Number)

LT-342
II ROSEMOUNT 1152DP4N92

PT-342

LT-343 II ROSEMOUNT 1152DP4N92

PT-343 I ROSEMOUNT 1154DH8-N0059

PT-349 II ROSEMOUNT 1152GP9N92

PT-390 II ROSEMOUNT 1152GP9N92

PT-391 II ROSEMOUNT 1152GP9N92

FT-1011X

II ROSEMOUNT 1152D96N92
FT-1011Y

FT-1012X

FT-1012Y

PT-1013A

I ROSEMOUNT 1154SH9RBN0165
PT-1013B

PT-1013C

PT-1013D

FT-1021X

II ROSEMOUNT 1152D96N92
FT-1021Y

FT-1022X

FT-1022Y

PT-1023A

I ROSEMOUNT 1154SH9RBN0105
PT-1023B

PT-1023C

PT-1023D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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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계통의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기기 설명

(Component Description)
측정범

LT-1111 S/G No. 1 Channel 1/2 

- Control
차 압력 송기

363.52 ～ 

98.65 LT-1112

LT-1113A

S/G No.1 Level 

Protective (Wide Range)
차 압력 송기

969.04～  

260.91

LT-1113B

LT-1113C

LT-1113D

LT-1114A

S/G No.1 Level 

Protective 

(Narrow Range)

차 압력 송기
363.52～  

98.65

LT-1114B

LT-1114C

LT-1114D

LT-1115X S/G No. 1 Level

Diverse Protection

 (Wide Range)

차 압력 송기
969.04～  

260.91LT-1115Y

LT-1121 S/G No. 2 Channel 1/2 

- Control
차 압력 송기

363.52 ～ 

98.65 LT-1122

LT-1123A

S/G No.1 Level 

Protective (Wide Range)
차 압력 송기

969.04～  

260.91

LT-1123B

LT-1123C

LT-1123D

LT-1124A

S/G No.1 Level 

Protective 

(Narrow Range)

차 압력 송기
363.52～  

98.65

LT-1124B

LT-1124C

LT-1124D

LT-1125X S/G No. 2 Level

Diverse Protection

 (Wide Range)

차 압력 송기
969.04～  

260.91
LT-1125Y

표 A1-9.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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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측정 단

안  등

(Safety Class)

환경

범주

사고후

범주

MCBD

REF 

품질

등

LT-1111
㎝H2O NNS B - 404 2A

LT-1112

LT-1113A

㎝H2O SC-3

A1,

A2,

B

I

401 I
LT-1113B

LT-1113C
-

LT-1113D

LT-1114A

㎝H2O SC-3 B - 401 I
LT-1114B

LT-1114C

LT-1114D

LT-1115X
㎝H2O NNS B - 401 2A

LT-1115Y

LT-1121
㎝H2O NNS B - 404 2A

LT-1122

LT-1123A

㎝H2O SC-3

A1,

A2,

B

I

402 I
LT-1123B

LT-1123C
-

LT-1123D

LT-1124A

㎝H2O SC-3 B - 402 I
LT-1124B

LT-1124C

LT-1124D

LT-1115X
㎝H2O NNS B - 402 2A

LT-1115Y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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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번호

(Tag No.)

지진 범주

(Seismic Class)

제조 회사

(Manufacture)

모델번호

(Model Number)

LT-1111
II ROSEMOUNT 1152DP4N92

LT-1112

LT-1113A

I ROSEMOUNT 1154DH5
LT-1113B

LT-1113C

LT-1113D

LT-1114A

I ROSEMOUNT 1154DH5
LT-1114B

LT-1114C

LT-1114D

LT-1115X
II ROSEMOUNT 1152DP5N92

LT-1115Y

LT-1121
II ROSEMOUNT 1152DP4N92

LT-1122

LT-1123A

I ROSEMOUNT 1154DH5
LT-1123B

LT-1123C

LT-1123D

LT-1124A

I ROSEMOUNT 1154DH5
LT-1124B

LT-1124C

LT-1124D

LT-1125X
II ROSEMOUNT 1152DP5N92

LT-1125Y

원  극한환경의 계측센서 목록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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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압력 단  (psi)

○ psi 는 pound-force per square inch 의 약어로 1 inch2 면 에 1 

pound-force 의 힘이 작용되는 압력의 단 이다. 1 pound-force 는 1 pound 

( 453.16g ) 의 질량이 지구표면에서 력이 작용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힘이

다. 

○ psig 는 psi 뒤에 g 를 덧붙인 단 로 g 는 게이지 압력 (gauge pressure) 

을 의미한다.  게이지 압력 (계기 압력) 은 기압일 때의 압력을 0 으로 보

고 상 인 값으로 나타내는 압력이다. 따라서 실제의 압력은 기압만큼 

더 높다.  

○ psia 는 게이지 압력에 칭되는 단 로  압력이다. 이는 기압을 포함

하여 나타낸다. 압력이라는 의미로 absolute pressure 의 첫 문자인 a 를 

psi 뒤에 붙여 사용한다. 

○ psig = psi in gauge pressure (게이지 압력)

○ psia = psi in absolute pressure (  압력)

○ 압력 = 게이지 압력 + 기압

○ 표  기압 = 14.696 psia

○ 1 psi = 0.07030695 kgf/㎠ = 6894.7523 Pa

○ 단  환산 (게이지 압력 200 psig 를  압력으로 나타내면)

⁃ 200 psi + 14.696 psi = 214.696 psia 

⁃ 214.696 psia = 214.696 × 0.07030695 kgf/㎠ = 15.0946 kgf/㎠ 

1 

(sec)

10 

(sec)

10
2 

(sec)

10
3 

(sec)

10
4 

(sec)

10
5 

(sec)

10
6 

(sec)

10
7 

(sec)

182 

(days)

psig ～5 54 54 54 46 20 10 10 10

kgf/㎠ ～1.38 4.83 4.83 4.83 4.23 2.44 1.74 1.74 1.74

LOCA & MSLB 사고시의 원자로 건물내부 압력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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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가용도 (Availability)

가. 서론

   가용도는 계통의 신뢰성과 유지보수성을 효율성 지표로 나타낸 변수이다. 이

는 “어떤 기기를 필요로 하는 시 의 작업조건에서 해당 기기가 사용 가능 

(available) 한가” 하는 질문에 기 한다. 특정 계통이 상기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의 강력한 개념 (가용도) 으로 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

표 은 결과 으로 여러 부수 인 이 들을 갖는다. 첫 번째 이 은 가용도 분

석을 하나의 기 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 을 통해 계통의 신뢰성과 

유지보수성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신뢰성과 유지보수성 변수들 간의 

한 타 (trade-off) 을 찾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지보수성을 3 가지 

성분으로 구분한다.

○ 유지보수성 (maintainability) 

⁃ 방 정비 (preventive maintenance) 

⁃ 고장 수리 (corrective maintenance) 

⁃ 행정  자재조달 (administrative & logistics)  

이러한 구분을 통해 유지보수성의 각 요소들이 계통의 가용도에 미치는 향을 

결정하기 함이다. 

나. 가용도 정의

임의의 시 에 어떤 임무가 요구될 때 해당 임무의 시작 시 에서 특정 계통 

(기기, 설비) 이 동작가능 상태로 요구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척도이다.

다. 가용도 요소 

가용도는 시간 계 변수로 근한다. 그림 A3-1 은 체 기기 시간 (TET 

- total equipment time) 를 가용도 분석에 기반한 시간 요소들로 세분한 것을 

나타 내고 있다. 

                   (1)

OFF TIME 기간에는 계통의 동작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용도 분석

에는 OFF-TIME 을 고려하지 않는다.  

○ OFF TIME

⁃ 보   운반 (storage and transportation)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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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1. TET (Total Equipment Time) 의 구성도

'C'와 ‘P'는 고장수리(corrective maintenance)와 방 검(preventive 

maintenance)의 시간을 나타낸다. 

다. 용어 정의

○ TT (total time) : 총 이용 목표 기간 (Total intended utilization 

period)

○ TCM (total corrective (unscheduled) maintenance time) : 특정기간 동

안 상치 못한 고장으로 계획되지 않은 일정의 고장수리 소요시간

○ TPM (total preventive (scheduled) maintenance time) : 특정기간의 

방정비 소요시간

○ ALDT (administrative and logistics down time) : 특정기간 동안 부품

도입, 행정처리, 유지보수 인력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한 기시간 (no-maintenance time) 이다. Delay 

Down Time 으로 정의된다. 

○ TMT (total maintenance time) : 총 유지보수 시간으로 유지보수작업

이 수행되는 시간이다. Active Down Time 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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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T (total down time) : 총 비가동(고장) 시간 

○ TUT (total up time) : 총 가동 시간 

○ OT (operating time) : 가동 시간 (기기 는 계통이 활용되는 시간)

○ ST (standby time) : 비 시간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활

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음)

○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s) : 고장 간 평균 가동시간 

○ MTBM (mean time between maintenance actions) : 유지보수작업 간 

평균 가동시간

○ MTBUMA (mean time between unscheduled maintenance actions) : 

고장수리 작업 간 평균 가동시간,  일정에 없는 (unscheduled) 유지보

수는 고장수리를 의미한다. (unscheduled means corrective).

○ MDT (mean down time) : 평균 비가동 시간

○ MTTR (mean time to repair) : 평균 정비시간 

                  (2)

                (3)

                     (4)

                    (5)

다. 가용도의 수학  표

    


 


     (6)

식 (6) 으로부터 계통 (기기  설비)의 가용도를 높이기 해서는 계통의 비가

동 시간을 가능한 여야 한다. 운  가용도 (operational availability) 는 계통

의 활용 도를 평가하는데 가장 유용한 척도이다. 운 가용도 (operational 

availability) 는 계통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요한 척도이다. 계통의 효율성은 

계통의 하드웨어, 행정 지원  환경특성들이 서로 연 되어 의미 있는 변수로 

구체화 된 것이다. 운  가용도는 특정임무 (mission) 의 시작시 에서 기기(

는 설비) 의 상태를 나타내는 성능지수 (figure of merit) 로 표 된다.   는 

효율성 련 지표이므로 계통의 효율성  한 출력( 워) 조정 (force 

sizing) 분석의 출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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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유 가용도   (Inherent Availability)

계통의 가용도를 운 시간과 고장수리시간으로 정의할 경우 고유 가용도 

  가 용된다. 

 


                                       (7)

마. 운  가용도   (Operational Availability)

  






         (8)

  


                                       (9)

바. 획득 가용도   (Achieved Availability)

 


   


                     (10)

사. 가용도 평가 방법

○ 계통 이용도 (system utilization) 와 련하여 운   유지보수 개념을 

상세히 정의한다. 사용자, 개발자  계약자 상호간에 공용 용어를 사

용하여 개념이 명확히 달  소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간 선 (time line) 으로 구성된 가용도 모델을 설정한다. 설정 모델에

는 임무와 련한 가용도 변수들을 모두 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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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2. 가용도 시간 선의 일반화 모델 

○ 시간 선 모델을 통해 “UP (가동)" 과 ”DOWN (비가동)" 을 나타내는 

시간 요소들을 결정한다. 

○ 시간 선 모델에서 각각의 시간 요소들에 해 정량 인 수치를 결정한

다. 사용자, 개발자  계약자들은 의를 통해 수치를 조정한다.

○ 가용도를 계산하고 추 한다.

○ 계속해서 가용도 모델을 검하고 필요에 따라 모델을 갱신한다. 

아. 복구 시간 (Recovery Time)

계통의 운  개념은 선택된 시간동안에는 계통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선택시간이외의 나머지 시간은 "OFF TIME" 으로 분류되어 이를 테면 보   

운송에 할당되는 시간으로 계통과 련한 어떠한 행 도 없는 시간이다.  "OFF 

TIME" 이나 ”Cold Standby" 개념의 안으로 복구 시간 (RT - recovery 

time) 이 사용된다. 

복구 시간은 계통이 가동 (UP) 는 비가동 (DOWN) 기간의 시간 간격을 

표 한다. 

그림 A3-3. 가용도 시간 선의 복구 시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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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례 연구 

1) 사례 1

○ 배경

신규 항공 자기기 계통의 기 개발단계에서 0.92 의 고유 가용도가 

요구된다고 결정하 다. 이와 같은 고유 가용도 요건이 신뢰성 공학과 유지보수 

공학 간에 어떠한 향이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해법

⁃ 고유 가용도   정의를 이용한다.

 


 

     






  

  

 

  




⁃ 평균 정비시간 MTTR 은 고장 간 평균 가동시간 MTBF 의 8.7% 

이하의 소요시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A3-4. 고유 가용도에 따른 MTBF 와 

MTTR 의 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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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2

○ 배경

계통의 평균 정비시간 MTTR 은 30 분이고 불시 유지보수작업 간 평균

가동시간 MTBUMA 는 50 시간이다. 계통의 목표 이용도는 5,000 hours/year 

이다. 1,000 시간 운  후 10 시간의 방정비시간 (TPM) 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시 정비 (unscheduled maintenance) 와 련한 행정  자재조달 (ALDT) 시

간은 20 시간이다. 1 년에 걸쳐 년간 5,000 hours/year 의 이용도를 달성하기 

해서 요구되는 OT, TCM, TPM, ALDT, ST, ,   를 결정하라. 그리고 

MTTR 을 0 으로 일 경우 운  가용도   를 계산하라, 년간 최  운 시간

을 결정하고 운 가용도   와 고유 가용도   를 비교하라.

○ 해법

⁃   ×     

⁃   

⁃   


×  

⁃   

×  

⁃   


×  

⁃         

           

⁃   









  
 

⁃  


 


 

⁃  


   


    


 

MTTR 을 0 으로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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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Standby Time) 을 0 으로 하면 

⁃   


     

  
 

최  운 가능시간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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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3

○ 배경

시험 계획을 작성하기 해서는 몇 개의 기본 로그램들에 한 평가

가 필요하다. 계통 가용도를 평가한다고 가정한다. 시험기간 5 일과 7 일 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7 일  2 일에는 시스템 이용이나 유지보수작업이 발생

하지 않는다. 계통 이용기간이 운  가용도   에 미치는 향은 ?

⁃ OT = 10 hours

⁃ TPM = 5 hours 

⁃ TCM = 60 hours

⁃ ALDT = 22 hours 

○ 해법 (7 일)

⁃       

         

⁃   


   

  
 

○ 해법 (5 일)

⁃       

         

⁃   


   

  
 

⁃ 시험기간 7 일이 5일에 비해 운  가용도가 높기 때문에 시험기간 7

일로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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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4

○ 배경

고장 간 평균 가동시간 MTBF 를 OT, TT, 운  가용도    행정 

 자재조달 시간 ALDT 로 정의하라

○ 해법

⁃   


⁃  


    

⁃  


   

⁃  
 

  


고장 당 비가동 시간 DTF (Down Time per Failures) 를 정의하고 고

장 빈도   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다음 제 값으로 정의하면

TT = 90 days x 24 hours/day = 2,160 hours

OT = 23 missions x 40 hours per mission = 920 hours

DTF = 24 hours per failure

TPM = 100 hours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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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Note : MTBF 정의를 사용할 때, 잘못된 OT, TDT, TT의 정의에 의해 stand 

by 시간이 0 아래로 설정되지 않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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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5

○ 배경

계통의 마지막 개발단계에서 운  가용도가 0.66 이다. 사용자는 최소한 

운  가용도 0.75 를 요구하 다. 계통의 운  가용도를 향상시키기 유지보수 

개념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회로카드의 분리/ 체 개념은 블랙박스 분리/ 체 

개념으로 변경된다.   를 달성하기 한 TCM 을 구하라.

Existing Elements Desired Elements

TT = 168 hours

TPM = 5 hours

TCM = 30 hours

ALDT = 22 hours

  = 0.66

TT = 168 hours

TPM = 5 hours

TCM = to be determined

ALDT = 22 hours

  = 0.75

○ 해법 ( 재 설계)

⁃   


⁃          ≅ 

⁃  

×


 × 
≅ 

⁃          

○ 해법 (사용자 요구 설계)

⁃   


⁃ 

 


×
 

⁃       

Note : TCM 을 30 시간에서 10 시간으로 여야 하는 것은 비 실 인 설계

가 될 수 있다. TCM 은 상 못한 고장에 한 정비  수리 시간이므로 심도 

있는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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