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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수립된 연구결과 성과물을 상용원전에 적용함으로써 연구 성과 

물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SMART 노심보호계통에서 사용된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을 국내 상용 원전에 적용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심보호계통 관련된 국내외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노심보호연산기 운전경 

험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특이운전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분석하였으며 한전 Task Force 

팀에서 제안한 CPCS 개선안에 대한 평가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 대 

한 분석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Legacy 노심보호계통과 신고리 1 ， 2호기부터 적용 예 

정인 Common-Q 노심보호계통， 미국에서 추진 중인 SENTINEL 노심보호계통 그리고 독 

일의 원전에서 적용중인 COPS 노심보호계통을 검토하였다. 노심보호계통 관련 국내외 특허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를 조사하였으며， 노섬보호계통 설계용 전 

산쿄드와 원천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실시권한올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및 웨스팅 

하우스와의 기술사용협정 동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 출원된 개선된 노섬보호 방법론을 상용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계통의 구성， 

설계요건， 알고리듬 개선방안， 운전원 연계기능 강화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 

하여 현재의 불필요한 채널트립과 원자로정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론을 현재 운용중이거나 또는 향후 운용예정인 상용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어봉집합제를 포함한 계통구성의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원전의 핵심기 

술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 전략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 고 

유의 노심보호계통 개발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o increase the applicability of research results estab !ished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l reactor development program , a new core protection method with 4-channel 

CEA positions was applied to the domestic commercial plants and its feasibility was 

evaluated. 

To achieve above object , state-of-the-art related to core protection system was 

analyzed as followings: 

Unusual CPC operating experience in Korea 

Evaluate the proposals of CPC improvement suggested by CPC Task Force Team 

Review the conventional CPC used in Yonggwang and Ulchin plants 

Review the Common-Q CPC to be implemented in Shín-Kori Units 1 & 2 

Evaluate the SENTINEL core protection system in US and COPS core protection 

system in Germany 

Examine the applied patents in Korea , US and Japan 

Analyze the copyright for computer programs used in core protection system 

design and license agreement for PWR technology between Westinghouse and 

Korea. 

1n addition , study for the formation of system , design requirement , algoríthm 

improvement and enhancement of operator ínterface was performed to apply the 

newly suggested core protection method to the commercíal plants. By adopting this 

method , it is expected that unnecessary channel or reactor trips will be decreased 

considerably. 

Although change of system including CEA must be set forth as a prerequisite to 

apply this method to the domestic commercial plants as well as scheduled plants , 

this study suggests the strategy and direction for the deve lopment of core 

protection system in domestic. This study , moreover , will provide the valuable 

information as a basic data in establishing the detailed development plan for the 

advanced core protection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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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연구 배경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 및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자로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 

형 규모의 원자로를 대상으로 원자로 핵심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중·장기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요소기술로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고유안전 및 피동안전 개념， 기기 통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다‘ 그리고 원자력 해수담수화 

에너지원으로의 활용과 소규모 전력생산올 병행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의 일체형 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을 정부 주도로 ‘’ 96년 11월부터 시작하여 ’07년 6월까지 수행되었다. 이 기 

간 동안 원자로계통에 대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또한 종합적인 기술실증 

을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발전소보호계통(또는 플랜트보호계통)의 일부인 노섬보호계통의 개발 또한 일 

체형원자로의 개발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SMART 노섬보호계통에서는 종래의 제어봉집합 
체연산기 하드웨어를 제거함으로써 계통의 단순화를 꾀하였으며 또한 각 채널마다 독립된 

계통입력선호(제어봉집합체 위치 신호를 포함한 모든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한 4채널 

독립성이 유지되는 온라인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을 구현하였다. 

본보고서는 일체형원자로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특허， 전산코드 등 원천기술을 상용원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 발전의 기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 

를 통하여 일체형원자로를 포함한 신형원자로의 설계·해석에 활용되는 기술의 심층화 및 체 

계화를 통하여 원천기술 인증올 위한 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신 

형원자로 개발사업 수행시 설계·해석 방법론의 인허가 인증을 위한 문서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체형원자로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용원전에 대한 적용 방안을 도출함으 

로써 연구 성과물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MART 노심보호계통에서 사용되었던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을 상용 원전에 적용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l.2 연구 필요성 

노심보호계통(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 , CPCS)은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계통 

으로 하드웨어(계측기， 계측선호 처리장치 및 연산기 등)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노심보 

호계통에서는 원자로의 운전조건에 대한 계측기 입력신호를 이용하여 노심의 주요 운전변수 

를 실시간(On-line)으로 계산하고 계산된 주요 운전변수를 기 설정된 안전채한치(또는 정지 

설정치)와 비교함으로써 원자로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계측기 입력 

신호는 저온관 및 고온관 온도， 원자로냉각재 펌프 회전속도， 계통압력， 노외계측기 중성자 



속 및 제어봉 위치신호이고 주요 출력 운전변수는 국부출력밀도(Loca l Power Density. 

LPD)와 핵비등이탈율(Departure from Nucle ate Boiling Ratio. DNBR)이다. 이라한 디지 

털 방식의 실시간 노심보호연산기가 운용중인 국내 발전소는 영광 3 .4 . 5.6호기와 울진 

3 .4 .5.6호기의 8개 발전소이며， 현재 건설 중인 OPR-1000(신고리/신월성 1.2호기)과 건설 

예정인 APR-1400(신고리 3 .4. 선울진 1.2)에 적용 예정이다. 국외 발전소는 미국의 4개 발 

전소 7개호기 ll(PVNGS 1.2.3 ANO 2. WSES 3. SONGS 2.3)에서 운용중이다. 

노심보호계통은 원자로 사고시 노심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계통이므로 4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며.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되면 원자로는 정지된다. 따라서 제 

어봉 위지신호를 제외한 모든 계측기 신호는 4개의 노심보호연산기 (Core Protection 

Calculator. CPC) 채널에 독립적으로 입력된다. 현재 상용 원전의 경우， 제어봉 집합체의 

구조적 인 제 약으로 제 어 봉 위 치 검 출기 (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 r . RSPT)는 제 어 

봉집합체마다 2개씩 설치되어있다. 2개의 제어봉 위치신호를 4채널의 노섬보호연산기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2개 채널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 (Control Element Assembly 

Calculator. CEAC)를 이용한다. 즉. 2채널의 RSPT 신호를 이용하여 2개의 CEAC에서 제 

어봉 각각의 위치편차를 계산한 후 그 정보를 4개의 CPC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영광 3 .4 및 울진 3.4호기의 시운전 시험과 정상 운전 중 발생한 다수의 CPC 채널트립 또 

는 원자로정지 원인을 살펴보면 RSPT와 CEAC의 송/수신기 불량으토 인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채널의 RSPT/CEAC중 한 채널에서 부품고장으로 인한 거짓신호 

가 발생하는 경우 CPC 채널트립 또는 원자로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현재의 2-RSPT/2-CEAC/ 4 - CPC 계통의 단점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CPC 채널트립과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또한， 영광 3 .4호기와 울진 3.4호기에 운 

용중인 디지털 노심보호계통 설비 는 일부 주요부품의 생산중단과 예비부품의 부족 및 노후 

화로 인한 고장 발생률의 증가 등으로 향후 하드웨어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노심보호계통은 1970년대 초에 개발된 노섬보호계통으로 DNBR과 

LPD의 실시간 계산방법이 단순하고 또한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노심의 열적여유도를 감 

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노심보호계통의 계산(시간) 제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산기기의 성능향상으로 보다 상세한 계산방법을 이용한 

최적의 DNBR 계산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개선된 알고리듬을 적용함으로써 노심보호연산기 

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카고 이에 따른 노심의 열적여유도 증가 및 운전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거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 웨 스팅 하우스(Westinghouse Ele ctric Company. WEC)에서 는 디 지 털 노섬보호계통을 

개량한 Common-Q CPCS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미국의 Palo Ve rde 발전소와 신고리 1.2 

1) PVNG : Palo Verde Nuclear Generating Station 
ANO Arkansas Nuclear One 
WSES Waterford Steam Electric Station 
SONGS : San Onofre Nuclear Generat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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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빚 신월성 1 ， 2호기 에 적 용할 예정이다 Common-Q CPCS는 종래의 

2-RSPT /2-CEAC/ 4-CPC 계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노심보호계통으로 채어봉 

집합처l연산기 (CEAC)를 2개에 서 8개로 늘리고 하드웨어를 Concurrent 3205 모델에서 

Advant AC 160으로 변경 하였다. 채널당 2개의 CEAC , 즉 총 8개 CEAC을 사용함으로써 

CEAC 단일고장에 의한 원자로정지 가능성은 줄었지만 제어봉위치신호 채널격리 장치의 개 

수가 4배로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8개의 재어봉위치신호 프로세서 (CEA 

Position Processor , CPP)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계통의 변경에도 불구하도 CEAC/CPC 

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개발기간과 인허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 

심보호연산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알고리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1.3 연구 범위 

우선 노섬보호계통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심보호연산 

기 운전경험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특이운전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분석하였으며 한전 

Task Force 팀에서 제안한 CPCS 개선안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현재 영광 3,4,5,6, 호기와 울진 3 ， 4 ， 5 ， 6호기에서 사용 중인 

Legacy 노섬보호계통， 선고리 1， 2호기부터 적용 예정인 Common-Q 노심보호계통， 미국에 

서 추진 중인 SENTINEL 노심보호계통 및 독일의 원전에서 적용중인 COPS 노심보호계통 

올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 확보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를 수행하였다. 노심보호계통 관련 국내외 특허등록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의 특허 DB를 조사하였다. CPCS 설계용 컴퓨터 코드와 원천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실시권 

한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사용협정 내용을 검토하였 

다. 

그리고 SMART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 

심보호 시스템 및 그 방법 (An On-line Core Protection System Using 4 Channel CEA 

Position Signals and the Method Thereof)"란 명칭으로 출원하여 동록된 특허를 기반으 

로， 계통의 구성， 노심보호계통 설계요건 그리고 알고리듬 개선방안， 운전원 연계기능 강화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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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보호계통 기술현황 

2.1 노심보호연산기 운전 경험 분석 

CPCS는 영 광 3 ， 4호기 를 시 작으로 영 광 5 ， 6호기 와 울진 3 ， 4 ， 5 ， 6호기 등 국내 8개 원자력 발 

전소와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7개호가 CSONGS-2 ， 3 ， ANO-2 , WSES-3 , PVNGS-1 ， 2 ， 3)에 운 

용중인 디지털 실시간 노심보호계통이다. 노심보호연산가(제어봉집합체연산기 포함)와 관련 

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발전소의 노심보호연산기 관련 정 

지 사례를 수집하여 정지 원인을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2.1은 국내 상용 원전의 노심보호연산기(제어봉집합채연산기 포함) 운전경험자료 

[1]를 요약한 것이다. 영광 3，4호기의 경우 총 12회의 원자로정지가 발생하였으며， 각 호기 

별로 원인을 살펴보면 영광 3호기에서는 제어봉위치신호의 불량(신호잡음 및 부품고장 포 

함)으로 인한 불시정지가 4회， 가변과출력 및 운전윈 설수로 인한 붕시정지가 각각 1회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 4호기의 경우 제어봉위치신호의 불량(신호잡음 및 부품고장 포함)과 

운전원 실수로 인한 불시정지가 각각 4회， 2회로 나타났다. CPC 4 개 채널 중 l 개 채널에 

서만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한 채널트립은 총 22회(영광3호기 -11 회， 영광4호기 -11 회) 발 

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대부분은 CPCS 계측기 입력신호(제어봉위치 -5회， 원자로냉 

각재펌프 회전속도-3회 노외계측기 -4회 저온관 온도-2회)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부품고장 

(전원공급장치， CPU/MPC 보드 등)에 의한 채널트립이 8회로 나타났다 울진 3，4호기의 경 
우 총 3회의 원자로정지와 총 2회의 채널트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진 3호기에 

서 부품고장으로 인한 원자로냉각재펌프CReactor Coolant Pump , RCP) 전원상실， 제어봉 
위치 오지시 그리고 실제 제어봉 낙하로 인하여 원자로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울진 4호기에 

서는 원자로출력감발 작동 중 제어봉그룹의 삽입순서 위반으로 채널트립이 2회 발생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영광 3，4호기에서 CPC에 의한 원자로정지 및 채널트립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CPC의 압력 

으로 이용되는 신호들이 불안정하고 운전원이 새로운 계통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3년 3월 이후에는 CPC에 의한 원자로정지가 1건도 발생하 

지 않고 있다. 이는 전원공급기 및 전자차드의 1ST (In Service Test) 수행， 단자 조임， 광 
케이블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CPC의 고장률이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울진 3.4호기의 원자로정지 및 채널트립 발생 횟수가 영광 3，4호기에 비 

해 현저하게 감소한 이유는 영광 3，4호기의 운전 경험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비록 CPCS 관련 윈자로정지가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Concurrent사 제품의 CPU 
보드 고장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CPCS의 고장이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부품고장으로 

인한 채널트립 및 원자로정지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Concurrent사 제품인 CPU는 단종 되었으며 기타 다수의 부품(광모템， 광신호 경로변경 스 

위치， 터치 패빌 전윈공급기 등)이 생산중단 되었거나 중단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영광 3,4 

호기의 상업운전일 2)을 고려하면 현재 운용중인 CPCS는 13-14년 전의 생산품으로 노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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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고장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CPCS의 부품은 고가이고 조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으 

로 사용 중에 있다. 다음의 표 2.2는 영 광 4호기 CPCSCCPC/CEAC) 하드웨 어 의 고장 이 력 

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품의 주기점검과 교체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울진 3，4호기의 경 

우에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품의 노후화와 예비부품의 부족으로 CPCS 운용에 많은 어려 

움이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향후 하드웨어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PCS 운용중 응용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원자로정지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나 계측기 

입력신호 검증 알고리듬의 강화와 운전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PCS가 개발된 1970년대 대비 디지털 컴퓨터의 성능향상은 노심 주요 안 

전설계인자(DNBR， LPD)의 실시간 계산을 위한 최적 계산방법론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 

다. 

2) 영광3호기(1995. 03. 31), 영광4호기0996. 01. 31) 

C 
J 



표 2. 1 CPC 채널정지 및 CPC에 의한 원자로정지 이력 

발전소 발생일 운전조건 개요 원인 조치사항 

CPC/CEAC CPC/CEAC 기능시험 중 CEAC-1 시험 완료후 

1994-10-26 기능시험 DNBR/LPD Trip 신호에 복구 과정에서 실수로 운전원 재교육 

(출력 4%) 의한 원자로 정지 CEAC- 2를 BYPASS 

시운전 시험중 ASGT 및 
로입구관 온도 계측기 

시운전 시험 불량에 의 한 Loop 1A의 계측기 CABLE 
1994-11 - 24 

(출력 0%) 
Out-of-range 에 의 한 

로입구관 온도 급상숭 점검 
CPC 채빌트립 (CH. C) 

(2958 0C• 318.TC) 

시운전 시험 
시운전 시험중 VOPT에 중간 노외계측기 신호의 

1994-12-02 
(출력 2l. 4%) 

의한 CPC 채널트립 (CH 급격한 증가 계측기 점검 

0) (38%• 103.2%) 

시운전 시험 
시 운전 시 험 중 DNBR!LPD RCP 2A 속도의 급격한 

1994-12-06 
(출력 26%) 

Trip 신호에 의 한 CPC 감소 

채널트립 (CH. C) (1190rpm• 1093.1rpm) 

1994-12-18 시운전 시험 
시운전 시험중 DNBR!LPD CEA #41 (정지 제어군 

(출력 50%) 
Trip 신호에 의한 CPC B) 위치신호 SPIKE 

채널트립 (CH. C) (<74 cm) 

시운전 시험 
시 운전 시 험 중 DNBR!LPD RCP 2A 속도 감소 PID#419(Trip 

1995-02-03 
(출력 100%) 

Trip 신호에 의 한 CPC (오신호) Buffer Flag) 

채널트럽 (CH. C) (1190rpm• 1090rpm) RESET 
Pump Speed 

시운전 시험 
시운전 시험중 DNBR!LPD 

RCP 2A 속도 FAIL LO 
Sensor Status 

1995-02-10 
(출력 100%) 

Trip 신호에 의한 CPC 
발생 후 자동 복구 

Word PID#415 

채널트립 (CH. C) & #419 

RESET 

영광 RPCS 시험 RPCS시 헝 (Load 
RRS에 의 한 GROUP 4 

3호기 
1995-03-17 

(Load Rejection) 중 DNBR/LPD 
삽입도중 인출 면차 CEDM 시험 

Rejection) Trip 선호에 의 한 원자로 
닝EaLA써 。

(출력 100%) 정지 
r RPCS 시험 RPCS시 험 (Load 

(Load Rejection) 중 DNBR/LPD 
정지제어군 B로 할당된 

1995• 03-18 CEA#29 노심내 삽입으로 CEDM 시험 
Rejection)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삽입 편차 발생 
(출력 100%) 정지 

정상운전 정상운전중 VOPT에 의한 
SPURIOUS 신호에 의한 

TS CARD 교체 
1995-03-21 LOOP2 로입구관 온도의 

(출력 100%) CPC 채널트립 (CH 0) 
급감소 

정상운전 
정상운전중 DNBR/LPD 

MIDDLE EXCORE EXCORE HV 
1995-05-06 

(출력 100%) 
Trip 신호에 의 한 CPC 

DETECTOR HI (오신호) POWER 조정 
채널트립 (CH. 0) 

정상운전 
정상운전중 DNBR!LPD 

1995-08-07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CEA 인출 편차 발생 CEA FOM 교체 
(출력 100%) 

정지 

정상운전 
정상운전중 DNBR/LPD 

CEA#39(정지제어군 8) ACTM CARD 
1995- 09-06 

(출력 100%) 
Trip 신호에 의 한 원자로 

SUP DROP 교체 
정지 

정상운전 
정 상운전중 DNBR/LPD 

PO\νER SUPPL Y UNIT POWER SUPPL Y 
1995-09-18 

(출력 100%) 
Trip 신호에 의한 CPC 

교체 FAIL 
채널트립 (CH A) 

정상운전 
정상운전중 DNBR/LPD 

CH. A 5VDC POWER POWER SUPPL Y 
1995- 09-19 

(출력 100%) 
Trip 신호에 의한 CPC 

SUPPLY 고장 교채 
채널트립 (CH.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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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정상운전중 DNBR!LPD 

CEA #50 (BK2) 편;<} CH. A 1/0 Card 
1996-01-03 

(출력 100%) 
Trip 신호에 의한 CPC 

발생 교채 
채널트립 (CH. A) 

주급수 펌프 정지신호에 
RDB 상수인 

정상운전 정상운전중 VOPT에 의한 따른 RPCS 작동 중 
SDNMAX 값 1999-05-09 

(출력 100%) 원자로 정지 급격한 출력 증가에 

의하여 VOPT 발생 
변경 

시운전 시험 
시운전 시험중 DNBR!LPD 

CH. A CPU POWER 
1995-07-28 

(출력 ~20%) 
Trip 신호에 의한 CPC 

상실 (FUSE 단락) 
FUSE 교체 

채덜트립 (CH. A) 

시운전 시험 
시운전 시험중 DNBR!LPD CEAC-1 CEA #70 CPSR) 

1995 • 08-07 Trip 신호에 의 한 원자로 인출편차(오신호) 발생 광수산기 교체 
(출력 50%) 

정지 (광수신기 고장) 

시운전 시험 
시운전 시험중 DNBR!LPD CEA #3 1(B4) 삽입편차 

1995-08-31 
(출력 50→80%) 

Trip 신호에 의한 CPC (오신호)발생 ACTM 교체 

채널트립 CCH. B) (ACTM 불량) 
정상운전중 VOPT 빛 

1995-12-09 
정상운전 DNBR!LPD Trip 신호에 

CH. D PRE AMP 불량 PRE AMP 교체 
(출력 100%) 의한 CPC 채널트립 (CH 

D) 

정상운전 
정상운전중 DNBR!LPD CEA #39 요지시에 의한 

1996-06-18 Trip 선호에 의한 원자로 편차 발생 광송수신기 교체 
(출력 100%) 

정지 (광송수신기 불량) 

원자로 정지 후 원자로 정지 후 출력상승 ASI 감시 미숙으로 HOT ASI 감시절차 재 

1996-06-19 출력상승 중 중 ASI Out-of-rage에 PIN ASI 가 0.5 초과 교육 (QASI vs 

(출력 17%) 의한 원자로 정지 (PQASI 감시 요망) PQASI) 

원자로 정지 후 원자로 정지 후 출력상승중 ASI 감시 미숙으로 HOT ASI 감시절차 재 

1996-06-19 출력상승 중 ASI Out-of-rage에 의 한 PIN ASI 가 0.5 초과 교육 (QASI vs 

(출력 17%) 원자로 정지 (PQASI 감사 요 망) PQAS]) 

영광 "j λ 。l직 ~~ 
정상운전중 DNBR!LPD CEA #39 오지시에 의한 

4호기 1996-07-10 
(출력 100%) 

Trip 신호에 의한 원자로 편차 발생 광송수신기 교체 

정지 (광송수신기 불량) 

정상운전중 VOPT 및 

1996-08 • 01 
정상운전 DNBR/LPD Trip 신호에 

Excore Detector Fail 
(출력 100%) 의한 CPC 채널트립 (CH. I 

C) 

1996-10-10 
정상운전 CPC CH. A VOPT , 

P/S Fail P/S Voltage 조정 
(출력 100%) HI LPD , LO DNBR TRIP 

1996-10-13 
정상운전 CPC CH. B CPU HAL T 

CPU P/S Fail 교체 
(출력 100%) LPD/DNBR PRETRIP/TRIP 

"j λ 。Lι&-~ CPC CH. C DNBR/LPD 
Excore Noise Card 점검 1997-04-12 

(출력 100%) TRIP 
정상운전 CPC CH. B F AIL 

교체 1997-04-13 CPU Board Fail 
(출력 100%) DNBR!LPD CH TRIP 
정상운전 CPC CH. A LPD/DNBR 

MPC Board Fail 교체 1998-02-12 
(출력 100%) TRIP 

1998-02-27 
져。 人。}~져 LC CPC CH. C 순간 트 립 후 

제어봉 오정렬 
(출력 100%) 복귀 

주급수 펌프 정지신호에 
조절제어군 4 , 5 번의 

Upper Deadband 

1998-06-04 
정상운전 따른 RPCS 작동 중 

out-of-sequence에 의 
내에서의 조절제 

(출력 100%) Out-of-sequence에 의 한 
하여 Aux. Trip 발생 

어군 4 ， 5번 위 

CPC 채널트립 CCH. B) 치 조정 

2000-02 • 07 져。샤 。우 ι 저 제어봉운전가능성 시험중 제어봉 위치 신호 전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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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케이블의 접촉불량애 

(출력 100%) I 오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1 의한 제어봉 위치 편차 
오신호 딸생 

House Load 상태에서 
j TBN 진동 발생 TBN 

1998-04-061 시운전 시험 j 수동시 전원절채 안되어 
DNBR Lo Trip 

RCP 전원상실 

위치 오지시 (381→ 
CPC Ch. 0는 CEA Dev 

울진 11998-06-011 (출천 )력삿 〉 우 10처0 」%) | | | J )D)i-l/ 로 인한 DNBR Lo 
발생 후 7초 지연되고 | 불량 AI Card 및 

Trip , CPC Ch. A는 Surge Card 교체 
3호기 Trip (PF= 1.27> 

3 1. 6초 지연 후 Trip됨 

S/D ’A’ #9 CEA OPTO-Isolator Card에 

;셔。 AJ~~ I Drop되면서 삽입형 있던 뼈선에 의해 | Power 불량， 
1999-01-22 1 (출력 100%) 편차발생으로 PF= 1.33 회 로단락으로 CEA#9 Card 교체 

적용되어 DNBP Lo Trip 닥하 

주급수 펌프 정지신호에 
조절제어군 4, 5 번의 

Upper Deadband 

| 정상운전 | 따른 RPCS 작동 중 내에서의 
2001-03-23 out-of-sequence어l 

조절제어군 4 ， 5번 (출력 100%) 1 Out-of-sequence에 의한 
의하여 Aux. Trip 발생 

울진 | 
CPC 채널트립 (CH.O) 위치 조정 

낙뢰 영향으로 송전선로 
Upper deadband 

개방 및 SBCS의 빠른 조절제어군 4 , 5 번의 

2002-08-061 출정력상운처 」 개방에 의한 RPCS 작동 중 out-of-sequence어l 
내에서의 조절제 

(~"'l 100%) 
의하여 Aux. Trip 발생 

어군 4, 5 번 워 
Out-of-sequence에 의 한 

치 조정 
CPC 채널트립 (CH. C) 

Q 
]



표 2.2 영 광 4호기 CPC/CEAC 하드웨 어 고장 이 력 

날짜 고장내용 원인 조치내용 고장신호 

CPC LPD/DNBR MARGIN FAIL 
AI card 접촉불량 점검 CPC PANNEL 1995-07-14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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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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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AC 1 FAIL CEAC 
1995-08-07 

(RSPT CEA39 위치 오지시) 
CPC PANNEL 

Rebooting 

1995-08-19 CPC/CEAC TROUBLE ALARM Alarm 회로 오동작 System Reset Ot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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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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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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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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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C CH D TRIP 
교체 1995-12-09 

(VOPT, LPD , DNBR) 
Excore Pre-AMP Fail Other System 

CPC CH D VOPT 
교체 1995-12-17 

PRETRIP /TRIP ALARM 
Excore HV Card Fail Other System 

PPS CH D HI LOG PWR TRIP 
Excore LCR Card 및 

점검 및 교체 Other System 
Output Buffer Card Fail 

CEAC 2 SENSOR FAIL ALARM 
CPC/CEAC FOM RX/TX 

교체 Other System 1996-02-19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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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AC 2, CEA 27 지 시 불량으로 

1996 • 03-22 인 한 CEA DEVIATION ALARM과 RSPT 교정불량 교정 CPC PANNEL 

CWP ALARM 

CEAC 1 CH B FAIL 
5VDC P/S Fail 교체 1996-03-31 

CEAC 1 ON 작동불량 
CPC PANNEL 

CPC OM의 CEAPDS MONITOR 

1996-04-06 FAIL CEAPDS Computer Fail Reboot 

(Monitor어I Error 메시지 발생) 

1996-06-18 
S/D GRP B CEA 39 오지시에 

FOM RX/TX Fail 교체 CPC PANNEL 
의 한 CEA DEVIATION Rx TRJP 

1996-07-10 
S/D GRP B CEA 39 오지시에 

FOM RX/TX Fail 교체 CPC PANNEL 
의 한 CEA DEVIATION Rx TRIP 

CPC CH D CPU INPUT CARD 
교체 1996-07-16 5VDC P/S Fail CPC PANNEL 

PWR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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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C CH C TRIP 
1996 • 08-01 Excore Detector Fail Other System 

(VOPT , DNBR, LPD) 

1996-08-06 
CPC CH A VOPT PRETRIP 없이 

Excore Detector Fail 
TRIP LAMP 점등 

CPC P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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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Fail 
P/S Voltage 

CPC PANNEL 
DNBR TRIP 조정 

1996-10-13 CPC CH B CPU HALT , CPU P/S Fail 교체 Other System 

Q 
]



LPD/DNBR PRETRIP/TRIP 

1997-01 -26 CEAC 1 CEA 71 HUNTING 처aτ i역「등 a흐 2J 점검 CPC PANNEL 

1997-04-12 CPC CH A DNBRlLPD TRIP Excore Noise Ca rd 점검 CPC P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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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TRIP 
CPU Boarcl Fail 교제 Other System 

1997-05-04 
CPC CH A OM F AIL. CEA 63 

FAIL 
OM FM Fail 교체 및 점검 Other System 

CPC CH A RCP SPEED CARD 
RCP Sensor 특성 변화 Carcl 교정 현장 Sensor 1997-05-17 

FAIL 

1998-01-04 CPC CH D RCP2A SPEED LOW Freq. Carcl Fail 교채 CPC P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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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CEAC 1 CEA 39 지시불량 AI. AI Surge Card Fail 교체 CPC PANNEL 

1998-02-27 CPC CH C 순간 트립 후 복귀 제어봉 오정렬 

1998-06-04 
RPCS 동작시 CPC CH B 순간 

S/W Bug Bug Fix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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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C CH C SL DISK LOADlNG시 
IDC Board Fail 1998-07-15 교체 CPC PANNEL 

10 ERROR 

CEAC BATTERY P ACK 
1999-01-06 

방전-MEMORY 
Battery Pack Fail 교체 CPC PANNEL 

1999-02-04 
CEA 31 CPC/CEAC 편차발생 

AI Card Fail 교체 CPC PANNEL 
PMS 경보 

1999-02-12 CEAC 2 CEA42 위치변동 FO Connector 접 촉불량 교체 CPC PANNEL 

CPC CH A OM CURSOR 
1999-02-26 

깜빡거림 
CEAPDS RAM Fail 

점검 및 
MCR OM 

Rebooting 

1999-02-27 CEAPDS CRT FREEZING ‘'="、ζti←~、---=-}’‘- 교채 및 용량 
CEAPDS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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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장의 CPCS 개선안 평가 

영광 3호기에 CPCS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섣치된 이후 시운전 및 상업운전을 거치면서 많 

은 운전경험이 축적되었다. 영광 발전소에서는 CPCS 개선을 위하여 운전원， 운용요원 및 

섣계자로 구성된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노섬보호계통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평가하였 

으며 [lJ. 그 주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2.2.1 제어봉 위치편차 오신호의 선별 

제어봉집합체연산기 (CEAC)에서는 개별 제어봉집합체들의 위치신호를 사용하여 그룹 및 부 

그룹 간에 위치 편차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라고 특정한 크기 이상으로 제어봉 

위치편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페널티계수(Penalty Factor)를 결정하여 핵비등이탈율 및 국 

부출력밀도 계산에 벌점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페널티계수가 큰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를 발생시킨다. 실제로 제어봉 위치편차가 발생하여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 

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신호에 의하여 발생된다. 현재의 재어봉집합체연산기에서는 실제 제 

어봉 위치편차와 오신호에 의한 위치편차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노심보호연산기 (CPC) 

내에서 노외계측기 선호 변화를 평가하여 실제 편차인지 오신호에 의한 편차 인지를 구분하 

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단일 재어봉이 연출 또는 삽입되어 편차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노외계측기의 출력변화가 감지되고 이러한 경우에만 페널티계수를 부여함으로써 오 

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외계측기는 모든 운전 상황에서 요구되는 민감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으 

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해석적인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 

지만 실제 제어봉 편차를 오신호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 

수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기존의 노외계측기는 페널티계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제어봉 위 

치편차의 크기로는 출력 변화율이 미마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2 CEAC 추가 설치 

CEAC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신고리 1， 2호기에 설치 예정인 

Common-Q CPCS에서는 CEAC을 8대로 증가시켜 각 CPC 마다 독 립적인 2대의 CEAC으 

로부터 제어봉 위치편차 페널티계수 정보를 받도록 변경하였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CEAC 페 널티 계수 정보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는 CEAC 

고장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RSPT의 고장 및 오신호로 인한 원자로정지 확률 

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CEAC의 개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개별제어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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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들의 위치신호를 나타내는 RSPT의 고장 또는 오신호는 4개 채널에 동일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또한 CEAC의 증가로 인하여 계통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무작위 

고장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계통에 비해서 더 많은 유지 빚 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2.2.3 RSPT 추가 및 개선 

가. RSPT 추가 설치 

개별 제어봉집합체마다 2대의 RSPT가 설치되어 재어봉 위치신호를 감지하고 2대의 CEAC 

에 제어봉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2대의 CEAC에서는 4대의 CPC 각각에 제어봉 위치편차 

페덜티계수 값을 제공한다. 영광 3 ，4， 5 ， 6호기 및 울진 3 ，4， 5 ， 6호기 원전에서는 모든 보호계 

통이 독립적인 4개의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CEAC 만은 2개의 계통으로 구성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RSPT를 4대 설치하고 

CEAC을 4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어봉집합체의 변경 없이 추가적인 RSPT 만 

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 공간의 문제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RSPT 중간위치에 추가적인 스위치 설치 

이 방안은 RSPT 내 중간 위치에 추가적으로 몇 개의 Contact Switc h를 설치하는 것이다. 

RSPT에서는 각 리드스위치가 l.5 인치 간격으로 위치지시 저항 사이에 설치되도록 설계되 
어 있다. 리 드스위 치 는 CEA Extension Shaft Assembly (ESA)의 상부에 설 치 된 Magnetic 
Assembly에 의해 작동된다. ESA가 리드스위치에 접근하면 스위치 Contact Switch가 닫히 

게 되고 전체 저항변화에 의한 전압신호의 변화로 제어봉위치를 감지한다. Magnetic 
Assembly가 어떤 리드스위치에서 다른 리드스위치 위치로 이동되는 동안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 완료될 때까지 이전 리드스위치의 Contact Switch는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실패되는 경우에는 제어봉 위치신호는 순간적으로 완전삽입 상태 (즉 ， 

Zero 위치)를 지시하게 되어 원자로 정지 또는 CPC 채널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 

존의 설계에서는 ESA Magneti c Assembly에 의한 자력의 크기가 l. 5인치 간격으로 설치 

된 러드스위치에 적절히 작동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RSPT 내 중간 위치에 추가적으로 
몇 개의 Contact Switch를 설치하는 것은 l.5 인치 의 간격 요구사항을 위 반하게 되어 신호 

상실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원자로정지 가능성을 증가시커는 결과 

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 UEL (Upper Electrical Limit) 근처 에 추가적 인 리 드스위 치 설 치 

이 방안은 리드스위치의 l.5 인치 간격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Upper Elec trical Limi t 

(UEU 근처 에 Contact 스위 치 를 추가 설 치 하는 방안이 다. 추가 설 치 된 Contac t 스위 지 모 

두가 닫혔을 경우에만 닫히고， 모두 개방될 때만 개방되도록 추가적인 Contac t 신호를 설치 
하는 것이다. 이 신호는 기존의 제어봉 위치신호와 함께 CEAC에 제 공되어 모든 Contact 

신호가 개방된 경우에만 기 존의 알고리듬에 따라 페널티계수를 계산한다. 

η
 ι
 



이라한 변경을 통하여 그룹 내에 모든 제어봉이 노심상부에 있을 때 제어봉 위치지시의 오 

신호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제어봉 워지편차에 의한 페널티계수 부여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완전연출 상태에서 12-Finger 제어봉의 오신호로 인한 삽입신호가 발생하는 경 

우에 원자로정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고장 문제로 인하여 2대의 CEAC이 운전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onnector를 포함한 

RSPT의 재설계， 보조 보호케비닛의 광범위한 개선 빚 CEAC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요구된 

다. 또한， 기존의 노심보호연산기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무작위 고장 확률이 증가하고 더 많 

은 유지/보수의 노력이 요구된다. 인허가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변경 빛 이에 따른 검증 

작업이 요구되므로 인허가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RSPT 하드웨어 변경에 따른 기 

기내진 및 기기환경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라한 개선을 통하여 RSPT 고장에 의한 오신호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카고 오신 

호에 의한 삽입방향으로의 제어봉 위치편차에 의한 원자로정지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방안은 개념적으로 RSPT의 설계변경이 전체 계통의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하는 상세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를 수행한 후에는 실제 적용에 큰 문제점 

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PSCEA 위치편차 페널티계수 감소 

기존의 노심보호연산기에서는 부분강제어봉(Part Strength CEA , PSCEA)이 인출방향으로 

Deadband 이상으로 제어봉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매우 큰 페널티계수가 적용되어 원자 

로 정지가 발생한다. 

부분강제어봉은 정상 운전 중에 축방향출력분포 제어를 위하여 빈번히 삽입되기 때문에 오 

신호 또는 실제적인 제어봉 위치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페널티 

계수의 값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세 분석올 통하여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부그룹 편차 및 다중 편차에 대한 상세분석도 요구된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따라서는 제어봉 낙하사고시 필요한 Required Overpower 

MarginCROPM)의 증가가 요구되어 정상운전 제한치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마. 오신호 방지 펼터 설치 

이 방안은 입력 신호 후단에 필터를 설치하여 제어봉집합체연산기에서는 펼터링 된 값을 이 

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상당 부분 오신호를 제거 또는 완화할 가능성이 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랴나 필터의 추가는 안전해석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불확실도를 증가시 

켜 발전소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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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현재 국내의 영광 3 ，4， 5 ， 6호기 및 울진 3 ，4， 5 ， 6호기에서 사용 중인 노심보호계통과 신고리 

1 ， 2호기부터 적용 예정인 Common-Q 노섬보호계통에 대하여 검토하고， 미국에서 추진 중 

인 SENTINEL 노심보호계통 및 독일의 원전이l 사 적용중인 COPS 노심보호계통을 검토/평 

가하였다 

2.3.1 Legacy 노심 보호계 통 

현재 영광 3，4， 5 ， 6호기 및 울진 3 ，4 ， 5 ， 6호기에서 사용 중인 노섬보호계통(이하， ’Legacy 

CPCS’라 칭함) [2 ， 3] 인 Legacy CPCS는 펼요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하는 안전계통으로， 

독립적인 4 개의 다중 채널로 구성되며， 이중 2개 채널 이상에서 원자로정지신호가 발생하 

는 경우 발전소보호계통의 2/4 논리에 의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그러나 Legacy CPCS는 

비록 독립적인 4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제어봉집합체에 설치된 제어봉위치검출기 

(RSPT)가 2개로 제한되므로 제어봉집합체연산기 (CEAC)는 2개의 채널(채널 8 , C)에만 구 

성되어 있다. 즉， 2개 채널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 (CEAC)에서 각각의 개별 제어봉위치검출 

기 신호를 처리하여 제어봉위치편차에 따른 정보를 4개 채널의 노심보호연산기 (CPC)에 모 

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제어봉집합체연산기 (CEAC) 1 개 채널의 정보가 신호연결 

시스템의 불량으로 인한 거짓 신호이거나 사용 불능일 경우에는 4개 채널의 노심보호연산 

기 (CPC)가 모두 영향을 받아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한， Legacy CPCS는 제어봉집합체연산기 (CEAC)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시험을 필요로 하 

며， 점검 중에는 1개 채널만이 운전 가능한 상태이므로 제어봉집합체연산기 (CEAC)의 단일 

고장(Single Failure)이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가능성 이 높다. 

그라고 Legacy CPCS는 제어봉위치검출기 신호를 채널 A와 8 , 채널 C와 D가 공유하고 있 

으므로， 각 채 널 에 는 광격 리 장치 (CEA Position Optical Isolation Assembly , CPOIA)가 설 

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격리장치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제어 

봉위치검출기 신호의 공유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2.1은 Legacy 노심보호계통의 계통도를 나타낸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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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A CHANNEl B CHANNEl C CHANNEl D 

18 CEAS 18 CEAS 18 CEAS 

Processor:6,CPOJA:80 
CPOJA(CEA Position Optical Isolation Assembly 

그럼 2.1 Legacy CPCS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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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Common-Q 노심보호계통 

가‘ 설계개선 배정 

영광 3 ，4， 5 ， 6호기 및 울진 3 ，4， 5 ， 6호기에서는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워l 어로 Concllrrent사의 

3205 Model을 사용한다. 입출력 장비는 Real Time Prodllcts (RTP)사의 입출력 장비를 

사용하여 구현되었으나， 3205 컴퓨터의 생산 중단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Upgrade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또한， CEAC이 2 채널(채널 B& 채널 C)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의 컴퓨 

터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자로정지를 유발할 가능생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Legacy 노심보호계통의 경우 RSPT신호를 채빌 A와 B, 채널 C와 D가 공유하고 있으며 채 

널 A에는 광모템 송신기가 있고， 채널 B에는 광모댐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 

호의 공유로 인하여 광모템 중에 1개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로정지를 유발하는 경우 

가 있었다 또한， Legacy 노심보호계통의 경우 채널간의 광통신은 SMA 형태의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유지 및 보수가 보다 용이한 ST 형태로 변경하여 줄 것을 현장에서 요청 

하였다.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공급은 단일 고장에 의해서 한 채덜을 운전불능 상태로 만들 

며， CEAC의 경우에는 원자로정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CPU의 전원공급을 이중화하여 줄 것 

을 요구하여 왔다. 

나. 설계개선 내용 

Common-Q 노심보호계통 [4 ]에서 는 광격리 장비인 CPOIA 대신에 제아봉위치신호 프로세 

서인 CPP를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CEA 위치신호의 고장률이 감 

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널간의 데이터 공유로 각 CPC 채널에 2대의 CEAC를 설치 

하여， CEAC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원자로정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ommon-Q 노심보호계통에서는 각 CPC/CEAC/ CPP 프로세서의 전원공급을 2중의 모율로 

구성하여 ， CPU 전원장치에 대한 고장 허용율이 증가되었다. 또한， 기존의 SMA 형태의 광 

케이블 커넥터를 다른 계통과 같이 ST 형태로 대체하여 부품의 표준화를 향상시켰다. 운전 

원 모률은 Color Flat Display를 사용하여 MMI (Man Machine Interface)를 인간공학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광 3 .4， 5 ， 6호기 빛 울진 3 .4， 5 ， 6호기의 

Legacy CPC와 신고라 1. 2호기에 적용될 Common-Q CPC의 비교룹 요약하여 표 2.3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2.2는 Common-Q CPCS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된 하드웨어적 설계개선 외에 다음과 같은 기능적 설계요구사땅 또한 반영되었 

다. 

(1) Seized-Rotor 사건을 감지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틈을 FLOW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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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CPCS 하드웨어는 Seize d - Rotor 사건 발생 시 펄스의 손실로 인하여 펌프의 입 

력 레지스터의 overflow가 발생한다. 그러나 Common-Q CPCS 하드워1 어는 

Seized-Rotor 사건 발생 시 CPC에 입 력 되 는 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Seized-Rotor 사건 발생으로 인한 입 력유량(Wi) 01 Seized-Rotor 관련 상수(W 1r) 설정 

치 이하이면 RCP Shaft Speed Sensor 최대입력 설정치 (WMAX)가 현재의 입력 값으로 

설정되어 (입력펼스 값은 RCP 회전수에 반비례함) CPC 트립을 발생시킨다. 

(2) Noise Spike에 의한 RPC (Re actor Power Cutback) Flag 설정 알고리듬 오류 정정 

기 존의 CPC에 서 는 RPC 그룹 내 에 어 떤 CEA가 Noise Spike로 인 하여 낙하하는 것 처 

럼 나타나변 RPC Flag를 설정하고 Flag 설정 최대시간 (TCBSP) 동안 Flag가 계속 설정 

된 채 유지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Common-Q CPCS에서는 CEAC의 다음 실행주기에 

서 Noise Spike가 없어지면 RPC Flag를 reset하도록 알고리듬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Noise Spike에 의한 RPC Flag 발생 가능성이 적고， RPC Flag 설정시간 

(TCBSP) 동안 CPCS 보호기능이 필요한 제어봉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CEA Penalty Factor의 Packing 방법 변경 

Common-Q CPCS는 CEAC-와 CPC 간의 16-bit Penalty Factor (PF) Word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CEAC으로부터 2개의 real number(PFDNBR과 PFLPD)와 1 개의 

hexa- number(CEACFLAC>를 계산하여 전송한다. 이 때 , CEACFLAG에 는 CEAC Failure 

Flag , 다중편차 Flag , RPC Flag와 CEA Deviation Flag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단점 

하드웨어 및 기능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Common-Q CPCS에서는 제어봉집합체연산기가 2 

개에서 8개로 증가하고， 제어봉위치검출기신호처리 프로세서인 CPP가 8개 추가됨 으로 인하 

여 하드혜어 구성이 복잡해졌다. 그라고 이로 인한 하드웨어의 고장 발생 가능성의 증가， 

정기점검 및 유지 보수의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문제점올 가지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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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α:32，OIA:48 
CPP:CEA Position Proces∞r 

그림 2.2 Common-Q CPCS 구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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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Legacy CPC와 신고리 1 ， 2호기의 Common-Q CPC 비교 

영 광 3-6호기 및 울진 3-6호기 

(Legacy CPC) 

o Operator ’s Module 

- Plasma Display Unit (PDU) 

o Hardware Configuration 

- 각 채널 당 CPC 1 대 

• Concurrent 모델 3205 

- 채 널 B와 C에 만 CEAC 1 대 

o Channel Isolation 

- 채 널 A， B간 C.D간 CPOIA사용 

o Maintenance and Test Panel (MTP) 

- MTP 없음 

- Test Panel 이 용 

• MCR의 OM에 시스템 정보 제공 

o Software Algorithms 

- 어셈블리어 

o Communication to PMS 

- 시리얼 데이터 링크， RS-232 

o CEA Position Display 

- 1 CRT 

o Maintenance Test Cart (MTC) 

- 소프트웨어 로딩， 감시 시험에 사용 

신고리 1 ， 2호기 (Common-Q CPC) 

o Operator ’s Module 

- Color Flat Panel Display (FPD) 

- 향상된 MMI 화면 

o Hardware Configuration 

- 각 채널 당 CPC 1 대 

• Advant AC 160 사용 

- 각 채 널 당 CEAC 2 대 

o Channel Isolation 

- CEA 위치 프로세서가 채널간 격리 역할 

• 주 프로세서， 보조 프로세서로 구성 

• Advant PM 646 프로세서 사용 

o Maintenance and Test Panel (MTP) 

- MTP 있음 

.OM과 통일한 정보 표시 

·감시 시험 정보 제공 

• 소프트웨어 로딩 정보 제공 

o Software Algorithms 

- Advant AMPL 언 어 

- 울진 5 ， 6파 동일한 기능 설계 이용 

o Communication to PMS 

- Ethernet , TCP/IP 

o CEA Position Display 

- 1 FPD로 향상된 MMI 화면 

• MTP , 아이고} 같은 디바이스 

o Maintenance Test Cart (MTC) 

- MTP토 대체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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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SENTINEL 노심보호계통 

SENTINEL 노심보호계통 [5]은 1997년 10월에 미국의 Westinghouse 사에 의해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미국특허 제 6 ，061 ，4 12호)된 시스템으로， 바나융(Vanadium) 계측기와 백금 

(Platinum) 계측기가 Hybrid 형태로 구성된 고정형 노내계측기 (PARSSEL 계측기)를 이용 

하여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계산하고， 계산된 3차원 출력분포와 함께 로입구관 온도， 가 

압기압력， 노섬유량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핵비등이탈율， 선출력빌도 및 가변과출력을 계 

산하고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함으로써 노심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특허 재 6 ，061 ，4 12호는 1998년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지정 

국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이며， 국내에도 2000년 4월 출원하여 국내 등록00-0605818)을 획득 

한 상태이다. 

SENTINEL 보호계통은 감마반응 고정형 노내계측기 및 중성자 반응 고정형 노내계측기가 

Hybrid 형태로 구성된 PARSSEL 계측기(미국특허 제 5 ， 745 ， 538호) 신호 값을 입력으로 사 

용한다. PARSSEL 계측기 계통은 감마에 민감한 백금 계측기와 중성자에 민감힌 바나듭 계 

측기가 Hybrid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서 시간 지연 빛 계측기 연소 없이 원자로 출력에 직 

접 비례하는 신호를 제공한다. 백금 계측기는 비연소 즉발응답 계측기로서 설제 보호계통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빠른 신호를 제공한다. 바나륨 계측기는 설시간으로 감마속， 중성자속， 

및 원자로출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3은 PARSSEL 계측기 [6] 의 단순화된 기능적 도식도이다. 바나듭 계측기의 민감도 

(즉， 단위 길이 당 계측기 신호)는 매우 낮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 설비와 유사한 설계를 사 

용하기 위하여 바나융 계측기의 길이를 증가(즉， 노심의 높이와 거의 동일하도록 설계)시켰 

음을 볼 수 있다. 바나듭은 열중성자 흡수단면적이 약 5b 정도로 작기 때문에 계측기 연소 

는 매우 느린 반면， 생성되는 전기적 신호가 작기 때문에 매우 긴 계측기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4개의 백금 계측기는 각각 노심 영역 Rl, 노심 영역 Rl+ R2. 노심 영역 Rl+ R2+ R3. 

및 노섬 영역 Rl + R2+ R3+ R4에 해당하는 길이로 중첩되어 설계되어 있으며 가장 긴 백금 

계측기의 길이는 바나륨 계측기 길이와 동일하다. 

PARSSEL 계측기 계통은 정상상태 운전에서 계측된 바나륨 및 백금신호를 이용， 축방향으 

로 4개의 선호 값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p.~(t)-P1(t )\ 
V4 (t) = I ‘ ~I. v(t) 

P4 (t) 

P? (t) \ 
= 11 스 1. v(t) - v 4 (t) \i P4 (t)) 

까 (t) = (1-센씩 . V(t) - V4 (t) - 까 (t) 
\ i P 4 (t) ) 

Vj(t) = V(t)- η (t) - 까 (t) - V4 (t) 

여기서， V( t)는 정상상태 운전조건에서 시간 t애서 바나듭 계측기에 의해 측정된 신호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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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Pj(t) , P 2( t), P 3( t) 빚 P 4(t)는 가장 짧은 백금 계측기에서 가장 긴 백금 계측기까지 

즉정된 신호 값을 나타낸다. Vj( t), V2( t), V3(t) 맞 V4 (t)는 각각 노심 영역 Rl , R2 , R3 , 및 

R4에서의 바나륨 계측기의 신호 값을 의미한다. 즉，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백금 계측기 신 

호를 바나둠 신호어l 축방향으로 할당하여 각 축방향 위치에서의 선호값 (Vj( t), V2(t) , V3(t) 

맞 V 4(t))을 산출한다. 이와 같이 바나륨 신호를 할당하는 방법은 기저신호 (Background 

SignaJ)의 영향이 노심 전부분에 걸쳐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l 기저신호의 보정이 요구 

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은 정상상태 운전조건에서 모든 백금 계측기에 대하여 감마의 영향이 동일하다 

는 가정에서 가능하다. 노심출력이 변동되어 출력분포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핵분열 및 

핵분열 생성물의 변화에 따라 백금 계측기의 신호가 다르게 발생한다. 핵분열 생성물의 농 

도가 평형상태로 환원되기 전에는 감마의 영향이 각 백금 계측기에 다묘게 나타난다. 노심 

의 과도상태에서도 비례적인 축방향 할당 이론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금 계측기 

의 선호가 계측기 위치에서 중성자속에 일정한 상수 값을 가지고 비례해야 한다. 노섬과도 

상태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핵분열 생성물에 의해 생성된 백금 계측기의 일 

부 신호는 측정된 백금계측기 선호에서 Filtering되어야 한다. 그럼 2.4는 SENTINEL 보호 

계통에 사용되는 입력 빚 기능을 나타낸다. 

SENTINEL 보호계통은 3가지의 노심보호 기능을 가지고 았다. 첫 변째 기능은 핵연료 중 

심옹도 용융방지 기능으로서 설시간으로 계산된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이용하여 선출력 

밀도를 계산하고 이 값을 설정치와 비교하여 초과하는 경우에 원자로 정지선호를 발생시킨 

다. 두 번째 기능은 핵연료봉의 국부 열속을 채한하여 핵비등이탈이 발생하는 열속 이하로 

원자로냉각재의 열전달 영역을 유지함으로써 피복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대로 허용되는 

열속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측정된 열속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경우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세 번째 기능은 계산된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이용하여 원자로 열줄력과 출 

력 변화율을 계산하고 설정치와 비교함으로써 반응도 증가에 따른 과출력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저장된 에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실제 원자로정지 사 

이의 시간 지연이 적절하고 보수적으로 고려되도록 시간 보상이 측정된 값에 적용된다. 

SENTINEL 보호계통은 기존의 보호계통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SENTINEL 보호계통은 기존어l 사용하던 로출구관 온도， 노외계측기 신호， 맞 안전등급의 

제어봉 위치신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통에 사용되는 입력신호를 단순화할 수 있다. 

또한，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실시간으로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안전여유도가 증가될 것 

으모 예상된다. 특히， 단일 제어봉 낙하 또는 인출에 따른 반경방향출력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비대칭을 유발하는 사고와 관련된 안 

전여유도는 획기적으토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PARSSEL 계측기의 개념， SENTINEL 보호계통의 개념 맞 처리된 선호를 공유하는 하드웨 

어 구현계통은 이미 미국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라고 PARSSEL 계측기에서 사 

용하고 있는 중성자 반응 계측기와 감마 반응 계측기로 구성된 Hybrid 형태의 계측기는 많 

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SENTINEL 보호계통애서는 각 채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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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기l즉기의 1/4 만을 입력으로 사용하지만 지리된 출력은 각 채널이 공유하는 개념을 가 

지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통의 구성은 보호 

계통의 물리적 분라 개념을 유지하면서 3차윈 출랙분포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규제환경이 국내와 유사하므토 추후에 인허가를 고 

려할 때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CALCULATIO~~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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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etector 

R1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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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ARSSEL 계 측기 의 기 능적 도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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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COPS 노심보호계통 

독일의 Siemens 사에서는 이동형 중성자속 측정계통올 이용하는 Aeroball 계통과 고정형 

노내계측기를 이용하는 출력밀도 계측기 (Power Density Detector , PDD) 계통을 모두 사 

용하고 있다 [7 ， 8]. 이들 계통들은 주기적으로 Aeroball 계통의 자료를 기준으로 PDD 계통 

을 교정함으로서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림 2.5에서 보이듯이 Aeroball 계통은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중성자속 측정계통으로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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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반적으로 1,300 MW PWR에서는 28-327>> 의 Aeroball Probe를 가지고 있다. Ball들 

은 중성 자 반웅물질 인 바나융(Vanadium)이 Steel Ball에 도포된 합금 형 태 로 구성 되 어 있 

다. Ball로 채워진 Probe는 노심 내에 삽입되어 약 3분 동안 중성자속에 조사되고 출력분 

포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한다. 취득된 자료는 독립적인 컴퓨터에서 3차원 출력분포 및 첨두 

계수로 계산된다. 

1300 MW PWR에서 PDD 계통은 축방향으로 6개의 고정형 노내계측기를 갖는 8개의 계측 

기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형 노내계측기는 감마에 민감한 코발트(Cobalt)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심제어， 노심감시 및 노심보호에 모두 사용하고 있다. 즉， PDD 계통에서는 고정형 

노내계측기 신호와 기타의 다른 입력신호를 사용하여 On-Line으로 연속적으로 핵비둥이탈 

율과 첨두출력밀도를 계산한다. PDD 계통은 Aeroball 계통의 기준자료를 이용하여 주기적 

인 교정을 수행한다. PDD 계통의 신호처 리 과정은 그림 2.6에 나타나 있다. Aeroball 계통 

의 값으로 교정된 PDD 입력신호는 신호의 건전성 평가를 거친 후에 3차원 출력분포로 계 

산된다. 이때， 3차원 출력분포는 3차원 노심 Simulator (또는， 3차원 노섬 코드)와 결합되어 

계산된다. 그림 2.7 , 그림 2.8은 이동형 노내계측기 (Aeroball 계통)와 고정형 노내계측기 

(PDD 계통)가 실제 노심 내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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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OPS 계통에서 이동형 노내계 

측기를 이용한 고정형 노내계측가의 교정방안， 고정형 노내계측기 물질로서 Cobalt를 선택 

한 배경 등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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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내외 특허 현황 

CPCS는 불완전한 운잔 상태쿄부터 노심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통으로 CPCS 

알고리듬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미국， 일본 맞 한국에서 출원된 특히활 중심으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 .4 .1 미국특허 

가. 윈천특허 

CPCS 노심보호계통 알고리듬과 관련하여서는 1973년 5월 22일에 구 CE( Combustion 

Engineering)사에서 시리즈로 출윈하여 (출원번호 362.696 , 362 ,697 , 362 ,698) 각각 

1978.3.21, 1982.5.18 , 1982.3.9일에 미국특허 4,080 ,251 , 4,330,367 및 4 ， 318 ， 778로 등록된 

3개의 특허를 CPCS 관련 원천특허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口 US 4.080.251 

- 발명 의 명 칭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nuclear reactor 

발명 자 , Charles Ronald Musick 

- 권 리 7-} Combustion Engineering 

- 출원일 1973.5.22 

출윈번호 : 362.696 

등록일 1978.3.21 

- 요 약 A control system and method for a nuclear steam supply system 

for calculating the appropriate operating limits of the system 

based on the system’s design limits 

口 US 4,330 ,367 

발명 의 명 칭 System and process for the control of a nuclear power system 

- 발명 자 Charles Ronald Musick 

권 리 자 Combustion Engineering 

- 출윈일 1973.5.22 

- 출원번호 362 ,697 

- 등록열 1982.5.18 

- 요 약 A protective control system and method for a nuclear s team 

supply system for the protec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safety 

design limits , the system compnsmg the combination of two 

sub-systems. 

口 US 4.318.778 

- 발명 의 멍 칭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rolling a nuclea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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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Ronald Musick - 발명자 

- 권리자 Combus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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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 a nuclear steam s upply system A control sys te m and 

the of one of vio이l ation pending the pred비IC아tmg continuous ly for 

system’s design limits. 

나. 유사 관련특허 

그리고 노심보호계통 알고리듬과 관련하여 위에 열거한 3개의 원천특허 이외의 유사특허로는 미 

국특허 6 ，061 ，4 12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특허에서는 바나륨 계측기와 백금계측기가 Hybrid 

형태로 구성된 고정형 노내계측기를 이용하여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계산하고， 계산된 출력분 

포와 원자로입구 온도， 가압기 압력， 노심유량올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핵바퉁이탈율 및 국부출력 

밀도를 계산하고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자로 정지선호를 발생시켜 노심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현재 운전 중인 발전소는 없지만 향후 계측기 관련기술 및 

전산기 속도 향상 등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기술로 예상되며 특히 권리자인 

Westinghouse사에서는 국내에도 출원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살펴보아야 할 유사 특혀로 Westinghouse에서 출원한 미국특허 5 ，74 5 ， 538을 들 수 있다. 

“ Nuclear Reactor Protection System"에 대한 특허로 이 특허는 종래의 노심보호연산시스템을 

개량하여 다수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위치에서 노내 출력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3차원 모니 

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노심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특허는 PCT 출원을 통해 세 

계 여러 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상태이다. 

이 외 동일 기술 분야인 Core Control & Protection과 관련하여 미국특허 5,379 ,328 정도가 

관련기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Westinghouse가 보유해왔던 4 ,399,095 , 

4,774 ,049 , 4 ，774 ，050은 모두 해당 특허의 권리 존속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권리로서의 의미 

는 없는 상태다. 이들 특허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S 6,061 ,412 

- 발명 의 명 칭 Nucle ar Reaction protection sys tem 

- 발명 자 David L Stllcker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변호 

口

Westinghouse 

1997.10.16 

: 9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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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US 5,745 ,538 

발명 의 명 칭 Self-powered Fixed In core Detec tor 

발명자 Michae l D, Heibe l 

- 권 리 자 Westin gho use 

- 출원일 : 1995.1 0 .05 

출원변호 : 539 ,80 3 

- 등록일 1998.04.28 

요 약 A self-powered fixed incore de tector for a nuclear reactor has a 

neutron sens itive emitter element having a low ne utron absorption 

cross sec tion , s uch as a vanadium e lement , which extends the 

length of the ac tive fue l region and ge nerates a full length signal 

representative of full length power. 

口 US 5.379 ,328 

- 발명 의 명 칭 Nuclear core trip se tpoints 

발명 자 r Rolando Perez and Mehran Golbabai 

- 권 라 자 Combus tion Engineering 

- 출원일 ι : 1994.2.24 

- 출원번호 : 201 ,382 

- 등록일 1995. 1.3 

- 요 약 A method for gene rating an on-line trip s ignal whe n a measured 

one (p1 ’) of a plurality of operating parame ter s (p 1 , p2 , p3 , ... 

pN) which defin e a limit surface on a multidimens ional reactor 

operating space , exceeds a limit value (*p1) on the limit s urface. 

口 US 4 ,399 ,095 

- 발명 의 명 칭 Protection and control sys tem for a nuclear r eac tor 

- 발명 자 Peter J. Morris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1977.12.1 6 

- 출원번호 : 861 ,131 

- 등록일 1983.8.16 

- 요 약 A protection and con trol system for a nuclear reactor whi ch 

monitors a variable operating parame ter indicative of the s ta te of 

r e actor operation and identi fies an abnormal rate of change in 

r e actor operating conditions. 

口 US 4 ,774 ,049 

발명 의 명 칭 Two and Three Dimension é니 Co re Power Dìs tribution Mo nitor and 

Dìsplay 

a 



- 발명 자 Albert 1. Impink , Jr.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 1986.04.10 

- 출원번호 : 850,196 

등록일 1988.9.27 

요 약 A method and apparatus for monitoring and generating on-line , 

real time displays of two and three dimensional nuclear reactor 

core power distributions and off-line , periodically updated 

summaries of three dimensional nuclear reactor core power and 

burnup distributions is disclosed. 

口 US 4,774 ,050 

- 발명 의 명 칭 Axial Power Distribution Monitor and Display Using Outputs from 

Ex-core Detectors and Thermocouples 

- 발명 자 Albert 1. Impink, Jr.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1986.04.10 

출원변호 : 850,195 

등록일 1988.9.27 

요 약 A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core-average and radially 

peaked , pointwise core axial power distributions of a nuclear 

reactor core from monitored responses of reactor flux obtained 

exterior of the core , such as responses obtained from ex-core 

power range nuclear detectors , and from responses of 

temperature obtained from selected core-exit thermocouples. 

다음의 표 2.4와 그림 2.9는 노심보호계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미국의 주요특허들과 01 
들 특허들의 기술 발전도를 나타낸다. 표와 그럼에서 보이듯이， 원천특허로 규정된 3개의 

특허에서 현재 CE형 발전소에서 운영되는 CPCS의 기본적인 알고리듬에 대하여 상세히 기 

술하고 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분적인 개선이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보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원천 및 유사특허들의 경우 대부분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하 

여 그 권라는 소멸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노내계측기 빚 이를 이용한 출력 

분포합성 방법과 관련된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보호계통의 단점으로 지적되 

어온 노와계측기 신호를 이용한 출력분포 합성을 즉발형 노내계측기를 이용하여 대신하고자 

위함이다. 

표 2.5에 노심보호계통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보유중얀 특허 목록을 정리하였으며 부록 A. l 

에 이들 특허들의 요약 부분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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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도 의견 

• 상술된 CPCS 관련 원천특허모 볼 수 있는 미국특허 4 ,080 ‘ 251 , 4 ,330 ,367 빚 4 ， 318 ，778은 

CPC/COLSS(Core Operating Limit Supervisory System)의 전반적얀 기능 벚 얄고리듬 

에 대하여 비교적 상서l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특허청구범위 (Claim)애서는 그 전반에 걸쳐 비 

교적 광범위하게 권리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관련기술 분야를 포괄적으로 권라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도 이미 권리존속기간(출원일르부터 20년)이 경파 하였으므로 해당 

특허의 구속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 특허들과 관련하여， 미국특허공보에 기재된 사항이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를 벗어난 고유기술을 개발， 정립할 경우 그 진보성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특허취 

득은 가능하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문헌들에서 이미 CPC/COLSS의 전반적인 기능 

빚 알고리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서l하게 기술하고 있으므로(즉， 저l반 사항이 이미 공지되어 있 

는 상태이므로) 이와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특정적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기의 내용은 특허권과 관련된 검토사항일 뿐으모， 저작권에 대하 

여는 다른 검토가 필요함. 즉 CPC/COLSS 전산코드 자제는 이미 미국 내에서 저작권으 

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이고 저작권 관련 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았는 한국으로서 

는 당연히 이를 인정하여야 하므모， 상기 문헌에 기재된 CPC/COLSS의 전반적인 가능 

및 알고리듬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고 개선된 알고라듬을 바탕으로 새로운 묘드를 개 

발한다면 저작권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통상의 경우 기 구축된 

CPC/COLSS 코드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 

CPC/COLSS 코드의 원저작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유사 관련특허의 경우 미국특허 6 ，061 ，4 12는 1998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 

제출원을 신청하여 국내 등록(등록번호 10-0605818)을 획득한 상태이다. 미국특허 

4 ， 399 ，095의 경우 이미 권리존속기간이 경료 하였으므로 해당 특허의 구속력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으며， 5 ， 379 ， 328의 경우 아직 미국 내에서의 특허권은 유효하나， 연계된 국내출원이 

없으므로 국내에서는 해당 특허의 구속력이 없다. 국내특허 10-301297의 경우 등록이 유지 

되는 한 2013년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었으나. CPCS 노섬보호계통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그 

리 크지 않다. 

앞의 5 ， 379 ， 328의 경 ?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그 기술사상이나 응용분야가 CPCS와 유사 

하다 할지라도， 그 세부적 구성에 있어 특정작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는 신규특허취득이 충분히 가능하다 

상기의 내용은 미국 CE(Westinghouse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CPCS 알고리듬과 관련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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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한 검토이고， 이외에도 Core Protection & Control과 관련하여서는 프랑스 

의 Framatome 등에서도 자신들의 고유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표 2.4 노심보호계통 관련 미국의 주요 특허 

특허 구분 등록 번호 ~1l 

US 4.080.251 

비고 

원천특허 US 4,318 ,778 
• 현 재 CE형 Plant에 서 운용되 는 CPCS의 

US 4,330 ,367 
Basic Algorithm에 대 해 상세 히 기 술 

권리소멸 

US 4,014 ,741 

US 4,399 ,095 

US 4,555 ,352 

유사특허 
US 4,774 ,049 

•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닝 H 처이 개서 
권리소멸 

T τC'~ c /n .... ，:ι 

US 4,774 ,050 
• 세분화 및 자세한(특정분야) 사항 언급 

US 4,986 ,952 

훌 US 5,379 ,328 

US 5,631 ,937 

최근특허 US 6 ,061 ,4 12 
• 이전까지 노내계즉기는 노심감시에만 사용 

되었。나 이를 노섬보후에 적용 

1995 1997 

1 잊8 

US~. 9æ. 952fF,amatome 

1989.1.27 

~i응억씨요소(셰어동)의 
unexoected drop 시의 
노잉보호시스잉 

기티 

~런기슐 

그럼 2.9 노심보호계통 주요특허들의 기술 발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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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일본 특허 

일본 또한 노심보호 빚 감시계통 분야와 관련된 특히를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출원하 

여 현재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특허의 경우 주로 자국 내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몇몇 주요 특허들에 대해서 는 국제(미국)출원을 신청하여 등록된 상태이다. 내용면 

에서는 미국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로 미국의 원천 및 유사특허를 바탕으로 부분적인 

보완 및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섬보호계통과 관련해서는 노심보호를 위한 알고리듬 및 계통의 구성 및 입력 신호(노외계 

측기， 온도계즉기 등)를 이용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과 관련된 특허들이 주를 이룬다. 노심 

감시계통 분야도 노심보호계통과 마찬가지로 노섬 운전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계통의 

구성과 노섬의 줄력분포 합성을 목적으로 한 노내계측기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허 

가 출원된 상태이다. 그 외로 유량측정방법， 냉각재 펌프， 제어봉집합체와 관련된 특허들이 

있다. 

표 2.6에 노심보호 및 감시계통 관련하여 일본에서 보유중인 특허 목록을 정리하였으며 이 

들 특허들에 대한 요약 부분을 부록 A.2에 수록하였다. 

2.4 .3 국내 특허 

다음의 표 2.7은 국내에 출원되어 있는 노심보호 맞 노심감시제통과 관련 특허들의 목록이 

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노심보호계통의 경우 노섬보호를 위한 계통의 구성을 포함하여 제 

어봉집합체의 비정상적인 위치신호를 검출하는 방법， 노외계측기 및 SAMCShape 

Annealing Matrix) 결정 방법 등과 관련된 특허 들이 출원 및 등록되 어 있다. 노심 감시 계통 

분야에서도 노심감시를 위한 계통의 구성， 출력분포 합성 방법 그리고 노내계측기와 관련된 

특허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원자로의 출력분포를 온라인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노심내 고정형 검출기 및 원자로의 출력분포 결정방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국내에 PCT 
출원을 신청하여 동록된 상태이다. 

표 2.7로부터 노심보호를 위한 계통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3개의 특허를 아래에 같 

이 선정하였으며 이들 특허들의 특정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2.7에 수록된 목록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A.3에 정 리하였다. 표 2.7 및 부록 A.3에 수록된 특허 목록들 중 엘부 

특허들은 최종 등록을 받지 못하였지 만， 국내에 출원된 노심보호계통 관련 기술의 발전(또 

는 변천) 측면에서 는 의미를 가진다고 불 수 있다 

• 출원번호 : KR- 1O- 2001-0070159 (거 절) 

• 출원번호 : KR- 1O-2003-0032014 (등록) 

• 출원번호 : KR-IO-2004-0 1l488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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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1 원자력발전소의 노심보호연산 시스템 

• 듬회」욕갚 

• 출원변호 : KR-10-2001-0070159 

발명의 명칭: 원자력발전소의 노심보호연산 시스템 

• 출원인 :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명자 : 김동욱 외 1명 

특허상태 :거절 

• 구성 및 동작 

각 제어봉집합체당 2개의 RSPT 신호 존재 (RSPT-1 , RSPT-2). 

각 채널별 제어봉집합체멀티플렉스에서는 아날로그 제어봉압력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경. 

- 제어봉집합체멀티플렉스 A : RSPT-la 

- 제어봉집합체멀티플렉스 B : RSPT-1b , 1c , ld , center 

- 제어봉집합체멀티플렉스 C RSPT-2a , 2b , 2c , center 

- 제어봉집합체멀티플렉스 D : RSPT-2d 

제어봉집합체멸티플렉스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경된 제어봉집합체 선호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각 노심보호연산기 채널마다 구비된 2대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에 신호 전 

달-
- CEAC- l(A, B, C, D) : RSPT-1a , 1b , lc , 1d , center 

- CEAC-2(A , B, C, D) : RSPT-2a , 2b , 2c , 2d , center 

노심보호연산기 채널은 각각 2대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 및 노심보호연산기를 포함하 

며 이 노심보호연산기 채널은 종래 제어봉집합체 연산 알고리듬이 내장된 제어봉집합 

체연산기 하드웨어를 제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알고리듬을 노심보호연산기 알고라듬 

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에서 수행하도록 구성됨. 

각 채널별 2대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에서는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하여 편차 

발생에 따른 페널티계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노심보호연산기로 전송하고 노심보호 

연산기에서는 전송된 2개의 패널티계수(from CEAC-l & CEAC-2) 및 기타 입력변 

수를 이용하여 노섬보호알고리틈을 수행하고 위반 시 원자로정지신호 발생. 

각 채널별 운전원입출력기는 주제어실에 설치되며 메인메뉴는 운전원하면 초기 기동시 

출력되고， 커보드등과 같은 외부입력 없이 터지스크린 방식에 의해 각 서브 메뉴로 접 

근할 수 있으며 변수， 가변상수， 계통상태창과 같은 정보들을 메뉴 드라이버 방식에 

의해 표시 및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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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중일 정우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의 입장에서 제이봉집합차l띤산기 채널에 해당하 

는 소프트웨어쿄부터 Penalty Factors 입력을 받아들여 핵비등이탈율과 국부출력띨도 

를 계산함으로 종래의 구조와 똑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음. 그리나 비정상적인 경우 

종래에는 제어봉집합처1 연산기 (CEAC) 한 채널이 고장을 일으킬 경우 4채널의 모든 노 

심보호연산기에 오류 신호를 전달하여 불필요한 정지를 일으컸지만 본 발명은 제어봉 

집합처l 연산기의 하드웨어를 제거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함으르써， 재어봉집합체연 

산기 하드웨어 채널 고장의 요소가 없으며 제어봉집합제연산기 소프트웨어에서 결함 

이 생겨도 노섬보호연산기 한 채널만이 고장으로 전환되므로 발전소 정지의 우려를 
0-1 011 즈~ 01 조L 
)jÀ ""- ’ M tJ. 

·좌보호곽 

제어봉집합체 연산 알고리듬과 노심보호연산 알고라듬을 동일 프로세서에서 수행하도 

록 함으로써 광격리 모템， 광케이블 및 1개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 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를 방지하여 원전의 안전상， 신뢰성 확보 및 이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대표 계통도 

~-

f꿇률꿇혀III 

그럼 2.10 노심꾀호연산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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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3.2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 

·를효효앞 

• 출원번호 : KR-IO-2003-0032014 

• 발명의 명칭;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 

• 출원인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 

발명자 : 인왕기 외 4명 

특허상태 E.료L 
。-，

• 구성 및 동작 

기존 디지털 원자로의 노심보호계통인 CPCS를 개량한 것으로，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 

한 하드웨어와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운영모율로 구성됨. 

제어봉위치 신호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를 제거하고 그 기능을 통합 

형 실시간 열적보호기(Integrated Thermal On-line Protector , ITOP)에 포함시킴. 

두 세트의 제어봉 위치신호CRSPTl & RSPT2)를 CEA 입출력모률을 이용하여 각각의 

ITOP에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1TOP의 소프트워l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ITOP가 체어봉 

집합체연산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1TOP의 각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된 노섬운전 주요정보는 광섬유 인트라 채널네트 

워크를 통해 각각 유지보수시험rl1 CMaintenance and Test Panel , MTP)와 운전원모율 

COperator Module , OM)로 전달되어 운전원으로 하여금 노심운전 정보의 실시간 관측 

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MTP로부터 제 어 봉위 치 정 보는 제 어 봉위 치 표시 장치 CCEA Position Display , 

CEAPD)로 전송되어 운전원에게 제어봉의 노내 삽입정보를 그림으로 보여줌. 여기서 

제어봉 위치선호와 각 ITOP 채널의 연결 시 채널 사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 

호 격리장치를 이용하는데， 독립적인 2개 채널의 개별 제어봉 위치신호를 통시에 신 

속 처리하기 위해 ITOP는 고성능의 중앙연산처리장치 CCPU)를 이용함. 

• 따라서 CPU를 이용하여 주요 노심운전인자(DNBR과 LPD 등)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게 

되고 보조연산장치모률은 운전원 연계기능 (즉， 노심유량과 노섬출력 보정， 노섬 

DNBR 운전제한치 감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노심유량과 노심출력 보정상수를 자동 

으로 계산함. 또한 보조연산장지모률은 최소 DNBR과 미리 설정된 DNBR 운전제한 

치의 비교를 자동으로 수행하여 DNBR 운전제한치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감시 장치 

를 구비하고 있음. 

한편， 공통모율(Common Module , COM.) 및 입출력모률(Input/Output Module , 1/0)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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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 발전소 처리하고 주요 실 시간 계산결과플 1\1TP와 0 1\1 빚 르E
 

호
 
하
D
 

시
L
 
A。

력
 

전
 

이
H
 

로
 

카
시
 0-

즈
「
 태D
 

제
 
스
 

이용해 결합함으로써 시 

인한 원자토정지 가능성 

제 어 봉집 합처l 연산기 (CEAC)와 노섬 보호연산가 (CPC)를 

단순화를 꾀할 수 있으며 연결시스템의 단일고장으로 
=r、 λ~ δ1 。

돌큰 T >>'0. 

·간댁호표 

기존의 

거、 ~11 0] -• 口)기 

을 대폭 

또한 원자로 주요 운전변수인 DNBR 계산방법을 최적화함으로써 원자로의 열적여유도 

를 증가시켜 원자로 운전여유도와 핵연료설계 여유도를 증가시거고 나아가서 원자로출 

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정지 인자들의 

예비정지 경보 기능을 추가하여 원자로 운전원이 볼필요한 원자로정지를 막기 위한 조 

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원자로 운전원과의 연계기능을 자동화하여 운전원의 실수와 

부담을 줄임으로써 발전소성 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음. 

CCP2 
+*-• 

Redundant 
RSPT 

Deviation 
J>.enill~ 

8Isolatêd 
Data Links 

.... ‘ 

Taraet 
CEAs 

CHANNEL 0 CHANNEL B 

• 대표 계통도 

CHANNEL A 

Xν t' !U씨、 

실사간 원자로열적보호계동OTOPS) 구성도 

$ 

그림 2.11 통합형 



2.4 .3.3 노심보호연산계통 

·를화효앞 

• 출원번호 : KR-IO-2004-0114886 

발명의 명칭. 노심보호연산계통 

출원인 :두산중공업 

• 발명자 

발명자 

: 조창호 외 2명 
~프료 
。 • 1 

• 구성 및 동작 

• 채널당 두 대의 선호변환연산기와 한 대의 노섬보호연산기 및 한 대의 제어봉집합체연 

산기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각각의 채널에 구비되는 두 대의 선호변환연산기는 동일 

한 제어봉위치검출기 신호와 페널티계수 값을 취합하여 신호를 다중화하고， 각 노심보 

호연산기는 신호변환연산기를 통해 각 제어봉집합체연산기로부터 전송받은 페널티계수 

값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하여 핵비등이탈율과 국부출력밀도 계산에 사용하며， 채널 A, 

B에 각각 위치하는 제어봉집합체연산기는 RSPT-l의 신호를， 채널 C, D에 각각 위치 

하는 처1 어봉집합채연산기는 RSPT-2의 신호를 각각 처리하도록 구성됨. 

• 채널 A의 신호변환연산기는 RSPT-IA의 제어봉위치검출기 신호를， 채널 B의 신호변 

환연산기는 RSPT-IB/C/D의 제어봉위치검출기 신호를 채널 C의 신호변환연산기는 

RSPT-2A/B/C의 제어봉위치검출기 신호를， 채널 D의 신호변환연산기는 RSPT-2D의 

제어봉위치검출기 신호를 각 채널의 아날로그입력차드를 통해 각각 입력받아 채널 A 

와 B, 채널 C와 D가 각각 제어봉위치검출기 신호를 공유함. 

• 채널 A, B에 각각 구비된 제어봉집합체연산기는 각 채널에 구비된 선호변환연산기를 

통해 페널티계수 PF-l을 채널 C, D에 각각 구비된 노심보호연산기로 전송하고， 채널 

C, D에 각각 구비된 제어봉집합체연산기는 각 채널에 구비된 신호변환연산기를 통해 

페널티계수 PF-2를 채널 A, B에 각각 구비된 노심보호연산기로 전송함. 

• 각 채널은 2대의 독립적인 신호변환연산기 SCP-l , SCP- 2와， 1 대의 노심보호연산기 

와， 1 대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로 구성됨.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 노심보호연산기는 기존 계통에서의 CPC와 보조 CPC가 통 

합되어 이루어지며， 노심보호연산기와 제어봉집합체연산기는 연산기의 성능이 허용한 

다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음. 

한편， 각 채널의 2대의 신호변환연산기는 제어봉위치검출기 (RSPT) 신호 입력을 다중 

화하여， 한 채널에서 한 대의 신호변환연산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중화되어 있는 나 

머지 신호변환연산기에 의해 제어봉위치검출기 신호를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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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소 정지를 줄일 수 있음. 

제어몽집합체연산기 (CEAC- l)와 재어봉집합체연산기 (CEAC-2)는 재어봉집합채 개개 

의 편차에 관한 정보를 노심보호연산기에 제공하는 것으로 재어봉집합처l 연산기는 서 

브그룹에 있는 4개의 채어봉집합체를 감시하여 서브그룹 내에서 제어봉집합체 편차가 

설정 값보다 크게 되면， 노심보호연산기에 페널티제수 값을 보내는 데， 제어봉집합체 

연산기는 73 7R 의 모든 제아봉집합체에 대해 감시 서브그룹 내에서의 편차 발생여부를 

판단. 

• 각 제어봉집합체연산기에서 편차의 크기에 따라 계산된 페널티계수 값은 신호변환연산 

기 CSignal Conversion Processor , SCP)를 통해 노심보호연산기로 전송되는 데， 제어 

봉집합체연산기에서 제공받은 각 페덜티계수(PF- l， PF-2)는 채널 A, B는 각각 채널 

C, DoJ] PF-l을 제공하고， 채널 C, D는 각각 채널 A, B에 PF-2를 전송. 즉， 각 신호 

변환연산기는 제어봉집합체연산기에서 계산된 동일한 페널티게수 값을 압력받아 채널 

A의 SCP-l과 SCP-2는 채널 C의 SCP-l과 SCP-2에 각각 PF-l을 제공 이와 동시 

에 반대로 채널 C의 SCP-l과 SCP-2는 치l 널 A의 SCP-l과 SCP-2에 각각 PF-2를 

제공.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널 B와 채널 D도 페널티계수 값을 각각 공유하며， 이로서 한 

채널이 고장이거나 시험 중일지라도 나머지 채빌들은 항상 PF-l과 PF-2를 보유할 

수 있게 되므로， 계통은 2/3 논리에 의해 운전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과 가용도를 높일 
/- ol~ 
T λλ n 

• 다음은 종래 CPCS와 본 발명에 따른 CPCS의 설계 비교로， 종래 CPCS에 비해 하드 

웨어 구성올 단순화하면서도 채딜간 다중성을 높음. 

표 2.8 종래 CPCS와 발명된 노섬보호연산계통의 설계 비교표 

구분 Legacy CPCS Common-Q CPCS 본 발명에 따른 CPCS 

프로세서 개수 6 24 16 , 
광격리 개수 

1 

(통신구조) 
80 42 32 

RSPT 신호 처리 B : RSPT 1 A, B, C, D A. B : RSPT 1 

(CEAC) C : RSPT 2 RSPT 1 & RSPT 2 C, D : RSPT 2 
채널 내에서의 

O 0 × 
RSPT 신호 다중성 

여 기 서 , A, B, C, D 채 널 의 미 

RSPT 1, 2 : RSPT 신호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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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댁흥표 

채널당 2개의 신호변환연산기를 두고， 각 신호변환연산기를 통해 제어봉위치검출기 신 

호 및 페널티계수(Penalty Factor)를 각 채널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 각종 단일모드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정지 가능성을 줄여 가용도를 높일 수 있음. 

채널당 1개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를 두어 구성의 복잡성을 제거하연서도 채널간 다중 

화를 이용하여 계통의 안전성과 운전 및 유지보수성을 높임. 

• 대표 계통도 

| í!j녕 A ! 채냥 B | :Q녕 C l 째냥 o 

ASPT1 - A RSPT 1 -B/CI。 RSPT2-A/B/C ASPT2-。

ASPT 1 A PF- ’ 
ASPT 1 8 / C/D 

PF - 2 

PF- ’ 
ASPT2’AlS/C ---•--RSPT 20 

PF-l 

다흐퍼 
~J 

댄표}1 
E효QJ 

다표}1 
E팍그j 

다표퍼 
~J 

그럼 2.12 노심보호연산계통 구성도 

m 
J 



표 2.5 노심보호/감시 계통 관련 미국특허 

번호 출원번호 출원일자 특허번호 권리자/출원인 특허 명칭 권리존속 여부 비고 

362.696 1973.05.22 4 ,080 ,251 CE. Musick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Nuclear Reactor 만료 원천특허 

2 362 ,697 1973.05.22 4 ,330 ,367 CE , Musick 
System and Process for the Control of a Nuclear Power 

System 
만료 원천특허 

3 362 ,698 1973 ‘ 05.22 4.318.778 CE. Musick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rolling a Nuclear Reactor 만료 원천특허 

4 437.239 1974.01.28 3 ,998 ,693 CE , Musick Thermal Margin Control 만료 

5 490.158 974.07.19 4 ,016 ,034 CE , Musick Nuclear Reactor Control Override System and Method 만료 

6 861 ,131 1977.12.16 4 ,399 ,095 WH , Morris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 for a Nuclear Reactor 만료 유사특허 

7 084 ,437 1979.10.12 4 ,337 ,118 Hitachi , Sakurai Nuclear Reactor Power Monitoring System 만료 

8 386 ,476 1982.06.08 4 ,555 ,382 Framatome , Oelor Method 01 Protection 01 a Pressurized Water Nuclear Reactor 만료 

9 572 ,499 1984.01.20 4 ,637 ,910 WH , Impink , Jr ‘ 

Method and Apparatus lor Continuous On-line Synthesis 01 
만료 

Power Distribution in a Nuclear Reactor Core 

Two and Three Dimensional Core Power Distribution Monitor 
만료 유사특허 10 850 ,196 1986.04.10 4.774.049 WH , Impink , Jr ‘ 

and Display 

11 850 ,195 1986.04.10 4 ,774 ,050 WH , Impink , Jr 
AXlal Power Distribution Monitor and Display Using Outputs 

from Ex-core Detectors and Therm ocouples 
만료 유사특허 

12 140 ,065 1987. 12.31 4 ,839 ,134 WH , Impink , Jr 
Continuous , Online Nuclear Power Distribution Synthesis 

만료 
System and Method 

13 265 ,944 1988.11.02 4 ,990 ,302 Mitsubish i, Oda Apparatus lor Measuring Nuclear Reactor Power Distribution 

14 302 ,279 1989.01.27 4 ,986 ,952 Framatome , Bourin 
Protection System lor Protecting a Nuclear Reactor in the 

Event 01 a Reaction-Inhibiting Element Falling 

15 435 ,883 1989.11.14 5 ,158 ,738 Framatome , Trouble Method 01 Controlling a Pressurized Water Nuciear Reactor 

Incore Instrumentation System lor a Pressurized Water 
16 618 .126 1990.11.26 5,078 ,957 Westinghouse , Tower 

Reactor 

17 749.380 1991.08.23 5,108,694 WH , Stucker 
Power Distribution Measuring System Employing Gamma 

Oetectors Outside 01 Nuclear Reactor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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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70 ,921 1991.10.04 5,171 ,516 Toshiba , Iwamot。 Reactor Core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Bi-Metallic Sell Powered Fixed Incore Detector and Method 
19 902.141 1992.06.22 5,251 ,242 WH , Impink , Jr. 

。 I Calibrating Same 

20 916 ,013 1992.07.17 5 ,249 ,207 CEA. Bacconnet 
Apparatus lor Monitoring the Neutron Flux 01 a Nuclear 

Reactor 

21 201.382 1994.02.24 5.379.328 CE. Perez Nuclear Core Trip Setpoints 유사특허 

Method and a System lor Accurately Calculating PWR Power 

22 278 ,290 1994.07.21 5 ,490 ,184 WH , Heibel Irom Excore Detector Currents Corrected lor Changes in 3-D 

Power Distribution and Coolant Density 

23 340 ,586 1994.11.16 5,555 ,279 - Nir System l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Nuclear Reactors 

24 502 ,337 1995.07.14 5,586 ,156 GE , Gaubatz 
Reactor Protection System with Automatic Sell-Testing and 

Diagnostic 

25 502 ,411 1995.07.14 5,621 ,776 GE , Gaubatz Fault-Tolerant Reactor Protection System 

26 539 ,803 1995.10.05 5 ,745 ,538 WH. Heibel Sell-Powered Fixed Incore Detector 유사특허 

27 553 ,778 1995‘ 10.23 5,563 ,922 
AEP Energy Services , Method and System lor Indicating the Position 01 Control 

Beltz Rods 01 a Nuclear Reactor 

28 559 ,304 1995.11.15 5,631 ,937 WH , Robertson 
Method and Apparatus lor Protecting a PWR Irom Departure 

Irom Nucleate Boiling and Hot Leg Boiling 

29 953 ,001 1997.10.16 6 ,061 ,412 WH , Stucker Nuclear Reactor Protection System 유사특허 

30 997 ,184 1997.12.23 5 ,881 ,118 CE , Starr Core Protection Calculator Input Filter 

Reduced Incore Instrument Patterns lor Pressurized Water 
31 187 ,225 1998.11.06 6 ,353 ,650 WH , Kantrowitz 

Reactors 

32 203.532 1998.12.01 6.339.629 Toshiba , Takeuchi System lor Monitoring Power 01 Nuclear Reactor 

33 345 ,737 1999.07.01 6 ,477 ,218 Hitachi. Fukasawa 
Control System 01 Nuclear Power Plant and Control Method 

Thereol 

34 386.142 1999.08.31 6 ,456 ,681 Toshiba. Got。 Neutron Flux Measuring Apparatus 

35 607 ,949 2000.06.30 6 ,400 ,786 Framatome , Mourlevat 
Process and Device lor Monitoring at Least One Operating 

Parameter 01 the Core 01 a Nuclear React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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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 ,412 WH , Boyd 
Method 01 Calibration Exit Thermocouples in a Nuclear 

36 686 ,427 2000.10.11 
Reactor 

37 810 .566 2001.03.19 6 ,477 ,219 Toshiba , Hirukawa 
Nuclear Reactor Power Distribution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Includìng Nuclear Reactor Instrumentatìon System 

876 ,029 2001.06.08 6 ,408 ,041 Toshìba , Hirukawa 
In-Core Fixed Nuclear Instrumentatìon System and Power 

38 
Distribution Monitoring System 

038.616 2002.01.08 6.553.090 Hìtachi , Fukasawa 
Control System 01 Nuclear Power Plant and Control Method 

39 
Thereol 

40 256 ,232 2002.09.27 6 ,744 ,840 Toshìba , Karin 。 Incore Monìtoring Method and Incore Monìtorìng Equìpment 

2007. 12. 26 7/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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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노심보호/감시계통 관련 일본특허 

번호 출원번호 출원일자 특허번호 권지자/출원인 특허 명칭 권리존속 여부 비고 

1988-132232 1988 ,05 ,30 1989-301196 Toshiba. Nishi Nuclear Reactor Salety Protection Device 

2 1988-297733 1988.11 ,25 1990-143194 Toshiba , Uehara Flow Rate Measuring Method in Core 

3 1989-164009 1989 ‘ 06 ,28 1991-029890 Hitachi , Kawashima Control Rod 01 Nuclear Reactor 

4 1989-166866 1989,06 ,30 1991-033697 Toshiba , Takayama Monitoring Device lor Reactor Core 

5 1990-067073 1990 ,03 ,19 1991-269295 Hitachi , Otsuka Reactor Core Protection Device 

6 1991-086863 1991.04.18 1992-319700 Toshiba , Yoshida Speed Governer 01 Coolant Pump 

Device for Monitoring Reactor Core OutPut Distribution , 

1991-140227 1991.06.12 1992-232497 WH , Impink Jr 
Nuclear Reactor Protection Device , Detector Device lor 

7 
Nuclear Reactor Core and Method lor Monitoring Nuclear 

Reactor Core 

8 1991-201409 1991.07.16 1993-011092 Framatome , Mourlevat Protection Method lor Nuclear Reactor 

9 1992-053252 1992.03.12 1993-256978 Hitachi , Suzuki Nuclear Reactor Protection Device 

10 1993-150249 1993.06.22 1994-059045 WH , Impink Jr Fixed Type In-Core Detector Device 

11 1993-274205 1993.11.02 1995-128484 Mitsubishi , Tochihara Operation Monitoring and Protection Method lor Reactor 

12 1996-152033 1996.06.13 1998-002987 Toshiba , Hirohisa Reactor Core Monitoring lor Nuclear Reactor 

13 1996-291535 1996.11.01 1997-171093 WH , Robertson 
Method and Apparatus lor Protection 01 PWR Irom DNBR 

and Irom Boiling in High Temperature Pipe 

14 1999-119220 1999.04.27 2000-310693 Toshiba. Arai In-Core Process Quantity Measuring Device 

15 2001-145442 2001.05.15 2002-341083 Toshiba , Hideyuki 
In-Core Nuclear Instrumentation Detector Aggregate and 

Reactor Output Monitoring Device 

16 2003-105913 2003.09.04 2004-309401 Toshiba , Got。 Nuclear Reactor Core Monitoring System 

17 2003-409462 2003.12.08 2005-172474 GNFJ , Tamiya Nuclear Reactor Core Thermal Output Monitoring Device 

18 2004-145283 2004 ,05.14 2005-326301 Hitachi , Nozaki Reator Power Measuring Appar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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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06-329372 2006 .12.06 2007-212439 

20 90-401788 1990.06.22 EP-0406075 

WH . Heibel 
Reactor Protection System , Sensor for Reactor and 

Method for Monitoring Reactor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Power Distribution in a 

Framatome , Patrick Nuclear Reactor Core and Calibration Procedure of 

Neutron Oetectors Around a Nuclear Reactor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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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노심보호/감시계통 관련 국내특허 

번호 출원번호 출원일자 상태 권리자 발영의 명칭 비고 

10-1975- 0001609 1975.07.24 드t등〉들 -g1 WH 원자로노심 보호장치 권리소멸 

2 10-1978-0003499 1978.11 .20 등록 CE / 내지진성 노심보호판 권리소멸 

3 10-1984-0006189 1984.10.06 공고 WH j,/ 임계상태 접근을 결정하는 방법 및 장치 권리소멸 

10-1985-0000321 1985.01.09 õ J2 낱 원자로의 출력분포를 연속 온라인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 및 장 권리소멸 
4 WH 

치 PCT-US 4.637.910 

-ζ 권리소멸 
5 10-1987-0003204 1987.04.04 드o등르 -，르 WH 상대맨탈피의 프로파일을 표시하는 센서감지장치 및 방법 

PCT-US 4 ,774 ,049 

ιt 반응-억제요소가 하강하는 경우에 원자로툴 보호하기 위한 시스 
6 10-1989-0000824 1989.01.26 취하 Framatome PCT-US 4.986 ,952 

텀 

7 10-1993-0011406 1993 .06.22 소멸 WH 노심내 고정형 검출기 및 원자로내의 출력분포 걸정방법 PCT -US 5 ,251 ,242 

8 10-1997-0034016 1997.07.21 등록 와이즈콘트롤(주) 원자력발전소용 자기출력형 중성자 검출기 

9 10-1997-0701659 1997.03.13 포기 GE \ 원자로모호시스템 
t 

「“l
PCT-US 5 ,586 ,156 

US 5 ,621 ,776 

10 20- 1997-0025485 1997 ‘ 09 .09 추|하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소 노심보호연산기 CENOP 상수 자동변경장치 
、

11 10-1998-0702505 1998.04.04 등록 WH 자체동력형 고정 인코아 검출기 PCT-US 5 ,745 ,538 

12 10-1999-0046938 1999.10.27 거절 한국수력원자력(주) 개선된 노외계측기 교정방법 

13 10-1999-0047827 1999 ‘ 10.30 등록 한국수력원자력(주) 
노심감시계동에서 가상 핵계측기롤 이용한 축방향 출력분포 계산 

aζ〉↓남 ~ 

14 10-1999-7011445 1999 .12.04 EC三1E-응1 CE 디지덜발전소 보호시스템 PCT-US 6 ,049 ,578 

15 10-2000-0003744 2000.01.26 거절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 발전소의 디지털 발전소 보호 계통 

16 10-2000-0003748 2000.01.26 거절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 

17 20-2000-0017638 2000.06 .21 등록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 제어봉구동장치의 실시간 제어 및 감시시스템 

18 10-2000-7004084 2000.04 .15 E〈3드응 -E1 WH 원자로보호시스템 및 원자로 노심 모니터링 방법 PCT-US 6 ,061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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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2000-7005602 2000.05.23 드C그드등 -E「 CE 노심제어요소 위치신호의 비정상적인 생성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 PCT -US 5 ,881 ,188 

20 10-2000-7005624 2000.05.23 드ζ그드르 -，르 CE 가압수형 원자로의 감소된 노심내 계측장지 패턴 PCT-US 6 ,353 ,650 

21 10-2001-0024619 2001.05.07 드C그三르 -르1 한국전력기술(주) 
소프트웨어 공통유형고장을 자체 배제한 디지털원자로보호시스텀 

및 상기 시스템을 위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생산방법 

22 10- 2001-0070159 2001.11 .12 거절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 발전소의 노심보호 연산시스텀 

23 10-2002-0001788 2002.01 .11 드ζ그드르 -료-，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소의 임계전 노외계측기 선형부채널 교점을 위한 교정 

λ。rT ~~~~닙4 

24 10-2002-0067073 2002.10.31 드C드그르 -，튿 한국전력공사 
정규화 및 역행렬 제한조건을 이용한 원자력발전소의노외계즉기 

SAM 결정방법 

25 10-2003 -0032014 2003 .05.20 드ζ그드흐 -르-， 한국원자력연구소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 

26 10-2004-0114886 2004.12.29 E〈드그르 -은「 -t「:λi...:.!↓~二。a。닙4 노심보호연산계통 

27 10-2005-0003205 2005.01.13 EC三그트 -료-， 한국원자력연구소 
자속집속기 및 잊갈린 리드스위치 배치를 이용한 4채널 제어볼위 

치지시기 

28 10-2005-0067634 2005 .07.26 드o三트 --g1 한전전력연구원 원자로 노심내 바나듭 및 백금계측기의 지연신호 보상장치 

29 10-2005-0124485 2005.12.16 드〈그드르 -，르 두산중공업 노심보호연산기 계톰의 제어봉위치 검증방법 

30 20- 2006-0019254 2006.07. 18 ECi〕트 -르「 리얼게인(주) ‘ 리드스위치 위치 트랜스미터 파형 진단 시스덩 

드C그드트 -긍1 한국원자력연구소 
4채널 제어몽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시스텀 

31 10- 2006-0083504 2006.08.31 
q그‘i :=J. 닙 ζ!，f버 "" 

2008. 05.01 7/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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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산코드 저작권 및 기술사용협정 

2.5.1 전산코드 저작권 

지적(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 활통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문예 학 

술·미술 등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발명·고안·의장 퉁 산업상의 창작과 상표 등 영업 

상의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린다.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지고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가 있아 권리 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그 보호 기간에 차이가 있다. 

저작권은 문학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 

리를 말하며 이러한 저작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 빚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 

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1987년 7월 1 일 부터 시행하였고. 1984년 1월 5일 컴퓨 

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여 1994 년 7월 6일부터 시행하였으며. 1995년 11월 7일 저 
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여 1996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 

리나라는 1987년 10월 1 일자로 ’세계저작권조약’(Uníversal Copyríght Conventíon)의 회 
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1987년 10월 1 일 이후 동 조약의 회원국 내에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올 저작물로 보호하여 왔다. 그 후，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자로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WTO/TRIPs Agreement)에 가입하고. 1996년 8월 

21일에는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Berne Convention)의 회원 
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1987년 10월 1 일 이전에 위 조약의 회원국 내에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주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보호되며 ，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 

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저작권자가 누릴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독점적인 권리의 

존속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 

• 저작권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올 등록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검퓨터 프로그 

램 저작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저작권자의 허락올 받지 아니하고 법적으모 캠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제한적인 사용의 범위는 무엇인가? 저작권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인 침 

해행위에 대하여 어떤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구제방볍을 취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저작권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창작된 때를 기준으로 50년의 권리존속 

기간이 보장되었으나 앞으로는 앞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의 사후 50 

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007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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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 

을 마런하였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권 _t;l호기간익 경우 프로그램자작자의 수명 

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규정하였다. 공동프로그램의 경우 맨 마지 

막으로 사망한 자작자를 기준으로 하고 무명 · 이명 저작물얀 경우 또는 엄무상 창작한 경우 

프로그램 보호가간을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70년으로 하였으며， 다만 창작 후 공표가 늦어 

지는 정우 보호가간이 부당하게 연장되는 것을 막가 위해 장작한 떼부터 25년 이내에 공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작된 다읍 연도부터 70년간 존속하도록 하였다. 저작권과는 달리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특허침 011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CPCS 관련 전산코드는 설계해석용 코드 10종， 시운전 시험용 코드 3종 빚 CPC/CEAC 검 

증용 코드 11종이 도입되어 있다. 모든 전산코드에는 CopyrÎght가 표시되어 있고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작성된 원전설계 전산코드 개발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한전과 미국 ABB-CE간 기술사용협정에 의해 협정만료 이후에도 

미국정부 제한코드를 제외한 ABB-CE 제공기술을 더 이상의 기술료 없이 활용할 수 았는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1997년 기술도업 계약 사의 지작권 맞 특허 사용 쩨약이 해소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CPCS 관련 모든 전산코드는 미국정부 제한코드가 아니므로 국 

내에서의 사용 권라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2.5.2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사용협정 

1997년 5월 미국 ABB-CE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 

국원자력연구소 등 사이에 기술협력 강화 벚 해외시장 공동개딸을 추구한다는 협력목표 하 

에서 향후 10년 동안의 기술사용협정서 (LÎcense Agreement for PWR Technology. 계약 

번호: KEC-97-T1100)를 체결되었다. 기술사용협정의 주요내용은 기술 활용 권한 및 기술 

이전 권한으로 대별된다. 기술 활용 권한으로 협정가간 00년. 1997년 5월 - 2007년 5월) 

중에 제공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외에 판매할 수 았는 권한을 확보 

하였다. 단， 수출 시에는 마국의 수출통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협정만료 후 (2007년 

5월 이후)에도 미국정부 제한코드 (예. CEFLASH. ROCS. HERMITE 등)를 제외한 CE 제 

공 기술을 더 이상의 기술료 없이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외에 판매할 수 았는 권한 

을 확보하였다. 미국정부 제한코드의 경우에도 1회의 기술료 지불로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1987년 기술도입 계약 사의 저작권 빚 특허사용 제약이 해소되 

었다. 

기술이전 권한으로 CE가 제공한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기술자료， 도면 등의 설 

계결과물을 제 3국에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단. CE 전산코드를 이전하기 위 

해서는 CE의 동의가 요구된다. 기술사용협정 치1 결 이전에는 1987년에 체결된 기술도입 겨l 

약 시 저작권 사용제한으토 기술정보 자료의 이전에도 CE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기술사용협정에 따라 기술제공자 (즉. Westinghouse사， 구 ABB/CE사)로부터의 기술적 독 

럼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았다. 즉， 협정이 만료되는 2007년 5월 이후에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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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한코드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기술료 없이 CE가 제공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원전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은 마 

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CE의 전산코드를 제 3국에 판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CE의 동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CPCS 관련 전산코드는 미국정부 제한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협정이 만료된 이후에 

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국내 원전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CPCS 관련 전산코드를 제 3국에 이전하는 것은 CE의 동의 

가 요구되므로 해외시장 공동개발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 3국에 CPCS 관련 전산코드의 판매 및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알고리듬 개선 

및 전산코드를 국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해외기술 이전 둥이 자유로운 기술원 

천 소유국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에 언급될 4 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계통과 관련하여 CE와 기 

술사용협정서와의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비록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CPCS 관련 전산코드는 미국정부 제한코드는 아니지만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 

용함에 따라 전산코드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수정된 모의계산용 전산프로그램(예， 

CPC-FORTRAN)이 기술사용협정과 어떤 관련 사항이 있는지를 얄아보기 위함이다. 

이 검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일체형원자로(SMART)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원자로의 노심보호계통 설계용 코드로 개발된 모사프로그램(SMART Core 

Protection System, SCOPS)과 위에서 언급된 기술사용협정과의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위 

해서 수행된 결과이며， 그 결과를 개선된 노심보호계통 설계용 모사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 

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9 ， 10]. 

검토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가.검토요청사안 

(1) KAERI는 일체형 원자로 SMART 관련 기술의 수출에 있어서 자체 개발한 노심보호 

계산용 전산코드인 SCOPS를 제 3국에 수출하는 경우 CPCS의 원천 권라자인 CE와 

권리저촉관계가 형성되는가? 

(2) (1)의 경우， 만일 CE와 권리저촉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CPCS와 관련하여 CE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 외 주요 특허는 어떤 것이 있으며， 국 

내 관련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나. 요청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1) KAERI가 자체 개 발한 SCOPS를 수출함에 있어 서 는 CE가 보유하고 있는 CPCS 관련 

특허권이나 상기 기술사용협정에 따른 기술정보의 사용 등에 대한 조항에 저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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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SCOPS가 CE가 보유하고 있는 CPCS Code 의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는 상당한 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 . 

• CE가 CPCS 알고리듬파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로는 1973년 5월 22일에 시리 즈 
로 출원하여(출원번호 362696 , 362697 및 362698) 각각 1978년 3월 21 일， 1982년 

5월 18일 및 1982년 3월 9일에 띠 국특허 제 4 ，080 ， 251 호， 저114 ， 330 ， 367호 및 제 

4 ， 318 ， 778호로 등록된 세 개의 특허를 윈천특허로 볼 수 있으나， 이와 연계된 국내 특 

허출원이 없었고， 또한 미국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권리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이 

이미 경료 하였으므로 해당 특허들은 더 이상 아무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SCOPS를 수출함에 있어 CE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권과의 권리저촉관계에 대해서 

는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들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 상기 기술사용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CPCS 관련 기술은 계측 빚 제어계통의 섣계(노심설계)와 관련된 기술로서 
협정서 상의 계약기술분야(제 2조제 5항)에 해당하며， 

둘째， CPCS 코드는 CE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협정기간 동안 
CE가 KAERI에 제공하여야 하는 기술정보(제 2조제 2항)에 해당되는 계약제품 

(제 1조제 12항) 및 계약기술(제 1조제 13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상기 기술사용협정서에서 협정된 내용에 따르면， 

첫째， CE는 협정기간동안 제공된 CPCS 관련 기술정보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노심설계분야의 허여기술사용자인 KAERI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권 

을 허여하며(제3조제 l항 빚 제 2항) , 

둘째， 서명사의 하나인 KAERI는 협정기간동안 제공받은 계약제품에 대하여 개발， 

개량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의 개발， 개량 및 발명사항에 대하여 자기 명의 

와 자기 비용으로 전 세계에 걸쳐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제4 

조)’ 
셋째， 본 협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기간이 만료되고， 서명사들이 협정과 관련되 

어 CE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한 경우， 각 허여기술사용자 

는 각 사용분야 내의 모든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제품을 

설계 및 생산할 수 있는 비독접 적 무상 실시권과， 전 세계에서 계약제품을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무상 실시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제 

14조제5항) . 

• 이들 조항에 기초하여 CE에서 제공받은 CPCS Code를 개량하여 KAERI에서 개발 
한 SCOPS의 권리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KAERI는 제공받은 계약제품을 개 발， 개량할 수 있는 권라 및 개발， 개량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 자체 개 발된 SCOPS에 대한 권리를 당연 

히 소유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둘째， SCOPS가 CE로부터 제공받은 CPCS에 기초하고 있으며， CPCS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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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협정종료 후， CE에 귀속되므로 통상의 경우， KAERI가 CPCS를 개량 

한 SCOPS를 자유롭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CPCS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 

는 CE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협정에서는， 

협정기간 만료 후， 각 허여기술사용자(즉， KAERD에게 협정기간 중 제공받은 

모든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제품을 설계 및 생산할 수 

있는 비독점적 무상 실시권과， 전 세계에서 계약제품올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무상 실시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KAERI는 SCOPS의 기초가 

되는 CPCS의 기술 사상에 대한 무상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SCOPS를 전 세계에서 생산， 사용 및 

판매하는데 있어 제한 요소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협정서 제 14조 • 제 5항 • 제 1호에서 “협정기간 만료 후， 서명사 

들은 계약기술내의 전산코드들의 코드화 또는 그 자체 기술서류의 저작권 부분의 사 

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협정기간 만료 

후， 협정기간 중 서명사에게 제공된 계약제품이나 기술정보를 서명사가 사용하는 것 

은 허용되나， 그 제공된 코드나 서류의 저작권 부분의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따라서， KAERI는 SCOPS를 생산， 판매함에 있어 SCOPS가 CPCS의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CPCS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생산 및 판매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저작권은 CPCS Code에 담긴 기술적 사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 

며， 다만 원 저작물인 CPCS Code의 표현과 동일하거나 흑은 극히 유사한 경우에만 

저촉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 다시 말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코드의 알고리즘을 토대로 이를 일부 개선하여 프로 

그래밍된 코드라 할지라도， 만일 그 표현 방식이나， 실행문의 배열 · 순서 • 범위 등 

이 서로 다르고 기존의 코드를 단순 복제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기존 코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여기 

서， 이미 관련 업계나 학계에서 공개되어 통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산술이나 계산방 

식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는 이러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비교만으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따라서 ， SCOPS를 CPCS의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그 기본 알고리즘은 CPCS의 그것에 토대를 두고 있 

다 할지라도， 그 표현 방식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선택， 실행문의 배 열이나 동작순 

서 등을 차탤화하여 양자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이 때， 주의할 점은 부분적인 복제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비록 Code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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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분을 개량하여 수정， 대체하였다 할지라도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기존 

의 Code와 동일하고 이들 부분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업계나 학계에서 공 

개되어 통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산숭이나 겨1산방식 등이 아닌 기존 코드 고유의 표 

현 방식어l 악한 것이라면 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 종합하여 말하자면， KAERI가 자제 개발한 SCOPS는 CE의 CPCS의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생산，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양자 간의 차 

별화를 위한 추가 작업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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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계통 

현재 영 광 3 ，4， 5 ， 6호기 및 울진 3，4， 5 ， 6호기 원전에서 사용 중인 Legacy CPC와 신고리 

1， 2호기의 Common-Q CPC 비교 사용 중인 노심보호계통은 원자로 사고시 노심을 보호하 

기 위한 안전계통이므로 4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며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따라서 제어봉집합체의 위치신호를 제외한 모든 계 

측기 신호는 4개의 CPC에 독립적으로 입력된다. 그러나 영광 및 울진 원전(영광 3，4， 5 ， 6호 

기 및 울진 3 ，4， 5 ， 6호기)에서는 제어봉집합체의 구조(2-RSPT/2-CEAC/4-CPC)적인 제약으 

로 인하여 제어봉위치검출기 (RSPT)는 2개만 설치되었다. 2개의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4채널의 CPC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2채널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 (CEAC)를 이용한다. 즉， 2 

채널의 RSPT 신호를 이용하여 2채널의 CEAC(RSPT -1 신호는 CEAC-1에서， RSPT-2 신 

호는 CEAC-2에서)에서 제어봉의 위지편차에 대한 정보를 계산한 후 4채널의 CPC에 전달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 원전의 시운전시험과 정상운전 중 발생한 다수의 

CPC 채빌트립 또는 원자로 정지원인을 살펴보면 RSPT와 CEAC의 송 · 수신 불량으로 인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채널의 RSPT/CEAC 중에 한 개의 채널에서 부품고장으로 

인한 거짓신호가 발생하는 경우에 CPC 채널트립 또는 CPC에 의한 원자로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2-RSPT/2-CEAC/4-CPC 계통의 단점을 보완하여 불필요 

한 CPC 채널트립과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의 노심보호계통은 1970년대 초에 개발된 계통으로 핵비등이탈율과 국부출력밀도 

의 실시간 계산방법이 단순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노심의 열적여유도를 감소시카 

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노심보호계통에 사용되는 알고리듬을 개선하여 노심의 

열적여유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운전원 감시업무의 부담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3.1 계통의 구성 

현재 국내 원전에서 사용 중인 노섬보호계통의 구조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CPC 

채널트립과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올 마련하고자 2006년 개선된 노섬보호계통에 

대한 국내특허를 신청하여 2008년 등록을 획득하였다 [11 J. 상기 특허에 의하면 4채널 제어 
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함에 따라 입력선호의 완벽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종 

래의 CEAC H/W를 제거함으로서 계통의 단순화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신 

뢰성과 이용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4 채널 위치신호와 관련해서는 200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속집속기 및 영갈린 리드 

스위치 배치를 이용한 4채널 제어봉위치지시기”란 이름으로 출원된 기술이며， 일체형원자로 

에서 는 무붕산 운전 요건 빚 초기 원자로 가열 시 제어봉만으로 노심 반응도를 조절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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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세조정 가능을 꾀유한 제어봉구동장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어봉의 위지를 감지 

하여 안전계통에 위지신호틀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높은 정밀도와 신뢰도를 가지는 제어 

봉 위치지시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리고 상기 특허는 한국등록특허 제 

0600977호로 제 어 봉위 치 검 출기 의 구조에 대 해 등록을 받은 상태 이 다. 

국내 출원된 4 채널 저l 어붕집합치1 위치선호를 이용한 노삼보호겨1통의 주요 특정은 다읍과 

같으며 명서l서는 부록 A. 4에 수록하였다. 

·특화효앞 

• 출원변호 : KR-IO-2006-0083504 

발명의 명칭 4채널 처l 어봉집합채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및 그 

방볍 

출원인 · 한국원자력연구원 

• 딸명 자 . 구본승 와 8명 

특허상태 . 공개 

l 구성 빚 동작 

• 개별 제어봉집합처l 당 4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구비함으로써 독 립적인 제어봉 위 

지신호를 4개의 채널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사스템으로， 4개의 채널이 상호 영향 

을 받지 않고 신호 처리를 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보다 단순하게 노심 

보호를 할 수 있음. 

이를 위한 4채널 제어봉집합처1 워지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은， 개별 제 

어봉집합체 당 4개의 채널에서 독립적인 제어봉집합처l 의 위치 선호 사용이 가능토록 

제어봉 위치를 검출하는 4 개의 제어봉위지검출기와 4 개의 제어봉위치검출기모부터 

의 제어봉집합체 위치입력신호를 포함한 각 채널별 계통압력신호를 전달 받아 디지털 

선호로 변환하는 입력신호변환장치와 입력신호변환장치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에 

근거하여 핵비등이탈율 빚 국부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섬운전정보의 실시간으로 계 

산하는 제어장치와 제어장치로부터 산출된 겨l산결과를 전달받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 

플레이장치모 구성됨. 

개별 제아봉집합채별모 4개의 재어봉위치 검출기 (RSPT - A, RSPT • ß , RSPT-C , 

RSPT-D)를 구비함으로써 채널 별표 뜩힘적인 저l 어봉 위치선호를 검출하게 되며 이 

들 신호 각각은 독립된 4개의 채널모 입력됨. 4채널 저l 어봉집합채 위치지사와 관련하 

여 한국등록특허 제 0600977호토 제어봉위치 검출기의 구조에 대하야 등록을 받음. 

각 5<11 날별로 구비된 입략산호변환장치는 개별치1 어봉집합채들의 위치신호 및 겨1통압략 

신호를 전달 받아 디지털 선호호 변환하는 장지임. 이토써 기존의 중앙면산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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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신호를 변환하는 노심보호계통에 비하여 신호 전송체계가 간단하고 기기적인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채널별 계통입력신호는 개별 제어봉집합체 위치신 

호， 냉각재유량， 노심입구온도， 노심출구온도， 계통압력， 및 노외계측기 신호가 있음. 

또한 입력신호변환장치는 디지털 신호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수행함. 타당성 검사는 

미리 설정된 일정한 기준 내에 디지털 신호가 포함되는지를 판별. 

제어장치는 입력신호변환장치로부터 입력되는 다지털 신호에 근거하여 핵비등이탈융 

및 국부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심운전정보를 실시간 계산함. 

제어장치는 중앙연산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로 구성됨. 중앙연산처리장치는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에 근거하여 노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장치이며， 입출력장치 

는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입력 받아 중앙연산처리장치에 전달하고 중앙연산처리장치 

에서 계산된 노심운전정보 결과 값을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장치임. 계산된 노심운전 

정보는 인트라 채널 네트워크CIntra-Channel Network)를 통하여 전달되며 이로서 운 

전원으로 하여금 노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함. 

디스플레이장치는 제어장치로부터 전달 받은 노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장치임 

·좌댁효표 

노심보호연산기와 제어봉집합체연산기가 별도의 하드워l 어로 구성되어 수행되던 

Legacy 노섬보호계통과는 달리 제어봉집합체연산기를 없애고 그 대신 제어봉집합체 

연산 알고리듬을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 내에서 모율로 처리함으로써 계통의 단순화 

를 통한 제어봉집합체연산기 하드웨어 채널 고장의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제어봉위치 

검출기와 제어봉집합체연산기 간의 신호전송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제어봉집합채당 4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 신호를 검출하여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에 

서 독립적인 위치 신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노심보호계통에서 발생 

하던 제어봉집합체연산기 1대 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를 방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종래의 노심보호계통에서 제어봉집합체연산기와는 별도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을 위하 

여 해당 사분면에 속한 제어봉위치 검출기 신호를 사용하던 방식을 제거함으로써 제 

어봉 위치신호 전달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 대표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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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W, - X : pump speed from i 10 channel X 
Digital T c; - X : core inlet temp. from i 10 channel X 
Networl< T H' - X : core outlet lemp. from i 10 channel X 

P, - X : system pressure from i 10 channel X 
0 , - X : excore neutron flux from i to chanrγelX 

그림 3.1 노심보호계통 구성도 

3.2 개선된 노심보호계통 설계요건 

CHANNEL D 

’ ...... ...... 

소프트시|어죄치 

징보치2.1 잠치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계통 구성시 다음과 같은 설계요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계통은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제통으로 

독립적인 4개의 안전등급 채널로 구성된다. 보호계통 출력 신호가 특정 전출력 이하일 경우 

노심보호계통의 운전정지 기능이 우회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저출력 노물리 시 

험을 위한 우회 출력 설정치를 적절한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노섬보호계통 기능 

의 우회는 각각의 노심보호계통 채널에서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 

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심 출력이 노심보호계통 우회 설정치보다 커지변 노심보호 

제통 우회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3.2 .1 입력 및 출력 변수 

입력신호 변환장치를 통하여 디지털로 변환된 노심보호계통 엽럭신호(또는 계통 측정변수) 

는 노심보호계통의 입력 변수로 제공한다. 이 값들은 모두 입력신호 변환장치를 통하며 디 

지털 신호로 변환된 값이며 계측된 측정 변수 값에 비례 한다. 이 뜰 디지털 신호는 주어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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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 정확도들은 노섬보호계통의 불확실도 해석에 사용되어 전체 

계통의 불확실도 평가에 이용된다. 

노심보호계통에 사용되는 입력신호는 모두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측정인자들 

의 범위점검 및 교차점검을 통해 측정 변수들이 적절성 여부가 판단한다. 타당성 검사는 2 

단계에 걸쳐서 수행되는데 1차 점검은 입력신호 변환장치에서 수행되고 2차 점검은 다음에 

설명되는 노심보호 프로그램(모률)에서 수행된다. 노심보호계통으로 입력되는 신호들은 모 

두 안전등급으로 4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어 다중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다. 노심호보계 

통의 주요 입력신호는 다음과 같다. 

• 개별 제어봉집합체 위치 

제어봉집합체들의 개별 위치는 각각의 제어봉구동장치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EDM) 상부압력용기에 셜치된 4채널(제어봉집합체당 4개 신호) 위치지시 

기에 의해서 측정하며 측정된 채널별 신호는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로 전송된다. 

• 노외중성자속 출력 

노외중성자속 출력은 압력용기 외부에 설치된 노외계측기로부터 측정된다. 측정 범위는 

선원영역부터 200% 출력까지이며 측정된 중성자 크기는 노심보호계통으로 입력된다. 

측정된 노외중성자 크기는 냉각재온도 그럼자효과와 제어봉 그럼자효과를 보정하여 원 

자로 중성자속출력 계산에 이용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속도 

냉각재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를 측정한다. 각각의 펌프 

회전속도 측정신호는 노심보호계통에 압력되어 냉각재 유량 계산에 사용된다. 

• 저온관 및 고온관 온도 

저온관 및 고온관 온도는 원자로 출력 및 유량계산에 사용된다. 온도측정값은 측정위치 

와 노심입구 및 출구까지의 전송지연(Transport Delay) 및 온도 계측센서의 Sensor 

Delay를 보상하여 사용된다. 

• 가압기 압력 

가압기에 설치된 4개의 압력 측정 채널에서 계통의 압력을 측정하여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로 입력된다. 

표 3.1은 노심보호계통의 주요 출력 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 핵비등이탈율 및 고 국부출 

력밀도 트립 등 두개의 노심보호계통 정지신호가 발전소보호계통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핵 

비퉁이탈율 및 국부출력밀도 예비정지， 제어봉집합체 편차， 제어봉집합체 그룹 간 위치전도 

가 발행한 경우 제어봉인출금지 (CEA Withdrawal Prohibit , CWP) 신호가 발생된다. 또한 

운전원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변수들은 이들 값들이 주제어실에 나타나도록 설계된다. 

한편， 노섬보호계통에 의해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경우 노심보호계통 주요 변수들의 정지 

순간 값들이 운전정지버퍼로 전송되어 기록， 보존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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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노심보호계통 주요 훈- 렉 변수 

출력 변수 범 위 

Low DNBR Trip o‘ 1 ([ogic(!]) 

Low DNBR Pre-trip 0.1 (Iogica l) 

High LPD Trip 0 ,1 (]OgiC,l!) 
High LPD Pre-trip 0.1 ([ogicaD 

Sensor Failure 0 ,1 Oogic(!J) 

CEA Withdrawal Prohibit 0 ,1 (Iogic(! 1) 

DNBR Margin o ~ 10 (lI nitless) 

LPD Margin o ~ 25 (kW 1ft) 

Calibrated Neutron Flux Power 0- 200 (0/0 of rated power) 

Core C。이ant Mass Flow Rate 까 0-2 ([raction of designed flow) 

Individual CEA Positions f , 0- 100 (% withdr;nvn) 

3.2.2 프로그램 구조 

그럼 3.2는 온라인 노심보호계통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서브루틴과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 

낸다. 그럼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은 5개의 독립작인 계산 프로그램(또는 모률)과 원자 

로정지신호를 발생시커는 1 개의 서브루틴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보조 서브루틴으로 구성된 

다. 

• 계산 프로그램 

COOLANT 

CRPOS 

CHECK 

POWER 

THERM 

TRIP 

• 보조 서브루틴 

INPUT 

STEADY 

TRIPP 

SVCINP 

SVCALM 

SI 

- Reactor Coolant Mass Flow Program 

- CEA Program 

- DNBR and Power Density Update Program 

- Power Distribution Program 

- Static DNBR and Power Density Program 

- Trip Sequence Program 

- Subroutine for input data processing 

- Initialization process for the calculational s ubroutines 

- Generation of trip , pre-trip , reset signal s and related message 

- Conversion of sensor signals 

- Sensor s ignal ollt-of-range message printollt 

Table [ook- lIp (inte rpolation and e xtrapolation) function routi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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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inputs 

CEASVC - Conversion of CEA position signals 

RCPSS - Subroutine for RCP shaft speed signals processing 

TIMOUT - Subroutine for generating message if the present execution of the 

main cakulational algorithms runs into its subsequent execution. 

그림 3.3은 노심보호계통의 각 계산 모율별 기능 연계도를 보여준다. 비교적 정확하고 보수 

적인 핵비퉁이탈율 및 국부출력밀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모율간 계산 기능이 적 

절히 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림 3.4 - 그림 3.9는 계산 모둘 내부에서 수행되는 알고리 

듬을 입출력변수를 중섬으로 보여준다. 

각 보호 모율별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OOLANT(냉각재 유량계산 모률) 프로그램에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와 가 

압기 압력， 저온관 및 고온관 온도를 이용하여 노심의 냉각재 유량을 계산하며， 운전 

되는 펌프 수에 따른 노심유량 변화를 이용하여 핵비등이탈율의 보정 및 핵비등이탈 

율 여유도를 계산한다 . 

• CRPOSC제어봉집합체 위치편차 계산모율) 프로그램에서는 제어봉집합체의 삽입정도를 

조사하고 제어봉집합체 그룹 간 삽입 및 인출에 따른 위치 편차 발생 시 이에 따른 

페널티계수를 계산하여 CHECK 프로그램에 전송， 최소 핵비등이탈율 및 최대 국부출 

력밀도 계산에 사용된다. 또한 제어봉집합체 그룹의 대표위치를 계산하여 POWER 프 

로그램에 입력한다 

• CHECK(노심 운전변수 계산모률) 프로그램에서는 원자로냉각펌프의 회전속도， 저온관 

및 고온관 온도， 노외계측기의 중성자속 신호를 이용하여 노심의 열출력과 중성자속출 

력을 계산하고， 노섬평균 열속， 고옹봉의 열속분포， 최소 핵비둥이탈율， 증기건도 여유 

도 그리고 최대 국부출력밀도 등을 계산한다-

POWER(출력분포 계산모율) 프로그램에서는 노외계측가 신호， 제어봉집합체 그룹의 

대표위치를 이용하여 노심의 축방향출력분포， 가상 고온봉의 출력분포 및 3차원 출력 

첨두인자를 계산한다. 출력분포 계산에 사용되는 반경방향첩두인자 및 제어봉그림자인 

자는 제어봉집합체 그룹의 삽입위치에 따라 미리 계산된 값을 불러서 사용하고 출력 

분포 합성에는 스플라인 합성법이 사용한다. 이밖에 유량보정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노심 평균유량도 함께 계산한다 . 

• THERM(임계열속 계산모률) 프로그램에서는 수로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노섬 최소 핵 

비등이탈율， 고온수로에서의 증기건도 등을 계산하며 또한 핵비등이탈율 갱신(CHECK 

모율에서 수행)에 사용될 변수들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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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C원자로정지신호발생모율) 프쿄그램은 보조정지 변수를 포함한 핵비등이탈율 및 

국부출력밀도가 기 설정된 값을 위배하는 과도상태가 딸생하면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 

생시킨다. 

3.2.3 프로그램 실행주기 

다음의 표 3.2는 각 모률별로 사용되는 압력선호 및 프로그램 실행주기를 나타낸다. 각 프 

로그램의 실행주기는 표와 같이 고정되며， 실행 간격이 짧은 프료그램이 우선적으로 실행된 

다. 원자로 정지 신호를 발생하는 TRIP 프로그램은 COOLANT와 CHECK 프로그램에 의해 

호출되고 작동된다. 또한 각 입력신호의 측정주기도 이뜰 프로그램의 실행주기와 일치하도 

록 입력되어야 한다. 

표 3.2 노심보호계통 프로그램 실행주기 및 입력신호 간격 

E로그램 입력 신호 3) 실행주기/입력신호 간격 

COOLANT Pump Rotational Speeds 50 ms 

CRPOS x lndividual CEA Positions 하tζ 100 ms 

Cold Leg T emperatures / 

Hot Leg Temperatures 
-. 

‘、

CHECK ./ 100 ms System Pressure 

Excore Detector Neutron Fluxes “‘ 서 
POWER f None ‘ 를{강{ 1 sec """0-잇~ 

THERM None -‘'='、ζ‘i←-、 」 • 2 sec 

TRIP “‘갚 
ζ 

4) If Ne ces sary 

3) 현행 Legacy CPC와 통일 그러나 CPC의 실행주기 및 입 력신호 간격은 전산기 속도에 좌우되므로 전산기 성 
능향상에 따라 변할 수 있음 

4) COOLANT 및 CHECK 프로그램의 종료 후 자동 호출 및 작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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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온라인 노심보호계통용 프로그램의 구조 

그림 3.3 노심보호계통 프로그램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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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건ξ드K 

Updated DNBR(X, ) 
Avg. ColdlHot Leg Temp. (Tç，νG.THA\.'G) 

Cold Leg Tem.(Tç • . Te>l 
Syslem Pressure(P) 

[앤]，JTS!핵.6[. 

Pump Rotalional Spoed 

POWER 

No, 01 Pumps in Operation(Kp ) 

’ Core Flow Rate(Mc) 
‘ NOfT엉 SIG Flow Rale(M" M. ) 

Pump Dep. Adjusl Factor(F, ) 

Avg, Cold Leg Specif‘c Vol.(Vc) 
Core Flow Rale(Mc) 

Core Flow Rate(Mc) 

THERM 

No. 01 Pumps in Operalion(K.) 
Pump Adjusted DNBR(X,) 

그림 3.4 COOLANT 모될의 입출력 흐름도 

ζ00먹인I POWER 

‘ No. of Pumps in OperatiOn(K.) 
Core Flow Rate(Mc) 
Nomd. S/G FIow Rate(M5, Ma) 

' Pump Dep. Adjust Factor(F, ) 

. Neutron Flux Power Nomd. Factor(P."R) 
Max. Peaking Factor(P‘",,) 
Relati앤 Axial Power of Pseudo Hot Pin .(PD,) 

Avg. Hot Pin Power Dist. (PD시c) 

ÇEEQ호 

CEA Penalty F actors for LPD/DNBR 
Ex∞55ive Sen50r Fail F녕9(1…) 

‘ Multiple Deviation Flag(l.잉"") 

COOLANT 

Updated DNBR(X,) 
'Avg , ColdlHot Leg Temp, (TcAVn, T ... VG) 
Cold Leg Tem.(T c,. T c,l 
System Pressure(P) 

POWER 

Ex∞re Detector V히ues(DR재) 
Temperature Shadowing FactoríTFl 

’ Reactor Power CUlback(IRPc) 

System Pressure(P) 
Max. Compensated Cold Leg Temp (T"".，、이 

CED Deviation PF for DNBR 
Max. Cornpensated Core Avg. Power(φCA. I C; ) 

Cold Leg Temp . (Te • ‘ TC1자 .. T. , ) 
Avg . Hot Leg Temp.(Tι、VG )

Enthalpy(h."’ h. , h",) 

I센드g띠 

Static Flow Rate (MCST) 
Static Pressure (Psrl 
Integrated One Pin Radiat Peak(P1 ,,) 
Statlc compensated Core Avg. Power(<I>""'.ST) 
Hot Ch. Qua뼈 at Min. DNBR N∞e(XST ) 

, Hot Pin Heat Flux at Mîn. DNBR Node('ltOCAlST) 

F-Correction Factgor at Min. DNBR Node(FKST) 

Hot Ch. Mass Flux at Min DNBR N∞e(G’‘ ST) 
Hot Ch. Entha’py Rise to Min. DNBR Node(D'ST) 
CEA Deviation PF F아 DNBR(PFsT) 
Static Min. DNBR(DN8RsT ) 
EIT Ratios f，α Cold/H어 Leg Temp 

맨FυT을따엔깐L 

Cold Leg Temp.(TC1, TC2) 
Hot Leg Temp.(TH•, T“,) 

’ Excore Detector Values(D .. D"D,l 
. System Pressure(P) 

Peaked Compensated LPD(LpOl ) 

。uality Ma(gin(QMμIJN) 

CEA Deviation Flag(CEAoEV) 
Aux . Trip Flat(J TRP) 
Reactor Power Cu\back(lnpc) 

그림 3 , 5 CHECK 모율의 입출력 흐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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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00낸인I Q엔ξιt‘ 

. Avg , Cold Leg Specific VoI.(Vc) 
Core Flow Rate(Mc) 

. Ex∞re 않tector Values(DRAw ) 

Temperature Shadowing Factor(TF) 

Reactor Power Cutback(IRκ) 

Q션ξgs 

‘ NauITon Flux Power Nomd. Fa이0미PNOR) 

Max. Peaking Fac1or(PK",<l 
Relative Axial Power of 
Pseudo Hot Pin.(PO,) 

Avg . Hot Pin Power Dist.(PO싸 

. Relative Axial Power of 
Pseudo Hol Pin.(pD,) 

Avg. Hot Pin Power Oisl(PDAVGl 

도RPO효 

CEA POSitions 
- GrαJp 
- Subgroup 

I젠R 

‘ Oul Of Sequence Waming Flag(IPCM') 

그림 3.6 POWER 모률의 입출력 흐름도 

COO년인I Q건ξ~ 

Core Flow Rate(싸，l ‘ System Pressure(P) 
Max Compensated Cold Leg Temp,(To .. ",,) 

. CEO Oevialion PF for DNBR 
Max. Compensated Core Avg. Power(<l>CAl c) 
CoId leg Temp.(Tc ， .TcιTH1 .TH，) 
Avg. Hol Leg Temp.(T ..... va) 
Enthalpy(h", h,. h씨 

I건ξE샌 

Static Flow Rate (McSl 1 
Static Pressure (Psr) 
Integrated One Pin Radia’ peak(P1$Tl 
Static compensated Core Avg. Power(φCAl5r) 
Hol Ch. Qualily at Min. ONBR Node(X5r) 
Hot Pin Heat Flux at Min. DNBR Node(qL()('.Alsr) 

’ F-Correction Fac1gor al Min. DNBR Node(FKST ) 

Hot Ch. Mass Flux at Mln DNBR Node(G’' 5r) 
Ho! Ch. Enthalpy Rise to Min. DNBR Node(D,srl 
CEA Oeviation PF For DNBR(PFsT) 
Static Min. ONBR(DNBRsT) 
EfT Ralios for ColdJHol leg Temp 

PO앤드E 

Relalive Axial Power 01 
Pseudo H이 Pin.(PD,) 

Avg. Hot Pin Power Disl.(PD‘ ''Gl 

I젠R 

Saluration Temp. 01 Waler(TsAr) 
Max. Hol Leg Temp. (T HMAX) 

그림 3.7 THERM 모율의 입 출 력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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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PUT SIGNAL 

CHECK 

. CEA Penalty Factors for LPD/DNBR 

. Excessive Sensor Fail Flag(IFAll) 
‘ Multîple Devîation Flag(lsIGPF} 

POWER 

CEA Positìons 
- Group 
- Subgroup 

그림 3.8 CRPOS 모둘의 입 출 략 흐름도 

COO낸앤I 

’ No‘ 。f Pumps in Operation(Kp ) 

’ Pump Adjusted DNBR(X,) 

CHECK 

‘ Peaked Compensated LPD(LpOT ) 

. Quality Margin(QMMIN) 
CEA Deviation Flag(CEAoEV) 

‘ Aux. Trip Flat(JTRP) 
ι Reactor Power Cutback(IRPc) 

POWER 

. Out of Sequence Waming Flag(IPCM') 

I겐ξE띠 

. Saturation Temp. ofWater(TsAT) 
Max. Hot Leg Temp.(THMAX) 

그림 3.9 TRIP 모닫의 입출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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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알고리듬 개선 방안 

3.3.1 축방향출력분포 합성방법 개선 

3.3. 1. 1 3-Level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 

가. 기존 CPC 축방향출력분포 합성방법 및 문제점 

노심보호연산기를 사용하는 원전에서는 압력용기 외부에 설치된 노외계측기가 제공하는 상， 

중， 하부 3 곳의 신호를 바탕으로 축방향출력분포를 합성한다. 그러므로 노심 외부에서 측 

정된 신호를 노심 내부의 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과정이 펼요하며， 이는 형상처리행렬 

(Shape Annealing Matrix). 냉각재온도그림자계수(Temperature Shadowing Factor. 

TSF). 제어봉그림자계수CRod Shadowing Factor. RSF). 반경방향첨두겨l 수(Radial Peaking 

Factor. RPF) 등의 고려에 의해 수행된다. 다시 말하면， 측정된 노외계측기 신호는 SAM을 

통하여 노심 외곽의 출력 준위(상， 중， 하부 3개)로 변환되며 이때 RSF 빚 TSF 등에 의하 

여 출력 준위는 교정된다. 그리고 계산된 노심 외곽 출력에 제어용집합체 그룹의 삽입여부 

에 따라 미라 표로 만들어져 제공되는 RPF를 고려하여 노섬 내부의 상세한 축방향출력분포 

를 합성하게 된다. 

CPC에서는 이 3개의 노심 외곽의 출력 준위로부터 207~ 노드의 세밀한 축방향출력분포를 

얻기 위하여 Cubic Spline 합성볍[1 2] 을 이용하여 출력분포를 합성한다 이때， 노심은 축방 

향으로 4개의 Spline 영역으로 구분되며 그 영역틀의 분기점， 즉 해당 영역에 몇 개의 축방 

향 노드를 할당지에 따라서 각 영역에서의 Cubic Spline 함수의 모양이 정해진다. Cubic 

Spline 함수의 크기는 주어진 입력 신호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각 노드별 축방향 출력은 

Cubic Spline 함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현재 CPC에서는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축방향출력분포를 8개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약 3.600개의 다양한 출력분포의 분석올 통하여 결정된 것으로 노와계 

측기 상， 중， 하부 신호의 특정에 따라 예상되는 출력분포를 예측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Cubic 함수셋을 미리 계산하여 Database에 저장해 두었다가 바로 축방향출력분포를 합성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합성된 CPC의 출력분포와 CECOR에서 제공하는 출력분포의 RMS 

(Root Mean Square) 오차가 특정 값(8%)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별점을 고려하도록 되어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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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핵연료의 연소에 따라서 점차 증가한다는데 있다. 그림 3 . 10은 영광 3호기 6주기의 실 

제 운전 자료로서 CPC의 RMS 오차가 연소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주기말 채널 

B의 오차는 거의 8%에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소에 따라 RMS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 

은 SAM을 출력상승시험 중의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즉 연 

소가 진행될수록 노심 조건이 줄력상숭시험 시점의 조건과는 점점 더 차이가 나기 때문이 

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현재 사용중중인 Spline 함수셋의 원인으로， 주기초에는 출력분포 

야
 



를 잘 예측하나 주기말의 대표적인 출력형 태 CSaddle type)에 사용되는 Spline 함수셋 사용 

시 RMS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CPC01] 서 사용하는 함수셋으로는 보조정지 (5)AO 운전범위 제한) 설정치를 위배한 경 

우에 대해서는 축방향출력분포를 적절하게 합성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보조정지 운전범위 

를 위배하면 보조정지 신호를 생성하여 발전소보호계통에 전송함으로써 CPC 채널트립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Spline 함수셋 생성시 보조정지 설정치 이내에서만 유효하도록 만들어졌 

기 때문이다. 그랴나 정상운전 중에는 노심의 축방향줄럭편차(Axial Offset , AO)가 노심감 

시계통에서 감시하는 운전제한조건 (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 , LCO) 이내로 유지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Spline 함수셋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LCO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력분포 합성의 정확성이 떨어짐을 의미하며 한다. 다시 말하면 LCO 범 

위에서 보조정지 범위까지의 출력분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확한 출력분포를 이용하여 

LPD 벚 DNBR을 계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영광3&4호기 l주기 노심의 CPC AO 

(보조)정지 설정치는 + 0.5 -- 0.5이며 COLSS의 LCO 범위는 + 0.27 - -0 . 27이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Spline 함수셋의 경우， 축방향출력분포가 상·하 방향으로 섬하게 치 

우치게 되면 출력분포 합성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모 무붕 

산 노심이나 장주기 노심과 같이 제어봉의 빈번한 삽입과 인출로 AO 운전범위가 큰 노섬에 

대해서는 기존의 함수셋만으로는 축방향출력분포를 정확하게 합성하기엔 한계가 따른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AO 범위에서도 유효하도록 Spline 함수셋의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

9 

’ 

:
。

A
삭
 

J
y
ι
r
?
 

ω
r
i
i
I
 

g 10 ~ 3J éO ~ õ} m 
§μrnup S,ep 

그럼 3.10 연소도에 따른 RMS 오차 (영광 3호기 6주기) 

5) AO(Axia l Offset) = -ASI(Axial Shape Ind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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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ubic Spline 합성 방법 

Cubic Spline 합성법을 이용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에 있어서 각 노드별 출력은 다음 식과 

같이 Cubic Spline 함수의 합으로 결정 된다. 

<þ(Z) = ε 와뀌(Z) 

여기서 ， <þ (z) 축방향 노드(z)에서의 상대출력의 크기 

ai Cubic Spline 함수의 크기 (Amplitude Coefficients) 

μCubic Spline Basis Function 

Cubic Spline 합성법에서는 노심보호계통의 입력변수로 사용되는 노외계측기 신호의 크기 

에 따라 미리 정해진 Spline 함수셋을 이용한다. Spline 함수셋들은 미리 만들어져 

Database 형태로 제공되며， 상부와 하부계측기 신호의 차이와 중앙에 위치한 선호의 크기 

에 따라서 노심의 축방향출력분포가 어떤 형태를 이룰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해당되 

는 Cubic Spline 함수셋올 읽어 들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림 3.11은 Cubic Spline Basis Function을 보여주며 각 영역별 함수는 다음과 같다. 

μ(i)=f1 (η1) for 

μ(i) = f2 (η2) for 

μ(i )=f2 (η3) for 

μ(0 = f 1 (η'4 ) for 

μ(0 =0 for 

Z-Zj_2 
여기서， η 

Zj-l - Zi-2 

Zi+ 1 
η3 

Zi+ 1 - Zi 

f1 (η)= η3/4 ， 

Zj-2 드 z 드 Zj-l 

Zj - l 드 z 드 Zj 

Z, 드 z 드 Z i+l 

z 드 z 드 z j+l ""j+2 

Z < Z, n or Z > Z 2 VL ,r....- ..... i+2 

Z1 

-z1 
--z 

-zi --
n‘ n

’ 

Zi+ 2- Z 
η 

Ñi+2 Ñi 十 l

f2 (η) = i+3(η+η2η3) 

그라고 Cubic Spline 함수의 크기， 즉 Amplitude Coefficient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 Detector Responses 

Dj = !,rþ(z)dz, i =펴 ,N 

여 기 서 , N Number of Detecto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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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pirical Boundary point powers 

<þ (0) = 0.1 DN + 0.2 

<þ(H) = o.3D1 + 0.4 

3) Extrapolated Boundary Condition 

<þ (-8) =0.0 
<þ (H + 8) = 0.0 

Empirically correlated coefficients for boundary point power 0.1 - 4 여기서， 

Extrapolated length 6 

식들은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a1h11 + ~h12 十 ~h13 +a4h14 +a5h 15 +a6 . O+~ . 0 

a1 • 0 + ~h22 + ~h23 + a4h24 + ~h25 十 a6h26 +~ . 0 

a1'0+~.0+ α3h33 + a4h34 + a5h35 + a6h36 + ~h37 
a1h41 +a2h42 +~h43 0 0 0 0 

o 0 + a6h56 + ~h57 
o 0 

a5h55 
0 

3-Level 노외계측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위의 

0 0 

D1 

D2 

D3 

φ(0) = 

<þ (H) = 

0 0 a1h61 +~h62 

o 0 

0 

a6h76 +~h77 0 0 

이는 다음과 같은 행렬 형태로 표현 가능하며， 

0 0 

곱으로 표 역 행 렬 과 Detector Responses의 크기 (A)는 Spline 

HA=B 

결국. Cubic Spline 함수의 

현된다. 

A= Jí 1B 

Spline 역행렬 여기서 . Jí l 

높이， 노섬 유효높 

노심보호계통에서는 

별 계측기의 유효 

결정된다.현재의 

: 계측기 Response 빚 경계점출력 

식에서 H- 1 는 노외계측기 Level 개수， 각 Level 

그리고 Spline 함수셋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B 

위 

이 

Database에 지장했다가 그떼그 만들어서 Table 형태로 

% 

각 Spline 함수셋별로 H- 1 을 미리 

때 불러들여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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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Cubic Spline Basis Function 

적용 

Cubic spline 합성법을 이용하여 영광 3&4호기 1주기 노심의 축방향출력분포를 합성하였 

다. 그리고 그 결과를 MASTER 코드 [13]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Spline 함수셋에 

따른 출력분포 합성 능력올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넓은 운전범위까지 만족하는 새로 

운 Spline 함수셋을 생산하였다. 

다. Cubic Spline 합성 법 

전술한 바와 같이 영광 3&4호기와 같은 CE형 원자로에서는 압력용기 외부에 설치된 

3-Level 노외계측기 신호를 바탕으로 축방향출력분포를 합성한다. 노외계측기 입력신호는 

SAM이라는 가변상수를 이용하여 노섬주변의 출력으로 변환한다. SAM은 노외계측기 신호 

와 노심외팍 출력분포와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행렬로 이를 이용하여 노외계측기 신호를 

삼동분된 노심의 상， 중， 하 출력으로 변환한다. 그럼 3.12는 3-Level 노외계측기를 사용하 

는 계통에서 SAM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노심의 상， 중， 하부 출력분포가 결정되 

면 경계점출력상관계수(Boundary Point Power Correlation Coefficient. BPPCC)를 이용 

하여 상부와 하부 노심 경계에서의 출력올 결정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노심의 상， 중， 하부 

출력과 양 경계면서의 출력뿐만 아니라 노심의 상， 하부 경계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출력이 영 (zero)이라는 경계조건을 이용하는 스플라인 합성법에 기초하여 연속적 

인 축방향출력분포를 합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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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12 노외계측기 신호와 노섬출력분포 사이의 관계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외계측기 신호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계측기 

Response를 생산해야 한다 그래서 영광 3&4호가 1주기 노심에 대하여 3차원 핵설계 코 

드인 MASTER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우에 대한 축방향출력분포를 계산한 후 다음과 같은 

간단한 Volume Weighting 방식을 이용하여 Cubic Spline 합성법 적용을 위한 계측기 

Response을 생산하였다. 

R = OO5(3쩍4+홀5뀔) 
간 = 0.05(융찍+할FZ;+ 융찍4) 

뀐 =0팩F끽+힐않) 

여 기 서 , Pi Detector Responses(상， 중， 하) 

FZ(i) : MASTER 코드로 계산된 축방향 노드 출력 

그리고 만들어진 계측기 Responses를 Cubic Spline 합성 프토그램의 압력 값으로 사용 하 

여 Spline 함수셋에 따른 축방향출력분포를 합성하였다. 

그림 3.13에서 보이듯이 3- Leve l 노외계측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Cubic Spline 영역은 

4개(계측기 Leve l 개수 +1)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각 영익 에 벚 개의 노드를 위치시킬 것 

m 



인지 즉， 각 영역별 노드 할당 수에 따라 축방향출력분포를 다르게 합성한다. 이는 Cubic 

Spline 함수셋(예. 2882)의 종류에 따라서 축방향출력분포가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외계측기 입력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Spline 함수셋을 사용할지를 마리 결정 

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Spline 함수셋을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축방향출 

력분포 합성의 정확성이 결정된다. 현재 Spline 함수셋 선정을 위한 선택논리는 표 3.3에 

기술된바와 같이 계측기 입력신호의 크기 (P2 ’ IP1 -P3 1 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CPC에 내장 

된 함수셋은 위의 2가지 선택논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882. 2873. 2837 세 종류이지 만 하부 편중CBottom Peaked) 분포에 대해서는 3782 빚 

73827} 더 고려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섯 종류의 함수셋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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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Schematic Cubic Spline Synthesis (For 3-Leve l) 

표 3.3 기 존 CPC에 내 장된 Spline 함수셋 

K Shape P2(%) ð. =IP1-P31 Function Sets 

Center Peak > 40 A 으 12 2882 

2 Center Peak > 40 ð. > 12 2873 

3 Flat 34 ~ P2 <40 < 25 2882 

4 Flat 34 드 P2 <40 25 ~ ð. 드 35 2873 

5 Flat 34 ~ P2 <40 > 35 2837 

6 Saddle < 34 < 20 2882 

7 Saddle < 34 20 ~ ð. 드 40 2882 

8 Saddle < 34 > 40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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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셋에 따른 출력분포 함성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함수셋율 이용하였다. 

축방향 노드수를 20으로 하는 경 우 이 론적 인 합수셋의 종류는 4개 영 역 의 합(A+B+C+D= 

20)이 20이 되는 경우이나 이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A+ B(or C+ D)의 합이 10이 되는 81개의 함수셋에 대해서만 출력분포를 생산 빚 분석하였 
다. 

선정하 

AO 및 
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함수셋을 

및 RMS 오차를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MASTER 코드 결과와 합성된 출력분포와의 
였다. 이때 판단의 기준으로 축방향출력편차와(AO) 

RMS 오차의 수학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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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Z(i)CSM Cubic Spline Method를 이 용하여 합성 된 축방향 노드(j)의 

상대출력 

: MASTER 코드로 계산된 축방향 노드(i)의 상대출력 FZ(i) MASTER 

f낀K : 특정 노드(j)에서의 CSM과 MASTER간의 상대출력 오차(%) 

최적의 Spline 함수셋 선정 시 노심 상， 하부 노드를 제외한 영역에서 출력분포가 잘 일치 
하는 함수셋을 최적의 함수셋으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상부 및 하부 노드의 출력은 중앙 

에 위치한 노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력이 작으므로 노심보호계통의 주된 트립 변수인 

최대 국부출력밀도 빚 최소 핵비등이탈율 계산에 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발전 

소에서도 합성된 출력분포와 CECOR와의 RMS 오차 계산시 상， 하부 4개 노드를 제외한 
167H 노드의 출력만을 이용하여 RMS 오차를 계산하고 있다. 

라 합성결과 

영광 3&4호기 1주기노섬에 대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결과 맞 분석은 참고문헌[1 4 ]에 기술 

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에는 대표적인 합성결과만을 냐타내었다 그럼 3.14 - 그림 3.15에서 

보이듯이 정상적인 운전조건000% 출력， 전 재아봉 인출 . BOC)에서는 헌 CPC에서 사용하 

걷
 



는 Spline 함수셋을 이용한 결과와 MASTER 코드 결과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주기말 

CEOC) 조건에서도 현재의 CPC 함수셋은 축방향출력분포를 잘 예측하고 AO 범위 또한 최 

대 8%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술했던바와 같이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RMS 오차는 점차 증가함을 보였다. 연소가 진행되고 주기말에 이르면 대부분의 축방향출력 

분포는 말안장(Saddle) 형태가 되며 이 경우 현재의 CPC 선택논랴에 의하여 2882 Spline 

함수셋만이 사용된다. 2882 함수셋은 폭넓은 EOC 조건에 대하여 단일 값으로 사용되므로 

Saddle 형태에 대하여 좀 더 세분화된 선택논리를 개발， 다양한 Spline 함수셋을 적용한다 

면 주기말에서도 RMS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올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절제어봉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변화시켜가면서 Spline 함수셋을 이용한 결과와 MASTER 

코드 결과를 비교하면 AO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둘 간의 출력분포 차이는 증가한다. 그리 

고 노심 하부 또는 상부로 치우친 Saddle 형태라든지 또는 가운데 노드에서 기형적(또는 2 

차) 피크를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는 Spline 함수셋을 이용한 출력분포 합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측기 Response 개수의 문제로 3개의 노외계측기 신호만올 사용하 

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3.16은 조절제어봉이 50% 인 

출된 경우의 출력분포로 현재 CPC에서 사용하는 Spline 함수셋(2837)으로는 실제 출력분 

포를 정확하게 모사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Spline 함수셋을 바꿀 경우(3773 ， 4664) 

MASTER 코드 결과와 유사한 형 태를 보인다. 이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현재의 CPC 함수셋 

은 노심의 출력분포가 상부 또는 하부로 심하게 편중된 경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현재 CPC에서 2837 함수셋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그림파 같 

이 노심 상， 하부로 심하게 편중된 출력분포가 실제 운전 중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17 - 그림 3.18은 주어진 제어봉 삽입 조건에 대한 RMS 오차를 나타내는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오차가 커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CPC 함수셋 대신 새로운 함수셋 

을 사용할시 오차의 증가폭이 감소함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인위적인 출력분포에 대해서는 

기존의 함수셋보다 새로운 함수셋을 이용한 경우 RMS 오차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기술된 출력분포 형태에 따른 Spline 함수셋 분석올 통하여 새로운 Spline 함수셋올 

선정하여 표 3.4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이듯이 CPC에서 Center Peak에 적용되던 선택논 

리를 변경하여 2개에서 4개의 함수셋을 사용하도록 세분화하였으며 말안장 형 Ell (Saddle) oJ] 

대해서도 기존의 2882만을 사용하던 방식대신 2882와 3773올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함수셋과 새롭게 개선된 함수셋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각 경우별 RMS 오 

차를 분석하여 표 3 . 5에 나내내었다. 표와 같이 총 1914 종류의 출력분포에 대해서 분석하 

였으며 새롭게 적용된 함수셋을 사용하는 경우 1619 종류가 기존 함수셋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RMS 오차가 줄어옮을 알 수 있다. 

꺼
 
ω
 



100% Powel . 100% Wilhdlawal . BOC 

1 .6 r --------- • }• •• •• • 

1.2 

- -←‘-、-\"

! 
(λ、

1.4 

nu 

nO 

ζ
u
 

’
1 

nu 

nU 

-
잉
〉
〉
。
(
}
 

@
〉
;
얘
-
p
α
 

0 .4 

0 .2 

0 .0 
0.0 0.1 02 0 3 0.4 0.5 06 07 

Relative Core Axial Heiohl (11 0m BOf! orn) 

08 09 1. 0 

[AO = -7.9% , P 1-P3 ::: -6.4% , CPC Function Set ::: 2882] 

그럼 3.14 영광 3&4호기 1주기 노심의 축방향출력분포 (1 00% 인출， BOC) 

1.4 

100% Powef. 100% Wilhdfawal. EOC 

1.2 

1.0 

。
u

ζ
U
 

nu 

nU 

잉
〉
〉
。
마
 
밍
〉
:
여
-
@
α
 

0.4 

0 .2 ' " '' -- - -- -- -_.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0 

0 .0 0 .1 0. 2 0 .3 0 .4 0.5 0.6 0.7 

Relative Core Ax ial Heighl (l rom 8ottom) 

08 0.9 1.0 

[AO ::: -2.4% , P 1-P3 ::: -2 .28% , CPC Function Set ::: 2882] 

그림 3.15 영광 3&4호기 1주기 노심의 죽방향출력분포 (1 00% 인출 ， EOC) 

” ” 



100% Power , 50% Wi1hdrawal. BOC 

1.0 

2.5 

2.0 

-@ 

R 
。

ι 

앙 1.5 
에 

잉 

I 

0.5 

0 .0 

0 .0 0.1 0.2 0.3 0.4 0 ,5 0.6 0.7 0.8 0.9 1.0 
Relative Core Axial Heicht (trom 8ottom) 

[AO = -72.7% , pj-P3 = -54.83% , CPC Function Set = 2837] 

그림 3.16 영광 3&4호기 1주기 노심의 축방향출력분포 (50% 인출， B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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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개선된 Cubic Spline 함수셋 

K Shape P2(%) ð. =IP 1-P31 Function Sets 

l Center Peak > 40 < 12 3773 

2 Center Peak > 40 12 으 ð. < 30 2882 

3 Center Peak > 40 30 ::; ð. < 40 3773 

4 Center Peak > 40 40 ~ 4664 

5 Flat 34 으 P2 <40 < 25 2882 

6 Flat 34 ::; P2 <40 25 ::; ð. < 35 3773 

7 Flat 34 ::; P2 <40 ~ 35 4664 

8 Saddle < 34 ‘ < 20 2882 

9 Saddle < 34 20 ::; ð. < 40 3773 

10 Saddle < 34 는 40 3773 

표 3.5 개선된 Spline 함수셋에 대한 RMS 오차 분석 

Function Sets 
K Shape Pass/Total Pass % RMS Error(%) 

CPC New 

1 Center Peak 2882 3773 222/259 85.7 4.4• 3.9 

2882 155/236 65.7 6.0• 5.8 
2 Center Peak 2873 3773 41/86 47.7 10.3• 8.5 

4664 26/26 100.0 15.7• 8.7 

3 Flat 2882 2882 779/843 92.4 

4 Flat 2873 3773 19/22 86 .4 8.9• 8.9 

5 Flat 2837 4664 57/7 2 79.2 15.7• 9.4 

6 Saddle 2882 2882 184/184 100.0 

7 Saddle 2882 3773 49/49 100.0 11.4• 16.2 

8 Saddle 2882 3773 87/137 63.5 15.7• 13.8 

1619/1914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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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2 5-Level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 

5-Level 노와계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일한 Cubic Spline 합성볍을 이용하여 

Spline 함수셋별 출력분포를 합성하였으며 그 결파를 MASTER 코드 결과와 비교하였다. 

5-Level 노외계측가 신호를 이용한 이유는 3-Level 노와겨l즉기릎 사용한 결과에서 보였듯 

이， 노심의 출력분포가 상부 맞 하부 방향으로 많이 치우쳤다거나 또는 가운데 노드에서 2 

차 피크기 발생하는 경우 그러고 상부 맞 하부 노드에서 단 출력블 보이는 경우 3개의 노 

외계측기 신호만으로는 효율적인 출력분포 합성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력분포에 사용된 Spline 함수셋은 9 종류로 재한하였으며 그 이유 

는 3-Level 노외계측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3개 대신 5개의 

계측기 선호를 사용하므로 Spline 함수 영역이 6개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사용된 Spline 

함수셋은 다음과 같다. 

Spline Function Set : 1 1 8 8 1 1, 1 2 7 7 2 1, 1 3 6 6 3 1, 

14554 1, 15454 1, 226622 , 

2 3 5 53 2, 2 4 4 4 4 2 , 2 5 3 3 5 2 

5-Level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한 축방향줄력분포 합성방범 맞 결파는 잡고문헌 [15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대표적인 합성결과만을 기술하였다 비교의 편의를 위하 

여 3-Level 노외계측기를 사용하여 합성된 출력분포도 함께 지1 시하였다. 그럼 3.19 - 그럼 

3.20에서 볼 수 있듯이 3-Level 노외계측기를 사용하는 경 우보다 MASTER 코드 결과와 

유사하게 출력분포를 합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Spline 함수셋별 출력분포 차이가 

3-Level 노외계측기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음을 얄 수 있다. 이는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로써 3개의 선호를 이용하여 출력분포를 합성하는 것보다 5개의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RMS 오차 관점에서도 3-Level 노외계측기를 사용할 때 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3.21-그림 3.22에서 보이듯이 3-Level 노외계측기를 사용할시 

Spline 함수셋의 종류와 무관하게 연소도가 진행됨에 따라 RMS 오차가 증가했던 반면 오 

히려 모든 함수셋의 RMS 오차는 주기말로 갈수록 RMS 오차가 감소함을 보였다. 그러나 

주기초의 경우 현재 CPC에서 사용하는 함수셋보다 5개의 노와계측가 신호를 사용하는 경 

우가 더 큰 RMS 오차를 보이는데 이는 상부 빚 하부 노드에서 상대적으로 큰 출력분포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노드의 출략이 작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노드는 

최대 국부출력밀도 맞 최소 핵비등이탈율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출력분포 합성 

을 위한 죄적의 Spline 함수셋 선정 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모 판단된다. 

재
 



100% Power.1 00% Withdrawa l. BOC 

1.6 

1 .4 

1.2 

1.0 

‘ 9 
u 

n 
u 

잉
 
>
>

。
ι
 @ g 
; … 
-
ω
 

m 
0.6 

0 .4 

0.2 ι- - • ----- --------- -- ------- - - ------ ----------- - -------- - ---- • -- ---

0 .0 
0.0 0.1 0.2 0.3 0.4 0.5 0.6 0 .7 0.8 0 .9 1.0 

Relative Core Axìal Height (Irom 8ottom ) 

[AO = -7.9% , pj-P3 = -6 .4%, CPC Function Set = 2882] 

그림 3.19 영광 3&4호기 1주기 노심의 축방향출력분포 (1 00% 인출， BOC) 

3. 0 

2.5 

2.0 

ι웅 
잉 1. 5 

o@@: 

1.0 

0.5 

0 .0 

0 .0 

100% Power, 50% Wilhdrawal , BOC 

0.1 0 .2 0.3 0 .4 0.5 0.6 0.7 0.8 0 .9 1.0 

Aelat“e Core Axial Heighl (ftom Boftom) 

[AO = -72.7% , P 1-P3 = -54.8% , CPC Function Set = 2837] 

그럼 3.20 영광 3&4호기 l주기 노심의 축방향출력분포 (50% 인출 ， B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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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3 결과 논의 

CPC의 축방향출력분포 합성능력은 국부출력밀도와 핵비등이탈율에 의한 원자로정지에 직 

접 관련된 중요한 기능으로 현재는 상 중 하부 노외계측기의 신호를 기반으로 Cubic 

Spline 함수를 사용하여 합성한다. 가존의 CPC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출력 

분포를 8개의 종류로 구분하며 각 분포에 대한 Spline 함수셋을 미리 계산하여 내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CPC의 축방향출력분포 합성가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내장된 Spline 함수셋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셋을 출력분포 합성에 적용하여 RMS 오차를 

서로 비교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영광 3&4호기 1주기 노심의 출력분포를 이용하였다. 또한 

5-Level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동일한 Cubic Spline 합성법을 이용하여 출력분포를 

합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영광 3&4호기의 연소도별 축방향출력분포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CPC 축방향출력분포 합성의 개선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였다. 많은 경 

우 현재 내장된 함수셋이 최적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함수셋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RMS 

오차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시도된 방법은 많은 경우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Spline 함수셋 선정을 위한 선택논리 (P2 및 P\-P3의 크기) 

를 개발하고， 좌우 대칭만이 아닌 비대칭조건까지 고려된 Spline 함수셋을 적용한다면 다양 

한 운전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최적의 Spline 함수셋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Level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한 결과에서 보았듯이， 출력분포 합성 능력을 개선하 

기 위하여 최적의 노외계측기 개수 결정올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와 더불어 SAM 자체의 개선도 병행된다면 현재의 축방향출력분포 합성방법으로 인한 보수 

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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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운전원 연계기능 강화 

기존의 노섣보호계통에서는 노섬감사제통의 가능상실시 CPC 관련 운영기술지침서 사항을 

CPC 운전원 모둘에서 운전원이 수동으모 자료를 취득하여 감시하고 았다. 새로운 노섬보호 

계통에서는 노심감사계통 가능상설시에 자동으로 운영기술지침서 관련 사항을 감사하기 위 

한 논리 빚 알고라듬을 개발하여 도입할 펼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노섬보호계통에서는 보 

조정지를 포함하여 모든 원자로정지변수에 대한 예비정지 신호를 발생시카도록 알고라듬을 

수정， 보할 필요가 있다. 

2.3.2.1 노심감시계통 기능상실시 자동노심감시 

다음은 기존 원전에서 노심감시계통으로 사용되는 COLSS (Core Operating Limit 

Supervisory System) [16] 의 주된 기능 및 기능상실시 운전제한조건들을 어떤 방법으로 감 

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내용이다. 

COLSS는 운전원이 선출력밀도， 사분출력경사비， 핵비등이탈율여유도 빚 상하부출력편차와 

관련된 운전제한조건을 감시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게통이다. COLSS는 압력신호로서 노 

섬입구온도， 노내계측기선호， 원자로냉각재펌프속도， 일차측압력 등을 사용하여 선출력밀도 

및 핵비등이탈율에 대한 운전제한조건에 상응하는 노섬줄력(선출력밀도 출력운전제한치 

(LHR-POU 맞 핵비등이탈율 출력운전제한치 (DNBR-POU)을 계산한다. COLSS는 선출력 

별도 출력운전재한치， 핵비등이탈율 출력운전제한지 맞 연허가출력 중에서 최소값(최소출 

력)을 선택하여 노섬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최대출력 준위로 사용한다. 실제 노섬출력 

을 COLSS가 계산한 출력운전제한치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해 

석에서 분석된 결과보다 더 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현재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COLSS 프로그램의 가능상실 조건이 발생했을 시 선출력밀 

도， 사분출력경사비， 핵비등이탈율 여유도 벚 상하부출력편차를 운전 가능한 CPC 채널을 

이용하여 COLSS 관련 운전제한조건들을 감시하며 이때 보다 제한적인 운전제한조건이 적 

용된다. COLSS는 직접 안전과 관련된 기능(원자로 정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특정한 

제한치로의 접근을 감시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제공된다면 출력감발 없이 연속적인 출력운 

전이 허용된다. 운영기술지침서에서는 COLSS의 기능이 상설될 때 대재 수단으로서 CPC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CPC는 COLSS 만큼 정확하게 요구되는 선출력말도 빚 핵비 

등이탈율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CPC를 이용하여 노섬을 감사하는 경 

우에는 COLSS을 이용하는 겸우보다 훨씬 저l 한적인 운전제한조건을 적용하고 았다. COLSS 

의 가능상실파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선출략빌도 

선출력밀도 재한치는 20% 정격 열출력 (Rated Thermal Power , RTP) 이상에서 작용된다. 

COLSS가 운전 가능할 경우에는 노심 출력이 COLSS LHR-POL 이내로 유지꾀는지 향상 

감사되어야 한다. COLSS 여유도 경보는 최소 31 일에 한 번씩 확얀되아야 한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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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S가 운전 불능일 경우 CPC에서 계산된 최대 선출력밀도가 선출력밀도 제한치를 초과 

하는 경우 운전원은 15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15분마다 선출력밀도의 부정적 거동(즉， 

정상운전시 예상되는 거동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선출력밀도의 증가)이 없음을 증명해야한 

다. 부정적 거동이 발생하는 경우 15분 이내에 선출력밀도를 제한치 이내로 감소시키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1시간 이내에 선출력밀도를 제한치 이내로 복구시켜야 한다. 부정 

적 거동이 없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선출력밀도를 제한치 이내로 복구시켜야 한다. 

나.사분출력경사비 

20% RTP 이상에서 사분출력경사비는 CPC에서 사용한 사분출력경사비 허용치 이하이어야 

한다. COLSS의 경보 설정치는 CPC 사분출력경사비로 설정된다. 이 경보 설정치와 CPC 

사분출력 허용치 0.10(1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최소 31일마다 COLSS 사분출력경사비를 

확인하여야 하며 CECOR 코드를 사용하여 COLSS 사분출력경사비 계산의 독립적인 확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COLSS가 운전 불능일 때 최소한 12시간에 한 번씩 사분출력경사비를 계산함으로 

써 사분출력경사비가 제한치 이내에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계산된 사분출력경사비가 CPC 

에서 사용된 사분출력경사비 허용 값을 초과하면 2시간 이내에 이를 복구시키거나 CPC에 

사용된 사분출력경사비 허용 값을 계산된 값 이상으로 조절해야 한다. 

다.핵비등이탈율여유도 

20% RTP 이 상에 서 노심 출 력 은 항상 COLSS DNBR-POL 이 하로 유지 도어 야 한다. 최 소 

31일마다 COLSS 핵비등이탈율 여유도 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얀되어야 한다. 만약 COLSS 

가 운전 불능인 상태이고 CPC에서 계산된 핵비퉁이탈율이 허용영역을 벗어났을 경우 운전 

원은 15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15분마다 핵비퉁이탈융의 부정적 거동(즉， 정상운전시 

예상되는 거동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핵비등이탈율의 감소)이 없음올 증명해야 한다. 부정 

적 거동이 발생하는 경우 15분 이내에 핵비등이탈율을 제한치 이내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고 1시간 이내에 핵비등이탈율을 제한치 이내로 복구시켜야한다. 부정적 

거동이 없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핵비등이탈율올 제한치 이내로 복구시켜야 한다. 

라. 축방향출력편차 

20% RTP 이상에는 COLSS는 축방향출력편차가 土0 . 27 이내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데 사 

용된다. 설정치를 초과하게 되변 경보가 발생된다. 만약 COLSS의 기능상실 조건이 발생했 

을 때 운전 가능한 어느 하나의 CPC 채널에서 계산된 상하부 출력편차가 -0.2 ::S;; AO ::S;; 

+0.2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한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제한치 이내로 노 

심의 평균 상하부 출력편차를 복구시키거나， 다음 4시간 이내에 열출력을 정격 열출력의 

20% 이하로 감발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12시간마다 운전 가능한 어느 하나의 CPC 채 

널로 지시되는 상하부 출력편차가 제한치 이내에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핵비등이탈 

율 허용운전범위는 상하부 출력편차의 함수이고 핵비등이탈율은 2시간마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시간마다 상하부 출력편차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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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COLSS가 기능 상실되는 경우에 는 운전윈이 운전 가능한 노심보호계통 채 널을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관련 자료를 취득하고 제한치 또는 허용운전영역을 만족하는 

지를 검증해야 한다. COLSS 기능 상실은 비정상운전 상황으로서 운전원이 이들 항목을 

CPC 운전윈 모율에서 지시되는 자료를 취득하고 제한치를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실 

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노심보호계통에서는 노심감시계통의 기능상실시에 

노섬보호계통과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을 감시하기 위한 논리 및 알고리듬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노심감시계통 기능상실시 에 노심보호계동이l 서 자동적으로 기능상실과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운전원애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다. 

2.3.2.2 예비정지 경보추가 

기존의 노섬보호계통에서는 가변과출력정지 ， 비대칭증기발생기과도상태정지 빚 허용운전범 

위초과정지 등과 관련된 보조정지 기능이 있으며 각각의 정지설정치와 비교하여 초과하는 

경우 CPC애 의한 정지신호가 발생한다.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애서는 보조정지에 대한 예비 

정지 경보기능이 없기 때문에 운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노심보호계통에서는 보조정지를 포함하여 모든 원자로정지 변수에 대한 예비정지 선 

호를 발생시켜 운전원이 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원자로정지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 

치를 취할 수 있다. 

개선된 노심보호계통에서 고려하는 예비정지 관련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Primary Trip 

핵비등이탈율(DNBR) 

• 선출력밀도(LPD) 

(2) Auxiliary Trip 

해석된 영역을 벗아난 경우 (Range) 

가변과출력 트립 (VOPT) 

• 펌프 트립 (Pump) 

• 노심 출구 포화온도 트 립 (TSAT ) 

(비대칭)증기발생기 과도 트립 (ASGT) 

2.3.2.3 성능 및 여유도 향상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발전소 성능 및 여유도 향상을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할 수 있다. 

(1) 입력신호 검증 알고리듬 개선 

• 현재의 상부 및 하부 범위이탈 방법에 변화율 점검 방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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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알고리듬 개선 

(2)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 처리 알고리듬 개선 

• Spurious(거짓， 또는 유사) 신호에 대한 판정 알고리듬 

• Spurious (7l 짓， 또는 유사) 신호에 의한 자유낙하 판정 

종속 AO 제한치 적용 

출력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AO 제한치를 출력별로 구분하여 제한치를 설정 

(3) 출력 

·현재 

(4) 출 력 종속 Tilt Allowance 제 한치 적 용 

• 현재 출력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Tilt Allowance 제한치를 출력별로 구분하여 제한 

치를 설정 

(5) 기능 연계성을 고려한 모율 구성 최적화 

• 보호 알고리듬 간 기능 연계성올 고려하여 모률 구성을 최적화 

(6) 안전등급 노내계측기 사용 

•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함에 따라 축방향출력분포 합성방법이 복잡하고 그 결과 또 

한 지나치게 보수척염 

• 안전동급의 노내계측기를 이용함에 따라 계산방법이 단순해지고 노외계측기의 사용 

에 따른 제어봉그럼자 및 온도그림자 효과를 이용한 보정， 출력분포 합성시 사용되 

는 SAM , BPPCC 등의 데이터 생산이 불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안전등급의 노내계측기 개발 및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7) 새 로운 DNBR 상관식 개 발 
• 현재 CE-l CHF 상관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핵연료집합체의 개량 동에 따라 이에 
적합한 상관식의 개발이 펼요함 

(8) 상세 DNBR 계산용 전산코드 개발 
• 현재의 노심보호계통에서는 빠른 DNBR 계산을 위해 매우 단순하고 보수적인 그룹 
수로 해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전산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보다 상세한 계산방법올 이용한 최적의 DNBR 계 
산이 가능해짐 

• 이에 따른 DNBR 상세계산 코드 또는 이에 버금가는 Fast Run 코드를 사용하여 열 
적여유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들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단순한 알고리듬의 수정 및 변경만으로 가능한 항목도 있지만 노내계측기를 

이용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방안이나 DNBR 계산을 위한 상관식의 개발 또는 Fast Run 코 
드 개발 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심보호계통의 축 

방향출력분포 계산 방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계산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과 전산기기의 

성능향상으로 상세 DNBR 계산 알고리틈의 구현 및 모률 구성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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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띠} 이들 항목익 개선은 노심의 열적여우「도틀 향상 측면 011 서 반드시 펠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섬보호게통 개선 선략의 수립 맞 수행이 뒷받 

침되어야 할 것으포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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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일체형원자로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SMART 노심보호계통은 종래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 

하드웨어를 제거하여 계통의 단순화를 꾀하였으며 또한 각 채널마다 독립된 계통입력신호 

(제어봉집합체 위치 신호를 포함한 모든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한 4채널 독립성이 유지 

되는 온라인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이다. 그리고 일체형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수립된 연구결 

과 성과물을 상용원전에 적용함으로써 연구 성과물의 활용성올 증대시킬 목적으로， SMART 

노심보호계통에서 사용된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을 구조 

적인 문제로 불필요한 채널트립과 원자로정지를 유발하는 현재의 상용 원전에 적용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심보호계통 관련된 국내외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노심보호연산기 운전경 

험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특이운전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분석하였으며 한전 Task Force 

팀에서 제안한 CPCS 개선안에 대한 평가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 대 

한 분석으로 현재 영광 3 ， 4 ， 5 ， 6호기 및 울진 3 ，4， 5 ， 6호기에서 사용 중인 Legacy 노심보호계 

통， 신고리 1 ， 2호기부터 적용 예정인 Common-Q 노심보호계통， 미국에서 추진 중인 

SENTINEL 노심보호계통 및 독일의 원전에서 적용중인 COPS 노심보호계통올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 확보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였다. 

노심보호계통 관련 국내외 특허 통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를 조사하 

였으며， 노심보호계통 설계용 전산코드와 원천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실시권한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사용협정 동올 검토하였다. 

그리고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섬보호 시스템 및 그 방법 (An 

On-line Core Protection System Using 4 Channel CEA Position Signals and the 

Method Thereof)"란 명칭으로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이 방법론을 상용 원전에 

적용했을 시 계통의 구성， 노심보호계통 설계요건， 알고리듬 개선방안， 운전원 연계기능 강 

화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 노심보호 방법론의 적용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노심보호연산기와 제어봉집합체연산기가 별도의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수행되던 종래의 

노심보호계통과는 달라 제어봉집합체연산기를 없애고 그 대신 제어봉집합체 연산 알고리 

듬을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 내에서 모율로 처리함으로써 계통의 단순화를 통한 제어봉 

집합체연산기 하드워l어 채널 고장의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제어봉위치 검출기와 제어봉집 

합채연산기 간의 신호전송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제어봉집합체당 4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 신호를 검출하여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에서 

독립적인 위치 신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노심보호계통에서 발생하던 

제아봉집합체연산기 1 대 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를 방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종래의 노심보호계통에서 제어용집합체연산기와는 별도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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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분면에 속한 제어봉워지 검출기 신호를 사용하던 망식윤 재거함으표써 제어봉 

워지신호 전달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이러한 방법론을 현재 운용중인 상용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지l 이봉집합체의 변경 및 계 

통 구성과 관련된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노심보호계통에서 발생 

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원전의 핵심기술인 노섬보호계통의 국산화 전략 기 

술을 확보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 고유익 노심보호계통 개발방향을 결정하 

는데 기초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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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l 노심보호/감시계통 관련 미국특허 

• US 4,080,251 

- 발명 의 명 칭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nuclear reactor 

- 발명 자 Charles Ronald Musick 

- 권 리 ?-t Combustion Engineering 

- 출원일 : 1973.5.22 

- 출원변호 : 362 ,696 

- 등록일 : 1978.3.21 

- 요 약 A control system and method for a nuclear steam supply system 

for calculating the appropriate operating limits of the system 

based on the system’s design limits. The control system monitors 

the appropriate parameters of the nuclear steam supply system , 

modifies one of the parameters , and calculates the desired 

operating limit on the basis of the unmodified and modifieà 

parameters. The parameter selected to be modified is adjusted in 

such a way as to account for the possible occurrence of a J1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The degree of adjustment 

encompasses the factors of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worst case accidenC axial power distribution; and the delay times 

of the protection system which include sensing , calculating , and 

activation time delays. The operating limit thus generated includes 

a margin which allows sufficient time for the termination of 

operation or for control of the system such that the design limits 

are not violated . 

• US 4 ,330 ,367 

- 발명 의 명 칭 System and process for the control of a nuclear power system 

- 발명 자 Charles Ronald Musick 

- 권 리 자 Combustion Engineering 

- 줄원일 : 1973.5.22 

- 출원번호 : 362 ,697 

- 등록일 : 1982.5.18 

- 요 약 A protective control system and method for a nuclear steam 

supply system for the protec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safety 

design limits , the system comprising the combination of two 

sub-systems. The first sub-system includes a method or system 

for a continuous calculation of an operating limit which 

incorporates a margin that allows sufficient time for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corrective action without the violation of a 

design limi t. The second sub-system includes a metho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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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4 ,318,778 

system for continuously predicting a pending violation of a design 

limit far enough in advance to allow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corrective action. The combination of the two systems not 

only allows operation of the nuclear steam supply system with 

the assurance of a s uffi cient margin to take protective action on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but also assures that actual 

protective action is in fact instituted in suffi cient time to avoid 

the violation of a design limi t. 

- 발명 의 명 칭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rolling a nuclear reactor 

- 발명 자 Charles Ronald Musick 

- 권 리 7.} Combustion Engineering 

- 출원일 1973.5.22 

- 출윈번호 : 362 ,698 

- 등록일 : 1982.3.9 

요 약 / A control system and method for a nuclear s team supply system 

for continuously predicting the pending violation of one of the 

system ’s de s ign limits. The prediction is made far enough into the 

future to allow corrective or protective action to be implemented 

in a timely manner in order to avoid violation of a design limit 

even on the occurrence of a worst case accident , or , restated , the 

occurrence of an acc ident which causes a most rapid approach to 

the design limi t. Various parameters of the nuclear steam supply 

system are monitored and fed to a calculating mechanism. 

Samples of these parameters are periodically taken for the 

periodic detailed calculation of an index representative of the 

proximity of violation of the appropriate des ign limi t. Continuous 

readings of these same parameters are taken for the purpose of 

making continuous updates of the las t calculated index. Also , on a 

continuous bas is , continuous readings of the rate of change 

(s!ope) of selected parameters are taken and calculations made on 

the basis of the rate of change of those parameters to obtain a 

prediction of the parameter a certain time (T) into the future. 

Modifications to the index are continuously made to the !as t 

ca \c ulated va lue of the index to give a prediction of the index (T) 

seconds into the future. When this predicted index violates a 

preselected set point , indicating the impe nding actual violation of 

a design limit , a signal may be generated to institute protective 

action which can be accomplishe d in the T seconds over which 

the prediction wa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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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3,998 ,693 

- 발명 의 명 칭 Thermal Margin Control 

- 발명 자 Charles Ronald Musick 

- 권 리 자 Combustion Engineering 

- 출원일 1974.01.28 

- 출원번호 : 437 ,239 

- 등록일 : 1976.12.21 

- 요 약 A monitoring system for providing warning and/or trip signals 

indicative of the approach of the operating conditions of a nuclear 

steam supply system to a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or 

coolant temperature saturation. The invention is characterized by 

calculation of the thermal limit locus in response to signals which 

accurately represent reactor cold leg temperature and core 

power; the core power signal being adjusted to compensate for 

the effects of both radial and axial peaking factor . 

• US 4,016 ,034 

- 발명 의 명 칭 Nuclear Reactor Control Override System and Method 

- 발명 자 Charles Ronald Musick 

- 권 리 자 Combustion Engineering 

- 출원일 : 1974.07.19 

- 출원번호 : 490,158 

- 등록일 1977.04.05 

- 요 약 A system is provided which prevents the operation of a nuclear 

reactor in a region of a prohibited reactor power distribution. The 

method of operation includes inhibiting the insertion of control 

rods into the reactor on the basis of a power dependent control 

rod insertion limit and further overriding the control of the 

reactor by rapidly reducing reactor power when reactor power 

increases to a reactor power which exceeds by a predetermined 

margin the limit set by the power dependent control rod insertion 

limi t. 

• US 4,399 ,095 

- 발명 의 명 칭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 for a nuclear reactor 

- 발명 자 Peter 1. Morris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 출원번호 

1977.12.16 

: 861 ,131 

1983.8.16 이
E
 

로
 「

드
 
。

- 요 약 A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 for a nuclear reactor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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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4,337 ,118 

monitors a variable operating parame ter indicative of the s tate of 

reactor operation and identifies an abnormal rate of change in 

reactor operating conditions. The operating parameter monitore d 

at a given time after the abnormal change in operating conditions 

is identified and is employed as a base for a variable se tpoint 

defining a des ign limit within which the reactor can continue to 

operate. At a preselected time follow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abnormal rate of change of the reac tor operating conditions , 

control of the reactor is automatically modified to establis h a 

reactor working environment in which the reactor can continue to 

operate. Should the estab!ished setpoint be exceeded , the reactor 

will automatically be tripped. 

1n one embodiment the negative rate of change of neutron f1 ux of 

the nuclear core is monitored and compared to a prese lected 

reference. If the reference is exceeded , following a 

pre-established time interval the flux monitored within the reactor 

core will be stored and employed as a base for the setpoint 

design limit below which reactor operation may continue. At the 

same time , control rod withdrawal from the core is blocked and 

load requireme nts are reduced compatible with the new operating 

level of the core. Should core power s ubsequently increase above 

its flux setpoint limit the reactor will automatically be trippe d . 

- 발명 의 명 칭 Nuclear Reac tor Power Monitoring System 

- 말명 자 Mikio Sakurai 

- 권 리 À~ 、 Hitachi 

- 출원일 1979.10.12 

- 출원번호 : 084 ,437 

- 등록일 : 1982.6.29 

- 요 약 A nuclear reactor power monitoring system for monitoring the 

• US 4,555 ,382 

power level of a reactor and preventing an excess ive rise thereof 

attributable to a transient increase in the core coolant flow rate 

before the reactor is scrammed. The system include an operating 

region monitor (ORM) for blocking the increase in the core 

coolant flow rate or running-ba ck the flow rate when the power 

level exceeds a predetermined coolant block threshold power 

level which is a function of the core coolant flow ra te 

- 발명 의 명 칭 Method of Protection of a Pressurized Water Nuc lea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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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4,637,910 

- 발명 의 명 칭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inuous On-line Synthesis of Power 

Distribution in a Nuclear Reactor Core 

- 발명 자 : Albert 1. Impink , J r.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 1984.0 l.20 

- 출원변호 : 572,499 

- 등록일 : 1987.0 l.20 

- 요 약 On-line , real time monitoring of core-wide and local power in an 

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 is provided by a system 

having four channel sets of fixed incore nuclear detector strings 

distributed in fuel assemblies across the core in a pattern which 

produces a uniquely identifiable detector response to rod 

movement even with one channel set out of service. Separate 

signal processors for each channel generate totally independent 

core-wide overpower protection signals and exchange detector 

responses through fiber optic data links for local power 

monitoring. The local power density at each detector level for 

any desired point across the core is determined by fitting a 

surface spline function to the detector responses adjusted to 

eliminate the local effects of rod movement from a reference 

condition , interpolation of the fitting function , and factoring back 

in the local effects of rod movemen t. If local power in the X - Y 

plane approaches but does not exceed trip criteria , a pointwise 

- 발명자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번호 

이
 

E 로
 
「드

 
。

- 요 약 

Michel Delor et a1. 

Framatome 

: 1982.06.08 

: 386,476 

1985.1 1. 26 

The invention relates to a method of protection of a 

pressurized-water nuclear reactor , which enables the cnS1S of 

boiling and the melting of fuel to be avoided. An emergency 

shutdown is triggered when a parameter representative of the 

cnsls of boiling or the power released per unit length of the fuel 

elements exceeds a limiting value. For the determination of these 

parameters , the most exact representation possible of the 

distribution of the power in the core of the reactor is employed. 

This distribution is obtained by measurement of the axial power 

by ionization chambers , and determination of the radial power by 

measurement of the positions of the control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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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 power distribution is generate d to determine if a local 

ove rpower condition exists between detector levels. Misalignment 

of rods from the positions indicated by the position indicators is 

detected by a pattern recognition procedure for finding a fit 

between the effects of succes s ive assumptions of misaligned rods 

and the detector responses adjus ted for known rod movemen t. 

• US 4,774 ,049 

발명 의 명 칭 Two and Three Dimensional Core Power Distribution Monitor and 

Display 

- 발명 자 Albert J. 1mpink , Jr.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1986.04.10 

- 출원변호 : 850,196 

- 등록일 : 1988.9.27 

- 요 약 A method and apparatus for monitoring and gene rating on-line , 

real time displays of two and three dimensional nucIear reactor 

core power distributions and off-line , periodica lIy updated 

summaries of three dimensional nuclear reactor core power and 

burnup distributions is dis c1osed. The method and apparatus 

makes use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inle t sensors and 

core-exit thermocouples to produce enthalpy rise values. Flux 

measurements are combined with enthalpy to produce power 

values. 1n one aspect of the invention , deviations from reference 

values are c1assified and displayed on a two-dimensional color 

graphics terminal where the various c1ass ifications are displayed 

according to a color code which enable s a rapid and convenient 

method of analysis of the dynamics of the reactor operation . 

• US 4,774 ,050 

- 발명 의 명 칭 Axial Power Dis tribution Monitor and Display Using Outputs from 

Ex-core Detectors and Thermocouples 

- 발명자 Albert 1. Impink, Jr.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 1986.04.10 

- 출원번호 : 850,195 

- 등록일 1988.9.27 

- 요 약 A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 ra ting core • average and r adia Ily 

peaked , pointwis e core axial power di s tributions of a nuclear 

reactor core from monitored responses of reactor flux obtaine d 

exte rior of the core , such as res ponses obtained from e x-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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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4,839 ,134 

power range nucJear detectors. and from responses of 

temperature obtained from selected core-exit thermocouples . 

- 발명 의 명 칭 Continuous , Online Nuclear Power Distribution Synthesis and 

Method 

- 발명 자 : Albert J. Impink. Jr.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 1987.12.31 

- 출원번호 : 140,065 

- 동록일 1989.06.13 

- 요 약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 power distribution synthesis 

• US 4,990 ,302 

system that uses a sma l1 number of local axial power distributions 

determined from less than a full complement of fixed incore 

neutron detectors and a power sharing map produced from a fu l1 

complement of core exit thermocouple temperature signals to 

synthesize the full core power distribution. The localized tilt of 

the core is determined from the power sharing map and used to 

remove the tilt from the local distribution. The tilt adjusted local 

distribution is assigned to symmetric core locations where 

uninstrumented core power values are determined by 

interpolation. The interpolated. assigned and tilt corrected local 

distribution power values are transformed into the three 

dimensional power distribution using the til t. 

- 발명 의 명 칭 Apparatus for Measuring Nuclear Reactor Power Distribution 

- 발명 자 Minoru Oda 

- 권 리 자 Mitsubishi 

- 출원일 : 1988.1 1.02 

- 출원번호 : 265,944 

- 등록일 1991.02.05 

- 요 약 An apparatus for measuring nuclear reactor power distribution 

comprises a Fourier coefficient calculation means and a 

transformation means , whereby Fourier coefficients of neutron 

detector outputs are transformed into Fourier coefficients of 

integrated values of the reactor power on each interva l, and 

hence conditions required of data for initial calibration are made 

less severe and the initial calibration is enabled to be performed 

much easier. The apparatus further comprises an abnormal data 

deletion means. whereby detection and deletion of abnorm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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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made easy so th<t t the apparatus performs a stable ope ration 

with high accuracy . 

• US 4 ,986 ,952 

- 발명 의 명 칭 Protection System for Protec ting a Nuclear Reactor in the Event 

of a Reaction Inhibiting Element Falling 

- 발명 자 Jean Michel Bourin 

- 권 리 자 Framatome 

- 출원일 : 1989.01.27 

- 출원번호 : 302,279 

- 등록일 : 199 1.0 1. 22 

- 요 약 Protection against the consequences of a cluster of control rods 

falling accidentally is provided by four chains , each of which 

includes two neutron flux detectors (D 1A, D1 B), two primary 

treatment circuits (R1A , SlA and R1B , SlB) associated with said 

two detectors such that each provides a primary fall s ignal in the 

event of the flux measured by the corresponding detector 

decreasing rapidly , and an OR gate (P l) for providing an output 

fall signal from the chain in the event of at least one of said 

primary signals being presen t. The detec tors (D1A, D4B , D3A, 

D1B , D2A , D3B , D4A and D2B) are angularly distributed around 

the vertical axis (A) of the core (2). A secondary treatment 

circuit (6) causes an emergency reactor stop to take place in the 

event that it receives fall signals at the outputs from at leas t two 

chains. 

• US 5 ,158 ,738 

- 발명 의 명 칭 Method of Controlling a Pressurized Water Nuclear Reactor 

- 발명 자 Michel Trouble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변호 

이E
 
야
「
 

로
「
 

등
 
요
 

Framatome 

1989.11. 14 

: 435 ,883 

1992.10.27 

A method is disclosed for controlling a PWR compnsmg a plurality 

of control bars selectively and individually positioned in the 

reactor core. The current value of an operating parameter 

indicative of the powe r level (for instance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core) is measured as well as the current 

positions of the control bars and the ax ial power offset in the 

core .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v<t lue of the 

operating parame te r and the se t value exceeds a prede 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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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band interval or the axial power offset in the core exceeds a 

reference value , the amount by which the reactivity of the core 

should be modified is computed. Through a simulation process on 

a model of said reactor, it is determined which ones of the bars 

may be moved and which are the amounts of travel to be given 

to the bars for bringing the difference within the deadband and 

the offset toward the reference value while minimizing a core 

enthalpy increase factor . 

• US 5,078 ,957 

- 발명 의 명 칭 1ncore Instrumentation System for a Pressurized Water Reactor 

- 발명 자 Stephen N. Tower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번호 

랩
 

드
 

<
U 

- 요 약 

Westinghouse 

: 1990.1 1.26 

: 618,126 

1992.0l.07 

A preferred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n 

incore instrumentation system for detecting conditions , e.g. , 

neutron flux density, within the core of a pressurized water 

nuclear reactor (PWR). The instrumentation system includes a 

plurality of long straight thimbles (52) , containing fixed incore 

detectors , which are inserted through the top closure head (1 8) 

of the PWR. The invention meets today ’s principal utility , EPRI , 

DOE and NRC requirements and preferences , including no bottom 

RV head penetrations and the use of fixed incore instrumentation. 

1n addition , an instrument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invention 

is mechanically simple with a straight core insertion/removal path 

that does not conflict with or add significant complexity to the 

reactor internals . 

• US 5,108,694 

- 발 명 의 명 칭 Power Distribution Measuring System Employing Gamma Detectors 

Outside of N uclear Reactor Vessel 

- 발명자 David L. Stucker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 199 1.08.23 

- 출원변호 : 749 ,380 

- 등록일 1992.04.28 

- 요 약 A system for measuring the power distribution in a reactor core 

includes a plurality of gamma detectors disposed outside of the 

reactor vessel which houses the reactor core. The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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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5,1 7 1.516 

detectors correspond in number to the number of instrumentation 

tubes in the f uel assemblies in the reactor core to be sampled. A 

first plurality of separate flo w branches connect the 

instrumentation tubes with the gamma detectors for routing the 

flow of coo lant from the instrumentation tubes to the gamma 

detectors so that the gamma detectors can measure the 16N 

decay gamma activity in the re spec tiv e ins trumentation tubes of 

the fu el assembl ies. A second plurality of separate flow branches 

connect a cold leg of the reactor coolant system with the gamma 

detectors for routing the flow of coo lant from the cold leg to the 

gamma de tectors so that the gamma detectors can measure the 

background gamma activity in the respective instrumentation tubes 

of the fuel asse mblies. Control valves interposed in the first and 

second pluralities of flow branc hes are operable to select 

communication of one or the other of the flows of coolant to thc 

gamma detectors from either the ins trumentation tubes or the 

cold leg . 

- 발명 의 명 칭 Reactor Core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 발명 자 Tatsuya Iwamoto 

- 권 리 A Toshiba 

- 출원일 : 1991.10.04 

- 출원변호 ‘ : 770,921 

- 등록일 " : 1992.12.15 

- 요 약 l A reac tor core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wherein: by solving 

the heterogenous neutron diffusio n equation in an infinite lattice 

consisting only of the fue l segment under consideration of the fuel 

segments arranged in a reactor core , the local power distribution 

in infinite lattice and the R factor in infinite lattice used in the 

critical quality calculation are found beforehand , the neutron 

diffusion equation is solved by homogenizing each of the fuel 

segments in a region defined in the core and consisting of the 

selected fuel segment and the fuel segments surrounding the 

selected fuel segmen t. Using this solution , the local power 

distributions are found by correcting the previously found local 

power distribution in an infinite lattice consisting only of the 

selected fuel segmen t. The R factor for the se lected fuel segment 

is then corrected , and the critical power ratio is determined using 

this corrected R facto r. Control rods of the reactor core are 

inserted to avo id a boiling trans ition when the critical power ratio 

A-10 



falls below a predetermined threshold . 

• US 5,251 ,242 

- 발명 의 명 칭 Bi-Metallic Self-Powered Fixed Incore Detector and Method of 

Calibrating Same 

Albert J. Impink, Jr. - 발명자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변호 
이
 

E 록
 
, 

z } 
。

- 요 약 

Westinghouse 

: 1992.06.22 

: 902,141 

1993.10. 5 

The present invention is a detector assembly for a nuclear reactor 

which includes platinum detector segments axially distributed end 

to end within a reactor assembly and vanadium detector segments 

spatially congruent in the same assembly. The vanadium detectors 

calibrate the platinum detector signals to remove the flux 

contributions of fission products. A full length vanadium detector 

and a full length platinum detector can be substituted and used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for the platinum detector segments. 

The compensated platinum detector signals , wherein compensation 

consists of isolating that portion of the total platinum detector 

signal that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urrent local heat 

deposition rate in the reactor fuel , can be used for reactor core 

protectlOn purposes . 

• US 5,249 ,207 

- 발명 의 명 칭 Apparatus for Monitoring the Neutron Flux of a Nuclear Reactor 

- 발명 자 Eugene Bacconnet 

- 권리 À} : CEA 

- 출원일 : 1992.07.17 

- 출원변호 : 916 ,013 

- 등록일 : 1993.09.28 

- 요 약 Apparatus for monitoring the neutron flux of a nuclear reactor in 

biological protection concrete surrounding the vessel containing 

the reactor core and having , in vertical shafts located in the 

concrete in the vicinity of said vesse l, a certain number of 

neutron detecting devices , characterized in that each shaft is 

provided with a central , aluminium housing tube and several 

peripheral , aluminium tubes , the central tube being reserved for 

the housing of the boron deposit proportional counter and the 

peripheral tubes for the housing of the fission chambers , each 

maintained at a different height by support means conn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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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ubes . 

• US 5 ,379 ,328 

- 발명 의 명 칭 Nuclear core trip setpoints 

- 발명 자 Rolando Perez and Mehran Golbabai 

- 권리자 Combustion Engineering 

- 출원일 : 1994.2.24 

- 출원번호 : 201.382 

- 등록일 1995. 1.3 

- 요 약 A method for generating an on-line trip signal when a measured 

one (p 1') of a plurality of operating parameters (p 1, p2 , p3 , . 

pN) which define a limit surface on a multidimensional reactor 

operating space , exceeds a limit value (*p l) on the limit surface. 

The method includes the steps of storing in an array having at 

least three dimensions , a set of discrete limit surface values 

• US 5 ,4 90 ,184 

*p l(r) of parameter p1 in ordered triplets , [*p l(r) , p2(r) and 

p3(r) 1 under reference conditions in which parameters p2 and p3 

vary discretely and parameters p4 ... pN are deemed constan t. 

While operating the reactor , the on-line values p1 ’, p2 ’, p3 ’ of the 

parameters p 1, p2 and p3 are measured. An interpolation is made 

among the selected triplets to estimate the surface limit value 

*pl ’ corresponding to the measured values of p2 ’ and p3 ’. 

Preferably , the method includes measuring the operating 

parameters p4 , p5 to obtain values p4 ’ and p5 ’. The storage 

means includes a se cond array defining a quantitative relationship 

among the values in triplets [*p l(a) , p4(a) , and p5(a)]. The 

estimated value of *p1 ’ is then adjusted by the step of 

interpolating between values of p4(a) and p5(a) based on the 

measured values p4 ’, p5 ’ to arrive at an adjusted estimate of the 

power , *p=*pl ’+ *pl ’(a) or *p1=(*p1 ’)(*p1 ’(a)) . 

발명 의 명 칭 Method and a Sys tem for Accurately Calculating PWR Power from 

Excore Detector Currents Corrected for Changes in 3-D Power 

Distribution and Coolant Density 

- 발명 자 Michael D. Heibel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1994 ‘ 07.21 

- 출원변호 : 278 ,290 

- 등록일 1996.2.6 

- 요 약 Excore detector measure ments are used to generat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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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5 ,555 ,279 

absolute reactor power in a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by 

calibrating detector current measurements to the reactor thermal 

power calculation made at a base time early in reactor cycle 

while the thermal reactor power measurement is still accurate. 

Measurements are also made at the base time of the 

three-dimensional core power distribution and the core inlet 

temperature. Present core power measurements are then made by 

measuring the present excore detector current , the most recent 

three-dimensional core power distribution and the present core 

inlet temperature. The present core power is then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present detector current to the detector current 

at the base time multiplied by the reactor thermal power 

measurement at the base time. The product is then corrected for 

changes in three-dimensional power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dimensional core power 

distribution at the base time and a most recent three-dimensional 

core power distribution. The product is also corrected for 

changes in core inlet temperature by a correction factor which is 

an exponential term in whic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core inlet temperature and the core inlet temperature at the base 

time is multiplied by a constan t. This constant is empirically 

determined at two different temperatures , preferably during 

start-up . 

- 발명 의 명 칭 System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Nuclear Reactors 

- 발명 자 Israel Nir 

- 권리자 

- 출원일 : 1994.11.16 

- 출원번호 : 340,586 

- 등록일 : 1996.9.10 

- 요 약 A computer-based power oscillation detection system and method 

for detecting , monitoring and indicating thermal-hydraulic stability 

margin in a nuclear reactor is provided. A group of neutron flux 

detectors is distributed throughout the reactor core , in contiguous 

relation to the reactor fuel assemblies , with each f1 ux detector 

providing an output signal indicative of the power density of the 

portion of the core adjacent to the detector. A computer-based 

system processes the detector output s ignals utilizing a period 

based algorithm that employs an oscillation detection counting 

function wherein a count corresponding to the level of period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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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5 ,586 ,156 

of the signal is determined. Since a re presentative osc illation 

count for each reactor sta bility state usually only occurs on the 

order of several minutes for a s ingle detec tor signal , a unique 

simulated decay ratio algorithm reduces the time required to 

obtain a r epresentative count by processing the group of detector 

signals spread throughout the core. The highes t count for any 

detector in the group is utilized by the s imulated decay ratio 

algorithm to provide a simulated decay ratio signal that 

corresponds to the reactor thermal-hydraulic stability. To 

overcome statistical variations in successive osci11ation period 

counts , a spike rejection function and a smoothing function may 

be employed to provide improved simulated decay ratio signal 

performance. A corrective signal issues when the s imulated decay 

ratio signal reaches a predetermined level which may be used to 

take corrective action , activate an alarm , provide a visual 

indication of decay ratio , or to initiate an automatic reactor 

suppress ion function. 

- 발명 의 명 칭 Reactor Protection System with Automatic Self-testing and 

Diagnostic 

- 발명 자 ’ Donald C. Gaubatz 

- 권리자 General Electric 

- 출원일 , : 1995.07.14 

- 출원번호 : 502,337 

- 등록일 피 1996.12.17 

- 요 약 A reactor protection system having four divisions , with quad 

redundant sensors for each scram parameter providing input to 

four independent microprocessor-based electronic chassis. Each 

electronic chassis acquires the scram parameter data from its own 

sensor , digitizes the information , and then transmits the sensor 

reading to the other three electronic chassis via optical fibers. To 

increase system availability and reduce false scrams , the reactor 

protection system employs two levels of voting on a need for 

reactor scram. The electronic chassis perform software divisional 

data processing , vote 2/3 with spare based upon information from 

a11 four sensors , and send the divisional scram s ignals to the 

hardware logic pane l, which performs a 2/4 division vote on 

whethe r or not to initiate a reactor scram. Each chassis makes a 

di vis ional scram decision based on data from a11 sensors 

Automatic detec 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failed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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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s the reactor protection system to automatically enter a 

known state when sensor failures occur. Cross communication of 

sensor readings allows comparison of four theoretically "identical" 

values. This permits identification of sensor errors such as drift 

or malfunction. A diagnostic request for service is issued for 

errant sensor data . Automated self test and diagnostic monitoring , 

sensor input through output relay logic , virtually eliminate the 

need for manual surveillance testing. This provides an ability for 

each division to cross-check all divisions and to sense failures of 

the hardware logic . 

• US 5,62 1.776 

- 발명 의 명 칭 Fault Tolerant Reactor Protection System 

- 발명 자 Donald C. Gaubatz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번호 

이
 

E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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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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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General Electric 

: 1995.07.14 

: 502,4 11 

1997.04.15 

A reactor protection system having four divisions , with quad 

redundant sensors for each scram parameter providing input to 

four independent microprocessor-based electronic chassis. Each 

electronic chassis acquires the scram parameter data from íts 

own sensor , digitízes the ínformation , and then transmits the 

sensor reading to the other three electronic chassis via optical 

fibers. To increase system availabílíty and reduce false scrams , 

the reactor protection system employs two levels of voting on a 

need for reactor scram. The electronic chassis perform software 

divisional data processing , vote 2/3 with spare based upon 

ínformation from all four sensors , and send the divisional scram 

signals to the hardware logic panel , which performs a 2/4 division 

vote on whether or not to initíate a reactor scram. Each chassis 

makes a dívísional scram decision based on data from a1l sensors. 

Each division performs independently of the others (asynchronous 

operation). All communications between the dívísíons are 

asynchronous. Each chassis substitutes its own spare sensor 

reading in the 2/3 vote if a sensor reading from one of the other 

chassís is faulty or missing. Therefore the presence of at least 

two valíd sensor readings in excess of a set point is required 

before terminating the output to the hardware logic of a scram 

inhibition signal even when one of the four sensors is fau1ty or 

when one of the divisions is out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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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5,745 ,538 

- 발명 의 명 칭 Self-powered Fixed lncore Detector 

발명 자 Michael D. Heibel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1995.10.05 

- 출원번호 : 539,803 

- 등록일 1998.04.28 

- 요 약 A self-powered fixed incore detector for a nuclear reactor has a 

• US 5,563 ,922 

neutron sensitive emitter element having a low neutron absorption 

cross section , S Llch as a vanadium element , which extends the 

length of the active fuel region and generates a full length signal 

representative of full length power. A number of gamma sensitive 

emitter elements , preferably platinllm but alte rnatively zirconium , 

cerillm , tantalum , or osmium e le me nts , provide sequentially 

increasing overlap with the nelltron sens itive emitter element to 

define axial regions of the active fll e l region and generate 

apportioning signals. The portion of the full length signal 

generated by the neutron sensitive e mitter element attributable to 

each of the axial regions of the core are determined from ratios 

of the apportioning signals generated by the gamma sensitive 

elements. While the ratioing of the apportioning signals reduces 

the effects of delayed gamma radiation from the products of 

fission , the transient response can be further improved by 

filtering out this component of the apportioning signals generated 

by the gamma sensitive emitter elements . 

- 발명 의 명 칭 Method and System for lndicatìng the Position of Control Rods of 

a Nuclear Reactor 

- 발명자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변호 
c 르르。I 
τ)ï 2 

_ 0 0 1: 
-’• 1 

Eric 1. Beltz 

AEP Energy Services lnc. 

: 1995.10.23 

: 553 ,778 

1995.10.23 

A method and system for indicating the position of a nllclear 

reactor control rod which is s us pended from a shaft sliding 

vertically inside a travel hOllsing. Primary and secondary coils are 

wOllnd arollnd the trave l hOllsing and an AC c llrren t travelling 

through the primary coil induces a secondary voltage across the 

secondary coil and a primary voltage across a secondary coil of 

an isolation trans form er. The primary and secondary AC vo !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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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5.63 1.937 

are low pass filtered. rectified into DC voltages. and low pass 

filtered a second time. The secondary DC voltage is divided by 

the primary DC voltage and a ratiometric signal is produced. The 

ratiometric signal is compensated by decoupled zero and span 

adjustments and by a temperature compensation adjustmen t. A 

linear correction offset is calculated from data stored in an 

EPROM and summed with the ratiometric signal yielding a module 

output signal which is a linear representation of the control rod 

posltlOn . 

- 발명 의 명 칭 Method and Apparatus for Protecting a PWR from Departure from 

Nuclear Boiling and Hot Leg Boiling 

- 발명 자 Paul W. Robertson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 1995.1 1. 15 

- 출원번호 : 559.304 

- 등록일 1997.05.20 

- 요 약 A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is protected from departure 

• US 6.061 ,412 

from nucleate boiling and from hot leg boiling by generating a 

segmented delta temperature trip function having a first line 

segment which c10sely follows the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core limit line and a second segment closely following the hot leg 

boiling core limit line. Each line segment is a function of the 

average core temperature and coolant pressure with the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segment further adjusted for axial power 

distriblltion. The two set points are continuously compared to 

actual delta temperature in four independent channels. If either 

set point is exceeded in at least two channels. the reactor is 

tripped . 

- 발명 의 명 칭 NlIclear Reaction protection system 

- 발명 자 David L Stucker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 1997.10.16 

- 출원번호 : 953.001 

- 등록일 : 2000.5.9 

- 요 약 A safety grade protection system for monitoring parameters 

indicative of the status of a core of a nuclear reactor. and 

redllcing the criticality of the nuc\ear reaction when the onse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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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5,881 ,118 

unsafe conditions are detected. The invention direc tly de tects , in 

real time , the power at a plllrality ofaxial and r ad ial locations 

within or about the core and provides a three-dimensional 

real-time core power OlltpU t. The system processes those 

outputs together with a measure of core coolant inlet 

temperature , pressure and flow rate to calculate , in rea l time , the 

fuel centerline temperature , the heat transfer condition at the fuel 

elements' boundary and the rate of power change within the 

core . 

- 발명 의 맹 칭 Core Protection Calculator 1nput Filter 

- 발명 자 Thomas M. Starr 

- 권 리 자 Combustion Engineering 

- 출원일 : 1997.12.23 

- 출원번호 ; : 997 ,184 

- 등록일 , : 1999.3.9 

- 요 약 、 Changes in the value of the control element assembly position 

signal are monitored over a preselected time period , and a 

determination is made whether these changes conform to a 

regular , predetermined pattern (S l) , characteristic of normal 

control element assembly motion. If any change deviates (S2 ,S3) 

from the pattern by more than a permissible tolerance , a position 

invalidity s ignal is generated . 

• US 6 ,353 ,650 

- 발명 의 명 칭 Reduced 1n-core Instrllment Pattern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 발명7.t Mark L. Kantrowitz.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1998.1 1.06 

- 출원변호 : 187,225 

- 등록일 : 2002. 3. 5 

- 요 약 A method for determining a reduced 1C1 patte rns is provided to 

achieve core monitoring and surveillance and other requir ed 

function s using fewer ICIs. Candidate 1CI patterns having a 

reduced number of ICIs relative to the existing pattern are first 

selected according to predetermined selection considerations. 

After selection , the candidate patterns are evaluated according to 

predetermined evaluation crite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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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6,339 ,629 
- 발명 의 명 칭 System for Monitoring Power of NucIear Reactor 

발명 자 Yutaka Takeuchi 

- 권리자 Toshiba 

- 출원일 1998.12.01 

- 출원번호 : 203 ,532 

- 등록일 : 2002. 1.15 

- 요 약 1n a system for monitoring power of a nucIear reactor , a plurality 

of neutron flux measuring devices are arranged in a reactor core 

of the nuclear reactor for measuring neutron flux so as to 

generate neutron flux signals on the basis of the measured 

neutron flux. The neutron flux signals are filtered through a first 

weighting coefficient and a second weighting coefficient previously 

held in a monitoring signal calculating unit so as to generate 

stability monitoring signals. The first weighting coefficient 

corresponds to a fundamental mode of a neutron flux distribution 

in the reactor core and tire second weighting coefficient 

corresponds to a higher mode of the neutron flux distribution 

therein. The stability monitoring signal filtered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weighting coefficients are transmitted to a stability 

monitoring unit the stability monitoring unit monitors the stability 

of the core according to the transmitted s tability monitoring 

signals . 

• US 6,477 ,218 
- 발명 의 명 칭 Control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 and Control Method 

- 발명 자 Yukihisa Fukasawa 

- 권라자 

- 출원일 

- 출원번호 

이
 

E 로
 
「드λ

 
u 

- 요 약 

Hitachi 

1999.07.01 

: 345 ,737 

: 2002.1 l.5 

A control system , and a control method , of a nucIear power plant 

capable of easily executing automatic output regulation by an 

automatic power regulator system even when a lower-accuracy 

maximum linear heat generation rate and a lower-accuracy 

mlO lmum critical power ratio are determined in a short cycle by 

using bri e f calculation. While a core monitoring system does not 

calculate a maximum linear heat generation rate and a mmlmum 

critical power ratio , they are determined by utilizing the maximum 

linear hea t generation rate and the mlO lmum critical power ratio 

calculated by the core monitoring sys tem as well as plant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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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linear hea t generation rate and lower-accuracy and the 

determined 

The values. compared 

automatic power r egulator system holds a control signal 

so rat lO 

limit 

power 

thermal 

critical 

pre determined 

mmlmum lower-accuracy 

'vvith 

the 

are 

찌rhen at 

m3ximum line3r heat generation lowe r-accuracy least one of the 

rate and the lower-accuracy ml nJmum critical power ratio exceeds 

the pre determined thermal limit values . 

• US 6 ,456 ,681 

- 발명 의 명 칭 Neutron Flux Measuring Apparatus 

- 발명 자 Yasushi Goto 

- 권라자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일 

- 요 약 

1999.08 ‘ 31 

: 386,142 

: 2002.09.24 

Toshiba 

boiling-water a to adapted apparatus , measunng flux neutron A 

advanced 

boiling-water reactor (ABWR) of a nuclear power plant , 

measuring a neutron flux in a reactor pressure vesse l, comprises 

incorporating a local 

for 

3n and pl3nt power nuclear a of (BWR) reactor 

power assembly detector f1 ux neutron a 

neutron range start-up a assembly and 

preamplifier 

detector mO l1ltor range 

mO l1l tor signal detector a amplifying a detector , 

operatlOn 

amplified signal 

range neutron monitor detector , and a local power range monitor 

operation unit operating , indicating 

obtained from the local power range monitor detector. 

detector , a 

operatmg ’ 

momtor neutron range start-up said from obtained 
m u mO l1l tor neutron range start-up 

indicating start-up 

signal a 

the 

mO nJ tormg 

of 

and 

the mO l1l tonng and 

• US 6,400 ,786 

- 발명의 명칭 : Operating One Least Monitoring 

Rarameter of the Core of a Nuclear Reactor 

at for Device and Process 

Jean-Lucien Mourlevat 

Framatome 

: 2000.06.30 

: 607 ,949 

: 2002.6 .4 

-
호
 

자
 
자
 
일
 
번
 
일
 
약
 

명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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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발
 
권
 
출
 
출
 
등
 
요
 

tlme specified at reac tor , nuclear the of operat lOn During 

inte rvals , a ne utron flux is measured using a set of neutron flux 

the 

maximum number n of detectors bein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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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6,493 ,412 

of the number of fuel assemblies in the core. The measured 

signals are processed and the ins tantaneous distribution of 

neutron flux or of power throughout the entire core is calculated 

from the measured s ignals . At leas t one core operating 

parameter is calculated from the instantaneous neutron flux 

distribution and an alarm is raised if at least one parameter 

exceeds a set range . 

- 발명 의 명 칭 Method of Calibration Exit Thermocouples in a NucJear Reactor 

- 발명 자 : William A. Boyd 

- 권 리 자 Westinghouse 

- 출원일 : 2000.10.11 

- 출원번호 : 686,427 

- 등록일 : 2002.12.10 

- 요 약 The exit thermocouples of a pres surized water reactor (PWR) are 

• US 6,477 ,21 9 

calibrated by recording the thermocouple temperature 

measurements periodically during power ascension of the reactor 

together with a predicted power at the corresponding locations at 

the same time determined by a three-dimensional analytical nodal 

model of the core at the same core average power. The 

temperature measurements are converted to local core power 

values which are then divided into the corresponding predicted 

powers for the corresponding locations to arrive at mixing factors 

which are fitted to a selected function of core power. These 

mtxmg factors are recorded and subsequently applied to local 

power values calculated from measured exit thermocouple 

temperatures to adjust the three-dimensional nodal model power. 

Periodically, the mtxmg factors are adjusted by using flux map 

data to update the three-dimensional analytical nodal model power 

to generate a reference power distribution , calculating update d 

mtxmg factors using the current thermocouple temperature 

measurement taken at the same time and therefore the same 

average core power , and the reference power distribution , and 

then shifting the mixing factor function s of core power 

accordingly to pass through the updated mlxmg factors . 

발명 의 명 칭 Nuclear Reactor Power Dis tribution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IncJ uding NucJear Reactor 

- 발명자 Koji Hiru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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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 Toshiba 

- 출원일 : 2001.03.19 

- 출원변호 : 810,566 

- 공개일 : 2002.1 1.05 

- 요 약 A nuclear reactor instrume ntation system including a plurality of 

• US 6,408 ,041 

incore nuclear ins trume nta tion assemblies arranged in a gap 

between a number of fuel assemblies charged in a reactor core. 

The incore nuclear ins trume ntation assemblies each include a 

fixed type neutron de tector having a plurality of fixed type 

neutron de tectors disper s ively arranged in a core axial direction 

and a fixed type gamma thermomete r assembly having a plurality 

of fixed type gamma ray heat detectors arranged at least in a 

same core axial direction as the fixed type neutron detectors. A 

power range detector signal processing device operatively 

connected to the fixed type neutron detector assemblies through 

signal cables. A gamma thermome te r signal processing device is 

operatively connected to the fixed type gamma thermometer 

assembly of the incore nuclear instrumentation asse mbly through 

a signal cable. 

- 발명 의 명 칭 In-core Fixed Nuclear Instrumentation System and Power 

Distribution Monitoring System 

- 발명 X} t : Koji Hirukawa 

- 권리자 I Toshiba 

- 출원일 : 2001.06.08 

- 출원번호 : 876 ,029 

- 등록일 : 2002.06.18 

- 요 약 In an in-core fixed nucl ear instrumentation system for a reactor , 

each of a plurality of in-core nuclear ins trumenta tion assemblies 

has a nuclear instrumentation tube . LPRM detectors are housed 

in the nuclear instrume ntation tube for detec ting LPRM signal in 

a core of the reactor. A GT assembly is housed in the tube. The 

GT assembly has fixed GT detec tors for detecting x-ray heating 

values and a built-in heate r there in for calibrating the fixed GT 

detec tors. The fixed GT detec tors are arranged at least close to 

the fix ed LPRM detec tors , respective ly. GT signa ls by the 

detected x-ray hea ting values of the fi xed GT de te c tors of each 

GT assemblies are processed by a GT s ignal processing uni t. 

The heater in each GT assemblies is electrically e ne rgized by a 

GT heater con trol uni t. Prede te rmined time intervals are s 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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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6,553 ,090 

in a memory uni t. One of the predetermined time intervals for 

specified ~-ray thermometer assemblies , respectively is selected 

so that the GT heater control unit controls an e lectrical energy 

supplied to the heater by the selected interval so as to heat the 

heater , thereby executing a heater calibration of output voltage 

sensitivities of the fixed GT detectors of the GT assembly . 

- 발명 의 명 칭 Control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 and Control Method 

- 발명자 Yukihisa Fukasawa 

권 리 자 Hitachi 

- 출원일 : 2002.01.08 

- 출원번호 : 038 ,616 

- 등록일 : 2003 .4 .22 

요 약 

• US 6,744 ,840 

A method of controlling a nuclear power plant includes 

determining a first maximum linear heat generation rate and a 

first mInlmUm critical power ratio by a core monitoring system , 

and determining a second maximum linear heat generation rate 

and a second mlnImUm critical power ratio by utilizing the first 

maximum linear heat generation rate and the first mInlmUm 

critical power ratio determined by the core monitoring system 

and plant data. The second maximum linear heat generation rate 

and the second mInlmUm critical power ratio are compared with 

predetermined thermal limit values and a control signal outputted 

from an automatic power regulator system to a re-circulation 

flow control system and to a control rod control system is held 

when at least one of the second maximum linear heat generation 

rate and the second mtnlmUm critical power ratio exceeds the 

predetermined thermal limit values . 

- 발명 의 명 칭 Incore Monitoring Method and Incore Monitoring Equipment 

- 발병 자 Yoshiji karino 

- 권리자 Toshiba 

- 출원일 : 2002.09.27 

- 출원번호 : 256 ,232 

등록일 : 2004.6.1 

- 요 약 An incore monitoring method of a nuclear reactor , includes , 

measuring neutron f1 ux leve ls at pitch levels corresponding to 

local power range monitor sensors arranged along an axial 

direction inside a detec tor assembly installed in a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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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performing power calculation , including calculation of 

thermal characteristics , of fuel assembly group consisting of f니el 

assemblies adjacent to the corresponding detector assembly , 

based on indicated values of the local power range monitor 

sensors of the corresponding detector assembly at a first time , 

calculating thermal characteristics at a second , subsequent time in 

which the power calculation is not calculated , based on values 

indicated by the local power range monitor sensors and 

calculated thermal characteristics at the first time and values 

indicated by the corresponding local power range monitor sensors 

at the second time , and monitoring the calculated thermal 

characteris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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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2 노심보호/감시계통 관련 일본특허 

• lP 1989-301196(공개변호)， 1989.12.05 
- 발명 의 명 칭 Nuclear Reactor Safety Protection Device 

- 발명 자 Nishi Yuji et al. 

- 권리자 Toshiba 

- 출원번호 : 1988-132232 

- 출원일 : 1988.05.30 
- 드-흐르Q] 

。-， ε즈 

- 요 약 PURPOSE: To protect a nuclear reactor for safety and improve 

the operating rate by calculating the ratio of two optional neutron 

flux level signals and detecting a local rise in output in a reactor 

core with the ratio signa l. 

CONSTITUTION: Neutron detecting devices 2 are insta lJed at the 

periphery of the reactor core l. The detection signal of the 

device 2 is inputted to a ratio arithmetic unit 3 which computes 

the ratio of the two optional neutron f1 ux level signals. Then , the 

detection signals of all the devices 2 are inputted to a mean 

arithmetic unit 4 which calcu!ates the mean value of the neutron 

flux level signals. The output signals of the devices 3 and 4 are 

inputted to warning setting devices 5 and 6. The output signals of 

the devices 5 and 6 are inputted to a signal decision device 7 , 

whose output signal is inputted to a nuclear reactor stopping 

device 8. Then if the output of the reactor core 1 rises abruptly , 

the raise rate of the local output is detected efficiently by 

detecting the ratio of the neutron flux levels of the two devices 2 

to stop the nuclear reactor. 

• lP 1990-143194(공개번호)， 1990.06.01 

- 발명 의 명 칭 Flow Rate Measuring Method in Core 

- 발명 자 Uehara Akio 

- 권리자 Toshiba 

- 출원변호 1988-297733 
- 출원일 : 1988.1l. 25 

.E드흐료 01 
。「己

- 요 약 PURPOSE: To perform operation monitoring , protection , etc ., with 

high accuracy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nuclear reactor 

operation by calibrating and correcting the result of a core 

support plate part differential pressure measuring method 

periodically and continuously with the measured value of another 

different measuring method . 

A-25 



CONSTITUTION: 1n this measuring method , a differential pressure 

signal from a support part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7 

varies under the influence of a void quantity generated according 

to the outPllt of a nuclear reactor, so the differential pressure 

variation is corrected at all times with core flow rate- core 

support part differential pressure characteristics by an Olltput 

correction signal inputted through a mean output area circuit 15 

from a neutron flux signa l. F lIrther , a support plate f10w rate 

arithmetic part 8 performs calibration periodically with the core 

flow rate signal of an internal pump exit/entrance part differential 

pressure measuring method from the exit/entrance part f10w rate 

arithmetic part 12 and also performs calibration periodically with 

the core flow rate signal of a thermal balancing measuring method 

from a thermal balance f10w rate computing element 16 to 

compute and output a core flow rate signal which is improved in 

accuracy . 

• jp 1991-029890(공개변호)，199 1. 02.07 

발명 의 명 칭 Control Rod of Nuclear Reactor 

- 발명자 Kawashima Katsllyuki et a l. 

- 권 리 ̂ t Hitachi 

- 출원번호 

- 출원일 
드드드료。1 
。 • 1 2 

- 요 약 

1989-164009 
1989.06.28 

PURPOSE: To expand a void reactivity during a control rod 

withdrawal toward a negative side down to almost the same 

extent as that during an insertion by making a control rod guide 

tube to be of a sealed type and by providing a heat removal loop 

in the control rod , as wel l. 

CONSTITUTION: A guide tube 5 is sealed except its upper end 

and a hollow part 6 of the tube is filled by air or inert gas. 

Accordingly , regardless to a control rod withdrawal or insertion , 

the hollow part 6 is kept a condition being filled by the gas and 

also a heavy water ratio in a nllclear reactor core part is 

maintained to be at low level and therewith a moderation of 

neutrons is suppressed , an average energy rises and a void 

reactivity increases to a negative side. AIso. a heat generated in 

many nelltron absorbing rods 1 provided in a control rod 

protection tube 2 which is driven up and down along the guide 

tube 5 , descends a long a coolant flow-in tube 10 in th e control 

rod and is removed by cooling water passing through a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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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out tube 13 ‘ Accordingly , the absorber rod 1 is never 

overheated . 

• JP 1991-033697(공개번호)， 199 1. 02.03 

- 발명 의 명 칭 Monitoring Device for Reactor Core 

- 발명자 

- 권리자 

- 출원번호 

- 출원일 

이
 근 

로
 
「드O

 
-요 약 

Takayama Y oshito 

Toshiba 

: 1989-166866 

: 1989.06.30 

PURPOSE: To detect a human error in advance and to enable its 

protection by converting an analogue signal transmitted from a TV 

camera into a digital one and by conducting an image processing 

of the converted signal by a computer. 

CONSTITUTION: An analogue signal being output from a freely 

movable TV camera 1 arranged right above a reactor core 2, is 

fed to an image processing computer 4 through an ND converter 

3. A fuel information obtained by the computer 4 , and a loading 

schedule information of a co-ordinates by which a next fuel is to 

be loaded into the reactor core by an automatic refuelling 

machine system 6 , are compared by a comparator 8. Then , when 

a fuel is al ready loaded at co-ordinates where the next fuel is to 

be loaded , a signal to halt the automatic refuelling machine 

forcedly is sent to the refuelling machine system 6 , and 

concurrently the reason to halt the machine is displayed on a 

CRT 5. 1n case that even one fuel remains around a control rod 

to be operated , a signal to intercept a control rod operation is 

sent to a control rod controlling system 7. At the same time , the 

reason to intercept the operation is displayed on the CRT 5 . 

• JP 1991-269295(공개번호)， 199 1. 11.29 

- 발명 의 명 칭 Reactor Core Protection Device 

- 발명 자 Otsuka Kinya et al. 

- 권 리 ~} Hitachi 

- 출원번호 1990-067073 

- 출원일 : 1990.03.19 
- 조三프iL Ol 

。-， 급 

- 요 약 PURPOSE: To protect a reactor core by providing a reactor core 

protection device with a greater outer diameter than an outer 

diameter of shroud flange and with enough strength to prevent 

core fuel failure from falling down of an internal pump wh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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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is handled. 

CONSTITUTION: A reactor core protection device 29 is sized 

greater than an outer di (l meter of a shroud flange 10 in a m(lnner 

that the device 29 covers (l whole reactor core. At the position of 

a notch 20 of the shroud flange 10 , a reverse corn shaped notch 

structure 30 of which upper part spreads wider than the notch 20 

is provided so that a grab may easily come through the notch 

Also , this device is provided with a positioning pin 30 and , by 

engaging it with setting parts 21 of shroud head bolts , the device 

has a structure by which positioning can be easily conducted 

when the upper shroud is se t. Accord ingly , a reactor core 2 can 

be protected from falling down of the internal pump 8 by handling 

the internal pump after this device is set to the shroud flange 10 . 

• JP 1992-319700(공개번호)， 1992.1 l.1O 

- 발명 의 명 칭 Speed Governer of Coolant Pump 

- 발명 자 Yoshida Hiroshi 

- 권리7-} ‘ Toshiba 

- 출원번호 ’ : 1991-086863 

- 출원일 : 1991.04.18 

댐
 

요 약 PURPOSE: To avoid abrupt drop of reactor core flow caused by a 

sudden stop of an electric power converter resulting from an 

excess current protection function thereo f, in case that electric 

power supply is cut off. 

CONSTITUTION: During a normal operation , a speed governor 

circuit 12A controls an electric power converter 10 based on 

speed demand signal from a flow controller 11 , (lnd , by the output 

of the converter , a pump 13 is operated. When abnormality is 

generated and a breaker 2 is opened , rotation of a generator 5 is 

gradually slowed down. When the output frequency thereof goes 

down to lower than a specified value , a frequency judgement 

circuit 101 judges an electric power source to be cut off. Then , 

the speed governor circllit 12A is switched from normal operation 

to run-back control operation , and , makes operation of the 

electric power converter 10 stop , after lowering Olltput amperage 

and voltage of the electric power converter 10. Consequently , an 

excess currnet protection function of the electric power converter 

10 does not work and also abrupt atop of the pump 13 can be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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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1992-232497(공개변호)， 1992.08.20 

- 발명 의 명 칭 Device for Monitoring Output Distribution , N uclear 

Nuclear Reactor 

Reactor Core 

Device, Detector 

Core and Method for Monitoring Nuclear Reactor Core 

Device for Protecting Reactor 

Impink Jr. Albert J 

Westinghouse 

: 1991-140227 

1991.06.12 

- 발명자 

- 권리자 

- 출원변호 

- 출원일 
_ .s.프료 01 
。， 2

- 요 약 PURPOSE: To monitor the output distribution of a nuclear reactor 

without using a in core sensor. 

CONSTITUTION: This is achieved by a system in which a in core 

detector is substituted for a out-core and in-vessel detector, and 

the out-core and in-vessel detector is used with another sensor 

for providing the measured value of a parameter of a core output 

distribution. Besides , the measured value of the parameter of the 

output distribution is used for the 

mode l, and the analyzing 

for providing data for a monitoring 

warning determination. The measured parameter of 

controlling core 

of a analyzing reactor core 

model is used core 

parameter 

reactor 

reactor 

indication and 

the reactor core distribution is also used for renewing a certain 

function relation in the nuclear reactor protection system . 

• JP 1993-011092(공개변호)， 1993.0 1. 19 

- 발명 의 명 칭 Protection Method for Nuclear Reactor 

- 발명자 

- 권리자 

- 출원번호 

출원일 
- 즈三프료。1 
。， <:': 

- 요 약 

Mourlevat Jean-Lucien et a1. 

Framatome 

1991-201409 
199 1.07.16 

emergency which corrects the method the obtain To PURPOSE: 

the 

an temperature 

unlimited load increase in a secondary heat exchange circulation 

to 

to 

according 

due state 

system 

translent 

output 

acc디idential 

excesslve 

an 

an 

when 

of 
m 

stop 

an causes plant power reactor water pressurized a of path 

10crease 10 atomlC energy. 

2 CONSTITUTION: This nuclear reactor includes a reactor core 

heat 

exchange circulation paths 4, 6, and 8, a control rod cluster 12 , 

14 , an output difference 

measunng 

react lOn, nuclear causes which rod fuel a with equipped 

measunng 

an Both 18 system 

syste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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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ssive output protection system 30 and a high-temperature 

protection system 32 rece ive a total output s ignal DT and a n 

operation tempe rature s ignal ST and lower thc emergency stop 

limit when the value of the temperature s ignal ST corresponds to 

operation temperature lowe r than re fere nce temperature . 

• JP 1993-256978(공개변호) ， 1993.10.08 

- 발명 의 명 칭 Nuclear Reactor Protection Device 

- 발명 자 Suzuki Tos hiyuki 

- 권 리 자 Hitachi 

- 출원번호 : 1992-053252 

- 출원일 1992.03.12 
- 도드르르。1 

。...， 2 

- 요 약 PURPOSE: To s uppress lowering of thermal margin and lowering 

of core stability due to the generation of power distribution 

distortion in a reactor. 

CONSTITUTION: Neutron de tectors 1 placed in the reactor axis 

direction are separated at the core cente r into two regions in the 

axis direction and the outputs of the uppe r regi on and the lower 

region are averaged in processing with av e raging circuits 13 and 

17 , respec tive ly. The outputs from the averaging c ircuits 13 and 

17 are compared with a comparator 14. When both deviations 

reach a value set in an alarm setter 15 , a s ignal for operating 

power rise s uppression functions such as control rod drive 

prevention signal and control rod quick inse rtion s ignal are 

generated. As the reactor power s uppress ion functions ar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dis tortion of the reactor power 

distribution in the axis direc tion , the lowering of the thermal 

margin of fue l are suppressed in a transient causing the distortion 

of powe r distribution in the axis direction . 

• JP 199 4-059045C공개번호)， 1994.03.04 

- 발명 의 명 칭 Fixed Type In-Core Detec tor Device 

- 발명 자 Impink Jr. Albert J e t al. 

- 권 리 자 Wes tinghouse 

- 출원번호 : 1993- 150249 

- 출원 일 1993.06.22 
이
근
 야
「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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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obtain a detector assembly for re actor containing a 

platinum detector segment distributed in axial direction in a 

reactor assembl y and a vanadium dete ctor segment arrang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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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1995-128484(공개번호)， 1995.05.19 

- 발명 의 명 칭 Operation Monitoring and Protection Method for Reactor 

- 발명자 Tochihara Hiroshi 

- 권 리 자 Mitsubishi 

- 출원번호 1993-274205 

- 출원일 1993.1 1.02 
이
 근 

로
 
「, 드

 
。

요 약 

spatially coincident relation in the same reactor assembly. 

CONSTITUTION: By using a vanadium detector output , platinum 

detector signal is caJibrated so as to remove the neutron 

contribution of fission products. By replacing with the vanadium 

detectors and platinum detectors widely existing in the whole 

length , they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quantity 

for the platinum detector segments 30 to 40. For this 

compensation, a signal part in the whole platinum detector output 

signal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present local heat deposition 

rate in the reactor fuel is separated. The platinum detector signal 

compensated in this manner can be used for core protection 

purpose. 

PURPOSE: To protect DNBR, maximum linear power or heat flux 

hot-channel factor by defining axial offset with a specific equation 

using the power of neutron detectors arranged outside a reactor 

spJitted in quarter in core axial direction and calculating the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DNBR). 

CONSTITUTION: When the outputs of out-of-core neutron 

detectors 2a , 2b , 2c , 2d splitted in four in core 1 axial direction 

are let q1 , q2 , q3 , q4 , respectively, three kinds ofaxial offsets 

AO are defined with an equation. Where , A. OC , A. OT. A. OB , 

are axial offsets for core average , core upper half and core Jower 

hal f, respectively. By normaJizing the output signals to 

q1 + q2+ q3+ q4=1 , the DNBR is indicated , by using the axial 

offsets A, OC , A. OT, A. OB , DNBR is calculated , and by limiting 

the DNBR and the heat flux hot-channel factor , perimittable 

operation range is ensured . 

• JP 1998-002987(공개번호)， 1998.01.06 

- 발명 의 명 칭 Reactor Core Monitor for Nuclear Reactor 

발명자 Kaneko Hirohisa e t. al 

- 권리자 Toshiba 

- 출원번호 1996-152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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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 e duc e margin for operation limit PROBLEM TO BE SOLVED: 

providing a proper r ange an d improve economy by 

limit value calculation 

within value 

for 

calculating the operation limit valuc of linear power dens ity and 

critical power rati o of fuel to be kept during normal operation. 

SOLUTION: A data memory means 1 stores initial data concerning 

like the and means operation an 

operational data , process as s uch element const1tutJOn reactor 

performance core a and plant , actual 。ffue l and history 

the on based performance core calculates 2 means calculation 

1. A sa fety limit value calculation means information of memory 

means 3 calculates safety limit value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memory means l. A trans ie nt analysis calculation means 4 is 

performance the and 1 means memory the to connected 

calcula tion means 2 and calculates the quantity change of critical 

ratingCLHGR) 

transient is postulated. An operation limit value ca lculation means 

a case the In hea t linear and ratioCCPR) power 

the on base d LHGR and CPR of 
” 

빠
 

operational calculates 5 

the and 4 means ca lcula tion analys is the of results calculated 

a this. By 3. means ca lculation value limit the of information 

IS economy and marg10 sa fety proper with operatlOn re ac tor 

stably done . 

• lP 1997-171093C공개번호)， 1997.06.30 
- 발명 의 명 칭 Method and Apparatus for Protection of Pressurized Water Nuclear 

Reactor from DNBR and from Boiling in High Temperature Pipe 

Robertson Pa비 W 

Westinghous e 

1996-291535 
1996.1 l.01 

-
호
 

자
 
자
 
번
 
일
 
일
 
약
 

명
 
리
 
원
 
원
 
록
 

발
 
쿼
」
 출
 
출
 
드〈
〕
 요
 

the 10 marg10 m ‘ 
l ‘ 10crease To SOLVED: BE TO PROBLEM 

operation of a pressurized-water nuclear rea c tor and to prevent 

an unnecessary nuclear reac tor trip. 

SOLUTION: A pressurized-water nuclear reactor is protecte d from 

boiling and from a high-te mpera ture nucle ate from departure a 

a generat10g 

split - tempe rature -diffe rence trip function whi ch is provided 

first lin e segments 43a to 43 d following so as to be adjacent to 

with 

by operat10n boiling inside-of-pipe 

with 

second line segments 45a to 45d fo ll ow ing so as to be adj a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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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igh-temperature inside-of- pipe boiling core limitation lines 

39a to 39d. The respective line segments are the function of a 

core average temperature and a cooling material pressure 

regarding a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which is adjusted 

with reference to an axial-direction output distribution. Two 

setting points are compared continuously with an actual 

temperature difference ð. T in four dependent channels. When the 

setting points are exceeded in at least two channels , a nuclear 

reactor is tripped . 

• JP 2000-310693C공개번호)， 2000.1 l.07 

- 발명 의 명 칭 In-Core Process Quantity Measuring Device 

- 발명 자 Arai Ryoichi 

- 권 리 Àt : Toshiba 

출원번호 

이
금
 이
근
 

원
 
록
 

-줄
 
드
。
 - 요 약 

1999-119220 

1999.04.27 

PROBLEM TO BE SOLVED: To improve the measuring accuracy 

of coolant flow rate and measure long-term stable core flow rate 

without necessity of correcting a vessel difference in factory 

tests. 

SOLUTION: The in-core process quantity measuring device is 

constituted of a plurality of detector protection tubes 3 inserted 

in the core 2 of a reactor pressure vessel 1, a plurality of 

temperature sensors 4 arranged in the detector protection tubes 

3 , a data processor 5 processing the measured signal to the 

temperature sensor 4 and an operation device 6 for calculating 

the core flowrate by using the values obtained with the data 

processor 5. The data processor 5 measures the correlation of 

fluctuation in the measured value of the temperature sensor 5 at 

two points apart in the axis direction. The operation device 6 

obtains the flow rates in the detector protection tubes from the 

f1 0w velocities obtained with the data processor 5 and the areas 

in the detector protection tubes stored in advance and calculates 

core f1 0w rates . 

• JP 2002-301083(공개번호)， 2002.1 l. 27 

- 발명 의 명 칭 In-Core Nuclear Instrumentation Detector Aggregate and Reactor 

Output Monitoring Oevice 

Kitazono Hideyul이 et a1. 

Toshiba 

발명자 

-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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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먼호 : 2001-145442 

- 출원일 : 200 1.05.15 
이
 근 

로
 
「드

)
 

U 

- 요 약 PROBLEM TO BE SOLVED: To provide a reactor output 

monitoring device capable of always monitoring a 

three-dimensional neutron flux distribution in a reacto r. 

SOLUTION: A fixed type neutron detector , a mobile type neutron 

detector , and a gamma thermo detector are arranged in the axial 

direction in this detector aggregate. The fixed type neutron 

detector can be complemented by the gamma thermo detector. to 

thereby facilitate monitoring of the three-dimensional reactor 

output distribution. The gamma thermo detector can be easily 

calibrated by the mobile type neutron detector , to thereby 

dispense with a calibration heate r. 

• lP 2004-309401(공개번호)，2004.1 1. 04 

- 발명 의 명 칭 Nuclear Reactor Core Monitoring System 

- 발명 자 ι Goto Yasushi et a l. 

- 권리자 ‘ Toshiba 

- 출원번호 : 2003-105913 

- 출원 일 : 2003.09.04 
이
 근 

로
 「

드
 
。

- 요 약 PROBLEM TO BE SOLVED: To provide a nuclear reactor core 

monitoring system capable of properly correcting the power 

distribution calculation of the reactor compnSlng a gamma 

thermometer , conducting the power distribution calculation with 

higher preClSIOn , improving core monitoring and safer reactor 

operatlOn. 

SOLUTION: The system comprises a fixed-type in-core 

instrumentation part A having an instrumentation tube 3 containing 

a plurality of in-core stable-type gamma thermometers 7 

measuring local power distribution in the reactor 1 in axial 

direction , a signal processor 18 for processing the signal from the 

gamma thermometer and a heater controller 17 for 

electric-controlling , to the heater contained in the gamma 

the rmometer for calibration , and a power distribution calculation 

part B for calculating s uch core characteristics as re actor power 

distribution , linear power den s ity , a critical power ratio and void 

fraction base on plant information such as a control insertion 

state in the rea ctor , rC<l ctor coolant flow rate , water supply flow 

rate , water supply te mp erature . For the powe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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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conducting periodically or in accordance with requests , 

the signal from the gamma thermometer is used . 

• JP 2005-172474(공개번호)， 2005.06.30 

- 발명 의 명 칭 Nuclear Reactor Core Thermal Output Monitoring Device 

- 발명 자 Tamiya Tadashi et al. 

- 권 리 ?t Global Nuclear Fuel-lapan Co. Ltd. 

- 출원변호 : 2003-409462 

- 출원일 : 2003.12.08 

- 등록일 

- 요 약 PROBLEM TO BE SOLVED: To accurately derive a nuclear 

reactor thermal output when a detector is troubled in a heat 

balance system. 

SOLUTION: This nuclear reactor thermal output monitoring device 

has a plurality of fixed neutron detectors 5provided with a 

prescribed interval along an axial direction in a protection tube 4 

penetrated along the axial direction between fuel assemblies in a 

nuclear reactor core , a nuclear reactor output measuring 

instrument provided with gamma thermometers 8 with a larger 

number than the neutron detectors along the axial direction , an 

average output area monitor (APRM) for finding a core average 

output using measured values in the neutron detectors , and a 

nuclear reactor thermal output calculator 18 for finding a core 

thermal output, from the detector such as a thermometer and a 

flowmeter installed in a supply water flow rate system , using a 

heat balance. The core thermal output is derived by using 

measured values by the gamma thermometers 8, when the 

detector such as the thermometer and the flowmeter is troubled 

in the supply water flow rate system . 

• lP 2005-326301(공개변호)，2005.1 1. 24 

- 발명 의 명 칭 Reactor Power Measuring Apparatus 

- 발명 ?t Nozaki Takeshi et al. 

- 권 리 자 Hitachi 

- 출원번호 : 2004-145283 

- 출원일 : 2004.05.14 
이
E
 
야
「
 

쁨
 요 

PROBLEM TO BE SOLVED: To provide a reactor power 

measuring apparatus which suppresses an increase in wlrlng 

number and simultaneously simplifies the constitution. 

SOLUTION: The apparatus comprises a case 3 plac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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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 aXls the a long ex tensl on as reactor the of 13 core 

by arranged rays X de tec ting for chamber lon an re actor , 

d미lirec다tlon the e xte ns ion diffe rent from dispers in g in the pos ition 

3 in for 9 means calc ulation a and 3 , cas e the case the o f 

calculating the power of the reactor from the vari a tion of e lectric 

lon the 10 rays Y the of lODlzat lOn the by caused quantlty 

so IS 9 means ca lcula ti on The dete ction. ì(-ra y [or chamber 

constituted as to transmit signal commanding protection opera tion 

calculated the of information the to according re ac tor the of 

of plurality a and detector manner , TIP 

substituting 

this powe r. 1n reactor 

become detectors T1P the detectors temperature 

IS 

powe r 

wlnn g 

reactor 

of number 

of cons tltutlon 

the 

s imultaneous ly 

measuring arrangement can be s implified. 

of 10crease the and 

and 

unnecessary , 

suppre sse d 

• JP 2007- 21 2439C공개번호) ， 2007.08. 23 

- 발명 의 명 칭 Reactor Protec tion for Me thod and Reactor for Sensor Syste m, 

Monitoring Rea ctor 

Heibe l Michae l David et a l. 

Westinghouse 

: 2006-3 29372 

2006.12.06 

provide a reactor protec tion 

sys tem , a sensor for a reactor and a me thod for monitoring the 

monitor an output dis tribution 

T o SOLVED: BE TO PROBLEM 

-호
 

자
 
자
 
번
 
일
 
일
 
약
 

명
 
리
 
원
 
원
 
록
 

발
 
권
 

→줄
 
-
줄
 등
 
요
 

which make it poss ible to reactor 

in a core in the reac tor in real time and enable a sa fe operation 

of the r eactor at highe r output levels . 

1O-core an has sys te m protect lOn reactor The SOLUTION: 

and 20 and 16 , 18 

28 , 30 

with ì(-ray sensors 

sensors 22 , 24 , 

10 ins trument ass embly 

32. Bo th and 26 , corres ponding neutron 

monitor the sens ors direc tly ne utron ì(-ray sensors and the the 

output di s tribution in the core , the ì(-ray sensors compe nsate the 

time de lay re late d to responses from the ne utron sen sors and the 

neutron sensors compe nsate the sens itivities of the ì(-ray sens ors 

to the ì( - rays generated not only by reactions in the mse lves but 

al so by wastes from the reactions . 

• EP 0 406075 
바며 이 며 치 
~ 0 --1 0 。 Nuclear 

Detectors 

a 1I1 

Ne utron 

Dis tribution 

of Procedure 

Po wer the 

Cal ibr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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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a Nuclear Reactor Core 

Partick 

Framatome 

: 90401788 

1990.06.22 

axial power difference in the 

core of a reactor are determined , in a determination system , from 

signals supplied by two detectors , high and low , by multiplying 

of these signals by a sensitivity term in a multiplier 

preceding a matrix processing uni t. During the calibration of this 

power and the nuclear 

1991.01.02 

mean The 

-
호
 

자
 
자
 
번
 
일
 
일
 
약
 

며
。
 며
넉
 외
ι
 
이
걷
 로
「
 

발
 
권
 
출
 
-
줄
 등
 
요
 

each 

system with the aid of a reference measuring system introduced 

into this core , only these sensitivity terms are modified , and this 

avoids having to modify the operating configuration of the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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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3 노섬보호/감시계통 관련 국내 특허 

• KR 10-1975-0001609 

발명의 명칭 : 원자로 노심보호장치 

- 특허상태 : 등록 (권리소멸) 

-우선권 

- 요 약 

61 -.2.. 
l"lA o 

: 냉각재 도입관의 파단 상태하에서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냉각재가 유출되 

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워하여， 

본 발명은 최소한 한 개의 입구 노즐과 출구 노즐을 가진 원자로 용기， 

원자로 작동중에 발열하는 연료봉으모 이루아진 상기 원자로 용기 내의 

노심 및 상기 연료봉에 의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를 통과하여 냉각재를 순환시거기 위해 입구 및 출구 노즐에 연결된 

도관으로 구성된 원자로에서 각 입구노즐에 흐름 억제수단 

(Multi-VenturD이 배치되고 이 흐름억제 수단은 정상 유속으로 원자로 

용기 내부로 흐르는 냉각재에 대하여는 비교적 낮은 저항을 부여하고， 

역방향으로 흐르는 냉각재에는 매우 큰 저항을 줌으로써 도입관의 파단 

이 발생한 후에 원자로로 부터의 냉각재 역류를 제한시커도록 함을 특정 

으로 하는 원자로 노심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이 장치는 정상적인 원자 

로 작동중에 원자로내로 냉각재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 

자로 입구 노졸에 연결된 도입관에서 파단이 일어날 떼 입구 노즐을 통 

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 

• KR 10-1978-0003499 
- 발명의 명칭 : 내지진성 노섬보호판 

특허상태 : 등록 (권라소멸) 

- 우 선 권 : 없음 

- 요 약 원자로내에서 노심영역으로익 냉각재 흐름을 제한하는 노심보호판(core 

shroud)에 관한 것이다. 원자로는 원자로의 연료지지노심을 통하여 흐르 

는 냉각재를 가열시킴으토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노심보호판의 목적은 

펌프질되는 냉각재가 뜨거운 노심과 최대로 접촉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 

압수원자로에서， 보호판은 상당한 압력차를 받게 되므로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되어야 한다. 압력하중 외에도， 열 변화도(thermal 

gradient)로 부터의 또 다른 하중이 확실히 예상되며 지진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보호판이 노심 내에서 연료를 측면 지지하는 하중을 충분히 

지탱하도록 튼튼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모 인하여， 냉각재 경계부 패널 

을 충분히 강화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결과 육중한 보호판 구조물이 

냉각재 제한 및 지진애 대한 노심지지의 목적으토 노심경제에 꼭 맞도록 

대규모포 기재가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가제가공은 생산 공정에 다 

대한 인력과 시간을 소요케 한다. 더욱이， 기계기-공은 노심보호판의 강 

생(剛性)을 변화시치므로 강성 및 완충능력의 최적 조합을 달생하도록 

보호판을 “동조(ture)'’시키기에는 비설재적이다. 본 발명의 꽉적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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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하중지탱 능력을 가지며， 적합과 “동조”를 위 

한 조정이 별도로 행해질 수 있는 노심보호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 

• KR 10-1984-0006189 
- 발명의 명칭 

- 특허상태 

-우선권 

- 요 약 

· 임계상태 접근을 결정하는 방볍 및 장치 

: 둥록 (권라소멸) 
òL9... 
l!}、0-

: 국부적으로 인공 중성자원이 마련된 경수로심의 임계상태로 접근올 방지 

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임계상태가 도달함에 따 

라 원자로 반응도의 정확한 온-라인 지시를 하는 것이 본 발명의 일차적 

인 목적이다 . 

• KR 10-1985-0000321 
- 발명의 명칭 : 원자로의 출력분포를 연속 옹라인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 특허상태 : 등록 (권리소멸) 

- 우 선 권 : US 4,637 ,910 
- 요 약 : 원자로 출력제어에 관한 것이며， 특히 필요시 노섬내의 과출력 상태를 

측정하고 응답을 전달하며， 노심내의 출력 레벨과 공간 출력분포를 연속 

적으로 감시하고 계산하도록 신호 및 데이터 처리용 하드혜어 및 소프트 

웨어와 함께 여유 세트로 그룹화 된 최소의 노심 측정기를 사용하여 원 

자로의 제어 및 감시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 

한 것이다 . 

• KR 10-1987-0003204 
- 발명의 명칭 : 상대 엔탈피의 프로파일을 표시하는 센서감시장치 및 방법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 US 4,774 ,049 
- 요 약 : 시스템의 운전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며， 특히 원자 

로의 노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량의 분포를 감시하여 가시적 

으로 표시하기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원자로의 집합체식 노심전력 분포를 감시하고 표시하는 향상된 장치와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 

• KR 10-1989-0000824 
- 발명의 명칭 : 반응-억제 요소가 하강하는 경우에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 특허상태 : 취하 

- 우 선 권 : US 4,986 ,952 
- 요 약 . 제어봉의 낙하시 각 4분변에 위치한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원자로 

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4개의 채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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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10-1993-0011406 
발명의 명칭 : 노심내 고정형 검 출기 및 원자로내의 줍력분포 결정 방볍 

- 특허상태 

우선권 

- 요 약 

프르르; o ..., 

US 5,25 1,242 
. 원자로 조립채내에 말단끼리 서로 연결되도록 축방향으모 분배된 플라티 

늄 검출기 세그먼트와， 상기 원자로 조립제내의 동일꽁간에 배치된 바나 

듭 검출기 세그먼트를 구비하는 원자로용 겁출기 조립체애 관한 것이다. 

상기 마나듭 검출기는 상기 플라티늄 검출기 신호를 제산하여 핵분열 생 

성물에 그 선속이 기여하지 않도록 한다. 조립체 길이의 바나륨 검출기 

와 조립체 길이의 플라티늄 검출기가 그 대신 사용되어， 플라티늄 검출 

기 세그먼트의 보정여부를 판정할 수도 있다. 보정된 플라티늄 검출기 

신호는 원자로 노심의 보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보정 

은 원자로 연료내의 현재의 국부적인 열배치율에 정비례하는 총 플라티 

늄 검출기 신호중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 KR 10-1997-0034016 
- 발명의 명칭 : 원자력발전소용 자기출력형 중성자검출기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 요 약 

o-l.Q .. 
Hλ n 

: 노내검출기의 제조기술에 관한 것으로 에미터의 재질을 다양하게 선택해 

서 자기출력형 중성자 검출기를 설계. 기존의 에미터와 절연체 그리고 

집적체가 밀집된 형상을 가진 검출기는 제조가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 

나 중성자 입자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로듭에 흡수되지 않고 집적체에 

전달되는 이탈확률이 적어 생성 전류치가 작아지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 

서 기존의 검출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출에 쓰이는 

소자의 변경과 검출기의 형태 변경 을 통해 상대적으로 짧은 응답시간과 

큰 전류치를 얻을 수 있는 개선된 자기출력형 중성자 검출기를 설계하 

는 방법과 극소형 검출기를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 

• KR 10-1997-0701659 
발명의 명칭 : 원자로 보호시스템 

- 특허상태 : 포기 

- 우 선 권 : US 5,586 ,156 , US 5,621 ,776 
- 요 약 : 각 스크램 파라미터의 4용장 센서가 4개의 독립 마이크로프로세서계 전 

자 샤시에 입력을 제공하는 4개의 구획을 갖는 원자로 보호 시스템이다. 

각 전자 샤시는 그 자신의 센서이]서 스크램 파라미터 데이터를 취득하 

고， 정보를 디지털화한 후， 센서 시도를 다른 3개의 전자 샤시에 광섬유 

를 거쳐 전송한다. 시스템 가동율을 증가시치고 의사 스크램을 저감하기 

위해， 원자표 보호 시스템은 윈자로 스크램 필요성 선출에 두 라l 벨을 채 

용한다. 전자 샤시는 소프트웨어 구펙 데이터 차리， 모두 4개 센서이l 서 

의 정보에 따라 스페어플 갖고 2/3 선춘하고， 하드웨어 로작 패널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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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스크램 신호를 송출하고， 이것은 원자로 스크램을 시작하는 가의 여 

부에 관해 2/4 구획 선출을 실행한다. 각 샤시는 모든 센서에서의 데이 

터에 따라 구획 스크램 결정을 한다. 각 구획은 다른 것과 별개로 실행 

한다(비동기 동작). 구획 사이의 모든 통신은 비동기이다. 각 샤시는 다 

른 샤시 중 하나에서의 센서 시도가 잘못되거나 미싱하면 2/3 선출에 있 

어 그 자신의 스페어 센서 시도를 대체한다. 센서 시도의 상호 통신은 4 

개의 논리적으로 동일한 값의 비교를 허용한다. 자동 자기 테스트 및 진 

단 감시， 출력 렬레이 로직을 통한 센서 입력은 수통 감시 테스팅의 필 

요성을 실질적으로 제거한다 . 

• KR 20-1997-0025485 

- 발명의 명칭 : 원자력발전소 노심보호연산기 CENOP 상수 자동변경장치 

- 특허상태 : 취하 

- 우 선 권 

- 요 약 

òl 조L 
w. τ] 

: 제어봉집합체연산기 고장시 CENOP 상수 변경지연에 의한 발전소 불시 

정 지 를 방지 하기 위 하여 CEAC 고장시 CPC의 CENOP 상수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CPC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임. 본 고안에 따르면 

CEAC 고장신호에 의 하여 CPC의 CENOP 상수가 자동으로 변경 되 므로 

CEAC 한 채널에 정기시험 또는 보수중 다른 CEAC 채널에 고장이 발생 

하거나， 2개의 CEAC 채널에 동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4 채널에 CPC 

의 CENOP 상수가 자동으로 3으로 변경 되 어 CEAC 고장시 CENOP 상 

수 변경 지연에 의한 발전소 불시 정지를 방지한다 . 

• KR 10-1998-0702505 

- 발명의 명칭 : 자체동력형 고정 인코어 검출기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 요 약 

: US 5,745 ,538 

: 핵 반응로를 위한 자체 동력형 고정 인코어 검출기는 바나융 소자와 같 

은 낮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올 갖는 중성자 감지 에미터 (emitter) 소자 

를 가지며， 이것은 반응 연료 영역의 길이를 확장시키고， 전체 길이 출력 

(ω11 length power)을 나타내는 전체 길이 신호Uull length signaJ)를 

생성한다. 여러 가지 감마 감지 에미터 소자들， 즉， 바람직하게는 플라티 

늄， 그러나， 대안적으로 지르코늄， 세륨， 탄탈륨 또는 오스융 소자들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중첩에 중성자 감지 에미터 소자를 제공하여 반응 

연료 영역의 축 영역 (axial regions)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신호를 

생성한다. 코어Ccore)의 각각의 축 영역으로 인한 중성자 감지 에미터 

소자에 의해 생성되는 전체 길이 신호의 부분(portion)은 감마 감지 소 

자에 의해 생성된 할당 신호의 비 (ratios)에 의해 결정된다 할당 신호의 

비는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지연된 감마 방사의 영향을 감소시키지만， 감 

마 감지 에미터 소자에 의해 생성된 할당 신호의 이와 같은 성분을 펼터 

처리함으로써 순간적인 반응이 더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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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10-1999-0046938 

- 발명의 명칭 : 개선된 노와계즉기 교정방법 

- 특허상태 : 거절 

-우선권 

- 요 약 

。}피L 
llA 口

: 본 발명은 정기적인 노섬출력분포 측정시험시 이동형 노내계측기를 사용 

하는 가압정수로에서 운전 중 축방향출력분포가 운전허용범위를 벗어나 

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기 위한 노외제측기의 교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노심 운전상태를 교란시카지 않으면서 노와계측기 교정자료 생산에 필요 

한 노심출력분포 측정시험 회수의 최소화를 통하여 노외계측기가 정확하 

게 노심출력분포를 에측할 수 있도록 교정을 수행함으로써 ， 기존의 노외 

계측기 교정방법올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재장전 주기초 기동운전시 

저출력 운전시간 단축에 의한 발전소 이용률 향상과 기동운전 및 출력운 

전중 노심출력분포 측정시험시 불필요한 제어봉 작동에 의한 반응도 보 

상을 위한 붕산수 주입 및 희석에 따른 수처리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노섬교란요인 제거를 통한 안정된 

출력운전으로 노심 안전성 확보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 

• KR 10-1999-0047827 

- 발명의 명칭 : 노심감시제통에서 가상 핵계즉기를 이용한 축방향 출력분포 계산 방법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 없음 

- 요 약 : 본 발병은 한국표준형원자로 노섬감시계통의 축방향 출력분포 계산 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가상의 노내 핵계측기를 설정하는 것과; 기존의 5개 

실제 핵계측기 출력과 가상의 9개 핵계측기 출력간의 죄적상관 관계를 

도출하는 것과; 이를 이용하여 9개 가상 핵계측기 출력을 추정하는 과정 

과; 추정된 가상 핵계측기 출력을 이용하여 9개 모드로 구성된 퓨라어 

함수의 계수를 계산하여 40개 흑은 20개 축방향 구간의 출력을 계산하 

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핵계측기가 현재의 5개에서 9개로 늘어나기 때 

문에 중성자확산방정식으로 얻은 볼리적 출력분포와의 오차가 기존 방법 

에 비해 50%이상 감소하여 정밀한 출력분포 계산이 가능하며， 기존 온 

라인(on-line) 빚 오프라인(off-line) 노심감시계통의 변경이 매우 용이 

할 뿐 아니라， 정밀한 출럭분포 계산으로 인해 현재의 열적여유도에 추 

가적인 열적여유도 확보가 가능하다 . 

• KR 10-1999-7011445 

- 발명의 명칭 : 디지텅 발전소 보호시스템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 요 약 

: US 6,049 ,578 

가압수로형 원자로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디지털 발전소 보호 시 

스템은 감지된 파라마터가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미라 결 

정된 값에 대하여 조건적인 디지털 값을 시힘하는 디지털 띠교기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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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조건이 설정된 디지털 값올 제공하는 교차 연결된 감지된 파라미터 

처리 채널(채널 A, 채널 B, 채널 C, 채널 0)을 포함한다. 이 비교기는 

다수의 채널 각각에 연관되고 각 채널에 대하여 감지된 파라미터의 개별 

적인 측챙치를 수신한다. 감지된 파라미터가 4나 그 이상의 채널 중 2 

만큼 상세 사항 중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트립” 신호는 보수 동작을 

일으커도록 발생된다 . 

• KR 10-2000-0003744 

- 발명의 명칭 :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 

- 특허상태 거절 

- 우 선 권 : 없음 

- 요 약 ; 본 발명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증기 공급계통의 상태들을 감시하고 운 

전변수중 하나 이상이 정해진 안전계통 설정치에 도달하면 정확하고 신 

속하게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디지털 발전소보호계통(Plant Protection 
System)에 관한 것이다. 이 PPS는， 노심보호연산기 (CPC)와 보조공정 

캐비넷(APC)으로부터 발전소 공정 변수값을 읽어 들여 비교논리로 비교 

한 다음， 한 개 이상의 변수에서 비교논리 출력신호가 2/4 상태로 동시 

논리에 입력될 때 원자로 정지(TrÎp) 신호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제어계 

통 개시신호를 개사회로에 전송하는 통합형 보호프로세서와， 한 채널에 

서 다른 채널에 요구되는 트립신호를 다른 채널의 보호프로세서에 입력 

시키는 채널연결프로세서와， 보수시험반으로부터 운전원에 의해 개시되 

는 신호에 의해 채널내 각 프로세서를 시험한 후 그 결과를 보수시험반 

에 제공하는 통합시험프로세서와， 채널별로 분리 설치되어 PPS의 모든 

제어신호 및 상태를 화면에 표시하는 운전원모률과， PPS내부의 상태정 

보를 다른 계통으로 전송하고 다른 계통의 신호를 전송받는 계통연계프 

로세서와， 운전원 모률과 동일한 가능을 하는 원격정지반(RSP)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은 보호프로세서 의 개수가 감소되고， 다른 프 

로세서와 연계설계를 단순화하고， 평균 고장율을 개선하고， 시험의 복잡 

성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 

• KR 10-2000-0003748 

- 발명의 명칭 :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 

- 특허상태 : 거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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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 계통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발 

전소 현장에 설치된 기기 및 센서로 부터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출력하 

는 발전소 연계 계통의 출력 데이터를 실배선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고， 원전의 단일고장에 대해서 안전기능을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를 

정보 및 소프트 제어 게이트웨이 (Gateway)와 QIAS 전용데이터 통신망 
(DCN-Q)을 통해 전송하는 보호계통과， 상기 발전소 연계 계통의 출력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 발전소 제어기능을 수행하고， 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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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게이트웨이와 IPS 전용 데이터 통신망(DCN-I)플 거치 전송하는 

제어계통과， 그리고 각종 센서와 프토세서 관련 데이터뜰 상기 보호계통 

과 제어지l통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처리제통CIPS) 그 보호계통과 제어계 

통으로부터 제공받은 징보 맞 안전관련 변수를 표시하고 다수개의 플랫 

페널 디스플레이 (FPD)를 보면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지시 및 

경보테이터의 입출력을 제아하는 지시 및 경보 계통(QIAS-N ， QIAS-P) 

및 상기 IPS와 QIAS 사이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를 표시 

해주는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한 감시계통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러한 본 발명은 원전 설비의 유지 보수비용을 감소시키고， 통신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 

• KR 20-2000-0017638 

- 발명의 명칭 : 원자로 제어봉구동장치의 실시간 제어 및 감시시스템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 없음 

- 요 약 : 본 고안은 원자로 제어봉구동장치의 제어 빚 감시를 동일 컴퓨터로 구현 

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실시간 제어 및 감시요건을 만족할 뿐 

만 아니라 장치를 단순화하고 데이터 인터페이스 속도를 단축시킴과 동 

시에 전력공급장치의 고장이나 이상상태， 그리고 지l 어봉구동장지의 기계 

적， 전기적 특정을 구통중에 온라인으로 운전원에게 보여줌으로서 원자 

로 운전의 편의성과 제어 및 감시성능을 향상시키고 장치 결함의 조기 

진단에 의한 신뢰성 확보 및 최적의 유지， 보수 가능을 치l 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달성을 위한 본 고안은 논리제어기능을 담당하는 제어프로세서 

(A) , 운전원 연계와 각종 감시정보를 처리하는 운전 및 감시 프로세서 

(B)를 가진 통합시스템과 제어봉 구동 장치의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상태로 전이를 위한 보조 프모세서 (C)와 각종주변기기(D)로 구성된 실시 

간 채어와 데이터 분석 및 분석된 데이터를 실시간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원자로 제어봉구동장치의 실시간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이다 . 

• KR 10-2000-7004084 
- 발명의 명칭 : 원자토 보호시스템 빚 원자로노심 모니터링 방법 

- 특허상태 : 공개 

권
 
약
 

서
ι
 

우
 
요
 

: US 6 ,06 1,412 

: 본 발명은 윈자로의 노심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모니터링하여 

불안정 상태의 개시가 검출될 경우 원자로의 임계점을 감소시커는 안전 

등급 보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심의 내부 또는 근처에서 다수 

의 축 및 반강 방향의 위치에서 전력을 실시간으로 직접 검출하여 3차 

원 실시간 노심 출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노심 냉각수 인입 

옹도， 압력 및 흐름량의 측정 값과 함께 상기 출력을 처리하여 연료 중앙 

온도와 연료 소자의 경계에서의 열전달 상태와 노심 내에서의 출력 변화 

올을 설시간으로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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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10-2000-7005602 

- 발명의 명칭 : 노심제어요소 위치 신호의 비정상적인 생성올 검출하기위한 방법 

특허상태 :등록 

- 우 선 권 : US 5.881.188 

- 요 약 : 본 발명의 목적은 제어 요소 어셈블라 위치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사전 선택된 시간 기간에 걸쳐 위치 

신호 값의 변화를 감시하고， 이러한 변화가 제어 요소 어셈블리 이동의 

규칙적이고 사전 결정된 패턴 특성을 따르는지를 결정함으로써 달성된 

다. 만약 임의의 변화가 허용오차보다 더 많이 패턴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위치 무효 신호(position invalidity signaI)가 생성된다. 정상적인 제어 

요소 이동의 사전 결정된 패턴 특성이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는 계단올 

닮은 일련의 계단형인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위치 신호는 계단 패턴의 

하나 이상의 특성과 비교될 수 있다. 일예로， 허용기준은 위치 신호의 증 

가 값이나 감소 값의 균형 및/또는 상기 신호의 증가나 감소 발생 시간 

의 규칙에 대한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더욱 명확한 유효성 테스 

트는 위치 신호에서 임의의 연속적인 5개의 증가값 중 적어도 4개의 증 

가값이 동일한 크기를 갖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위치 신호 값에 있어서 

임의의 연속적인 5개의 증가값에 대해서， 적어도 4개의 증가값은 각각 

동일한 경과 시간에 발생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된 무효 신호는 제어 시스템에 전달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무효 경 

고 신호는 제어 패널에서 오퍼레이터에게 디스플레이될 수 있고， 및/또 

는 무효 위치 신호는 안전 제어 시스템에 의해 무시된다. 즉， 안전 제어 

시스템은 제어 요소 위치 신호 값의 변화에 의해 명확해진 제어 요소 위 

치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 . 

• KR 10-2000-7005624 

- 발명의 명칭 : 가압수형 원자로의 감소된 노심내 계측장치 패턴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 US 6.353.650 

- 요 약 : 더 적은 수의 ICI를 사용하여 노섬 제어와 감시 및 다른 필요한 기능올 

달성하도록 감소된 lCI Gn-core instrumentation; 노심 내 계측장치) 패 

턴올 결정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기존 패턴에 비해서 더 감소된 수의 

ICl를 갖는 후보 lCI 패턴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선택 고려사항에 따라 

먼저 선택된다. 선택 후에， 이 후보 패턴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평가 기 

준에 따라 평가된다 . 

• KR 10-2001-0024619 

- 발명의 명칭 : 소프트웨어 공통유형고장을 자체 배제한 다지털원자로 보호시스템 및 상 

기 시스템을 위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생산방법 

- 특허상태 

-우선권 

프L르츠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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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발명의 소프트웨아 공통유형고장을 자체 배제한 디지털원자모 보호시 

스템은， 이기종의 CPU와 서로 다른 운영 처l 제의 시스템구조로 한 쪽의 

비교논리 및 동시논리 프로세서에 공통유형고장이 발생하여도 다른 한 

쪽은 공동유형고장에 영향 받지 않아 원자로보호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성과 신뢰도가 향상된 디지털방식의 원자로보호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 KR 10-2001-0070159 

- 발명의 명칭 : 원자력발전소의 노심보호연산 시스템 

- 특허상태 : 거절 

우선권 

- 요 약 

:없음 

: 종래의 2개의 리드스위치 위치전송기 및 선호전달 방법의 제약으로 실체 

제어봉집합체 위치 편차가 아닌 광모템 및 광케이블에 의한 결함 및 1 개 

의 제어봉집합채연산기 오동작으로 인한 발전소 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모， 상세하게는 제어봉집합체연산기에 대한 알고리듬을 각각의 노섬 

보호연산기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시스템 구조를 단순화하고 제어봉 

집합체연산기의 오동작시 발전소 전체가 정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신 

뢰성과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노섬보호연산시스템 

을 채공 . 

• KR 10-2002-0001788 

- 발명의 명칭 : 원자력발전소의 임계전 노와계측기 선형부채널 교정 을 위한 교정상수 결 

정방법 

- 특허상태 

- 우 선 권 

- 요 약 

프-프~ 
。-，

C>-l~ l:lA -B-

: 본 발명은 원자력발전소의 노심출력감시에 사용되는 노와계측기의 교정 

방볍에 관한 것으로서， 매 운전주기초에 수행되는 노와계측기 교정자료 

생산 정확도를 종래 개발한 노외계측기의 교정방법에 비해 크게 향상시 

카고 교정자료를 해당주기 운전시작 이전에 미리 결정함으로써 ， 종래의 

노외계측기 교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재장전 주기초 기동운전 

시 저출력 운전시간 단축에 의한 발전소 이용률 향상을 통해 경제적 이 

득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각종 기기의 운전교란요인 제거를 통한 안 

정적인 출력운전으로 노심 안전성 확보는 물콘 기기 건전성 제고의 이득 

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선형부채널 교정은 2가지 목적으로 수행된다. 먼저 교정 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각 노외계측기가 측정하는 노심출력이 원자력발전소 기준출력 

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상기 기 준출력(BSCAL)은 발전소 2 

차측 출력 이다. 다른 목적은 상중하 노외계측기의 출력분포가 노심 의 상 

중하 출력분포와 갇도록 하는 것 이다. 이 경우 노섬의 기준 출력분포는 

CECOR로 계산된 출력분포를 축약하여 구함， 상기 노외계측기 의 상중하 

출력분포를 CECOR의 결과와 일치 하도록 교정하는 것은 노섬보호연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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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정치와 관련되는 바， 이 노심보호연산기는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 

하여 노심의 축방향출력분포를 함성하고 원자로의 안전변수를 계산하는 

데 이때 상기 노외계측기 신호는 주기초 출력상승 시험기간에 결정된 

SAM을 통하여 노심의 상중하 출력으로 변환되어 출력분포계산에 이용 

된다 . 

• KR 10-2002-0067073 

- 발명의 명칭 : 정규화 및 역행렬 제한조건을 이용한 원자력발전소의 노외계측기 SAM 

결정방법 

- 특허상태 

-우선권 

- 요 약 

조득으료 
0 -, 

: 없음 

: 본 발명은 원자력발전소의 노심보호계통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노 

섬보호계통의 일부인 노외계측기의 설정치 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노외계측기 신호로 축방향의 삼등분 노심출력분포를 계산하는 

SAM 결정 계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항상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 영 

역의 해를 제공함으로써 측정 잡음의 영향을 줄이고， 이를 통해 안정적 

인 계산을 수행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재장전 주기초 기동시간올 단축하 

고 노심보호계통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노섬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KR 10-2003-0032014 

- 발명의 명칭 :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 없음 

- 요 약 . 본 발명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 장전된 핵연료를 건전하게 유지하도 

록 노심보호연산기 (CPC)와 제어봉집합체연산기 (CEAC)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제어봉집합제연산기와 신호 연결 장치들의 고장으로 인해 불펼요하 

게 원자로가 정지하지 않도록 한 통합형 원자로보호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의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은 디지털 컴퓨터를 이 

용한 루프형 가압경수로용 실시간 원자로보호시스템에 있어서， 노심보호 

연산기 (CPC)와 제어봉집합체연산기 (CEAC)의 가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핵비퉁이탈율(DNBR)과 핵연료봉 선출력밀도(LPD) 등의 주요 노심운전 

인자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CPU. 노섬유량과 노심출력 보정 및 노심 

DNBR 운전제한치 감시 등 운전원 연계 기능을 위한 계산을 수행하는 

보조연산장치모률， 계측기 입력신호를 처리하고 주요 실시간 계산결과를 

유지보수시험대(MTP)와 운전원모율(OM) 및 발전소 경보시스템으로 전 

송하는 공통 및 입출력모율로 이루어진 복수의 통합형 실시간 열적보호 

기(ITOP)와; 상기 통함형 실시간 열적보호기의 각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된 노심운전 정보를 인트라 채널네트워크를 통해 전달 받아 운전원 

으로 하여금 노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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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험대 (MTP) 및 운전원모율(OM)과; 상가 유지꾀수시험대로부터 전달 

받은 재어봉위치 정보를 제어봉의 노내 산임 상태릅 나타내는 그림 정보 

포 운전원에게 표시하는 제어봉위치 표사 장치 CCEAPD)토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원자쿄 열적 보호사스템에서 사용되던 

노섬보호연산기 (CPC)와 제어봉집합체연산가 (CEAC)의 기능을 통합형 실 

시간 열적보호기 CITOP)에 통합시킴으로써 시스템의 단순화를 꾀할 수 

있으며 연결시스템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원자로정지 가능성을 대폭 줍일 

수 있게 된다 . 

• KR 10-2004-0114886 

- 발명의 명칭 : 노심보호연산계통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o Ol 

ó-l..Q.. 
llA 0 

: 본 발명은 원자로심의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 발생시 원자로를 정지시커 

는 기능을 수행하는 노심보호연산기계통(CPCS : Core Protec tion 

Calculator System)에 관한 것으로， 채널당 두 대의 신호변환연산기와 

한 대의 노섬보호연산기 및 한 대의 제어봉집함체연산기를 구비하여 이 

루어지되， 각각의 채널에 구비되는 상기 두 대의 신호변환연산기는 동일 

한 제어봉위치검출기 신호와 페널티계수 값을 취합하여 신호를 다중화하 

고， 각 노섬보호연산기는 상기 선호변환연산기 릎을 통해 각 제어봉집합채 

연산기로부터 전송받은 페널티계수 값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하여 핵비등 

이탈율과 국부출력밀도 계산에 사용하며， 채널 A.8 0 1] 각각 위치하는 제 

어봉집합체연산기는 RSPT-1의 신호를， 채덜 C. D에 각각 위치하는 제 

어봉집합체연산기는 RSPT-2의 신호를 각각 처리하도록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 

• KR 10-2005-0003205 

- 발명의 명칭 : 자속집속기 및 잊갈린 라드스위치 배치를 이용한 4채널 제어봉위치지시 

기 

- 특허상태 

-우선권 

- 요 약 

드드료츠 
。-，

ó-l 조L 
1i.A -b 

· 본 발명은 자속집속기 빚 엇갈린 리드스위치 배치를 이용한 4채널 제아 

봉 위치지시기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은 일체형윈자로가 무봉산 운전 

요건 및 초기 원자로 가열 시 재어봉만으로 노섬 반응도를 조절하기 위 

해 미세조정 기능을 보유한 제아봉구동장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 

어봉의 위치를 감지하여 안전계통에 위치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높은 정밀도와 신뢰도를 가지는 제어봉 위치지시기를 지l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구성은 일체형원자로의 노심 반응도 조섣을 위해 재이봉구동 

장치 상부압력용기 밖에 섣치되어 제어봉구뚱장치에 의해 아래 또는 위 

로 움직이는 제어봉의 위치를， 저l 아봉구똥장치 상부 압력용기 내부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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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350"C)과 고압( 17MPa)의 일차냉각재 속에 잠겨 제어봉집합체에 연 

결된 연장봉에 체결되어 제어봉집합체와 함께 운동하는 영구자석의 자속 

집속에 의해 리드스위치가 단락되도록 하여 측정하는 제어봉 위치지시기 

에 있어서， 하나의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자속을 밀집시키는 자속집속기 

와; 제어봉 위치지시기를 제어봉구동장치 상부압력용기 주위에 설치하는 

위치지시기 흘더와; 이 위치지시기 홀더에 각각 수직으로 탈부착되는 4 

채널의 제어봉 위치지시기와; 이 4채덜의 제어봉 위치지시기 각각의 내 

부에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엇갈리게 배열하여 구성된 리드스위치로 구 

성된 것을 특정으로 한다 . 

• KR 10-2005-0067634 

- 발명의 명칭 : 원자로 노심내 바나륨 및 백금계측기의 지연신호 보상장치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 없음 

- 요 약 : 이 발명 은 즉발신호비 율(Prompt Fraction)이 약 7%인 바나륨과 약 72% 

인 백금계측기의 신호 중 지연신호를 보상하며， 칼만(Kalman) 펼터와 달 

리 측정 신호의 공분산(Covariance)을 사전에 알 필요가 없어 펼터설계 

가 매우 용이하며 매우 효율적인 지연시간 보상효과가 있어서 최대오차 

를 최소화하는 필터링 (Filtering) 방법론인 H∞ 필터를 이용하여 계측기의 

웅답신호를 보상하며， 계측기의 동적 모텔과 계측기 재료의 물리적 특성 

으로 시간 지연되는 선호를 보상하여 정확한 신호를 재구성하며， 원자로 

의 안전성을 감시/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인 노심보호/감시계통의 

정확도/신뢰도를 제고하여 노섬 안전성을 증진하며， 단순한 동적보상 방 

법올 개선하여 정확한 중성자속 측정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원자로 노 

섬내 바나륨 및 백금계측기의 지연신호 보상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원자 

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백금계측기 및 바나륨계측기로부터 입력되는 신 

호를 포함한 발전소의 운전상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랜트 모 

니터령 시스템과， 상기한 플랜트 모니터령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되는 노 

내계측기 신호를 보상하는 H∞ 펼터와， 노심 출력분포 및 열적여유도를 

계산하여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코어 모니터령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루어 

진다 . 

• KR 10-2005-0124485 

- 발명의 명칭 : 노심보호연산기 계통의 채어봉위치 검증방법 

- 특허상태 : 등록 

-우선권 

- 요 약 

。LQ..
nι n 

본 발명은 노섬보호연산기계통(RCOPS; Reactor Core Protection 

System)에서 제어봉 위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잡음 신호에 의한 오신호 

를 방지하도록 한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의 제어봉 위치 검증 방볍에 관한 

것으로，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의 제어봉집합체연산기에서 처리되는 제어 

봉의 1 회 수행 전의 제어봉 위치와 제어봉의 현재 위치 칸의 차이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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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과정 과; 상가 계산된 차이 값윤 상하향 제한 설 정 치와 비교하여 

상기 계산된 차이 값이 해당 상하향 제한 설정치보다 작은지를 확인하 

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차이 값이 상기 상하향 재한 설정치보다 크거 

나 같은 경우에， 상기 자l 아봉의 현재 위치 값을 오신호모 판단하여 상 

기 제어봉의 1 회 수행 전의 제어봉 위치를 헨재 위지 값으로 갱신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함으로써. 잡음 신호에 의한 

오선호를 방지하여 원자로가 정지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제어봉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 

• KR 20-2006-0019254 

- 발명의 명칭 : 리드스위치 위치 트랜스미터 파형 진단 시스템 

- 특허상태 : 등록 

- 우 선 권 : 없음 

- 요 약 : 본 고안은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예방정 비 기간 중 제아봉을 상， 하 이동 

시켜 리드스위치 위치 트랜스미터(RSPT Reed Switch Position 

Transmi tte r)의 출력 전압 파형올 통하여 각각의 리드스위치가 정상 작 

동하는지를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리드스위치는 원자로에서 핵연료 연소 

속도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제어봉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장치로써 

자성체 리드의 중심부에 자성체가 접근하면 라드선이 자성체에 접근하면 

서 신호를 ON하게 된다. 하지만， 자성제 리 드의 재조상 결함이나， 탄성 

을 잃을 경우 작은 진동 하에서 또는 자성치l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N되 

는 사례가 있고 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트립을 일으커 는 원인이 된다‘ 이 

에， 라드스위치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핵연료의 연소 속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제어봉의 위치를 검출하는데 오류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 KR 10-2006-0083504 
발명의 명칭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시스템 빚 그 

- 특허상태 

-우선권 

-요 약 

방볍 

: 공개 
。LQ.. 
tlA "p 

; 본 발명은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 

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서l 하게는 독립적 인 4개의 제어 

봉 위치신호를 검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노심보호를 할 수 있는 4채널 재어봉집합채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 

라인 노섬보호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4채덜 제아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 

스템은， 개별 셰이봉집합처l 당 4개의 채 널에서 독 립적인 제어봉집합처l 의 

위치 신호 사용 이 가능토록 제아봉 위 치를 검출하는 4 개의 지l 어봉위 치 

검출기와， 상기 4 개의 제어봉위지 검출기모부터의 제어봉집한체 위치입 

력신호들 포함한 각 채널별 계통입력신호뜰 전달 받아 디지 털 신호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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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입력신호변환장치와， 상기 입력신호변환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상 

기 디지털 신호에 근거하여 핵비등이탈율 및 선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심운전정보의 실시간 계산 결과값올 산출하는 제어장치와，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산출된 상기 계산 결과 값을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 

이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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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4 노섬보호계통 특허출원 명세서 

[요약】 

본 발명은 4채널 재어봉집합채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토서， 보다 상세하게는 뜩립적인 4개익 제아꽁 위치신호플 검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노심보호를 할 수 있는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4채널 제어봉집합채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 스템은，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개의 채널에서 독립적인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신호 사용이 가능토록 

제어봉 위치를 검출하는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와， 상기 4 개의 제어몽위치 

검출기로부터의 제어봉집합체 위치입력신호를 포함한 각 채널별 계통입력선호를 전달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입력신호변환장치와 상기 입력신호변환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디지털 신호에 근거하여 핵비퉁이탈율 및 선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심운전정보의 실시간 

계산 결과 값을 산출하는 제어장치와， 상기 제어장치로부터 산출된 상기 계산 결과 값을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대표도I 

도 3 

[색인어】 

원자로， 노심보호계통(시스템) , 재이봉집합체， 재이봉위치 검출기， 핵비등이탈율， 

선출력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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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명세서] 

[발명의 명칭 1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및 그 방법 {An 

On-line Core Protection System using 4 Channel CEA Position Signals and the 

method thereoO 

I도변의 간단한 설명 l 

도1은 종래의 노심보호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개의 재어봉위치 검출기를 설치한 제어봉 

집합체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이용한 노심보호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도4는 도3에 도시된 제아장지의 개략적인 구성올 보여주는 블록도. 

도5는 도 4에 도시된 중앙연산처리장치의 각 채널별 노심보호 알고리듬에 대한 모율별 

연계도.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의 개략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 

〈도변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제어봉집합체(CEA) 20 : 제어봉위치 검출기 -A(RSPT-A) 

30 : 제어봉위치 검출기 -B(RSPT-B) 40 : 채어봉위치 검출기 -C(RSPT-C) 

50 : 제어봉위치검출기 -D(RSPT-D) 

100 , 200 , 300, 400 : 제어봉집합체 위치입력신호 

110 , 210 , 310, 410 : 기타 계통압력신호 

120 , 220 , 320, 420 : 입 력신호변환장치 

130 , 230 , 330, 430 : 제어장치 130-1 중앙연산처리장치 

130-2 : 입출력장치 

132 : 제어봉위치계산모률 

134 : 출력분포합성모율 

136 : 트립모률 

I발명의 상세한 설명 l 

I 발명의 목적】 

131 : 냉각재유량계산모률 

133 : 운전변수계산모률 

135 : 임 계 열속계산모율 

140, 240 , 340 , 440 : 디스플레이장치 

I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I 

본 발명은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옹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빚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발생시키는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개씩 구비함으로써 독립적인 4개의 제어봉 

위치신호(RSPT-A ， RSPT-B , RSPT-C , RSPT-D)를 검출하여 4개의 채널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신호 처리를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보다 단순하게 노심보호를 

할 수 있는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률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및 그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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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모는 우라늄핵연료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 는 

장치로 고온의 핵연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냉각수의 종류에 따라 경수모(Light 

Water Reactor)와 중수로(Heavy Water Reactor)로 구분된다. 상기 경수로는 핵연료봉 및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을 극대화시키고 냉각수의 비등윤 방지하기 위해 고온-고압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상기 경수로의 핵연료봉파 냉각수 사이의 열전달 방법은 

대류열전달(Convec tive Heat Transfer) 또는 핵비등열전탈(Nucleate Boílíng Heat 

Transfer) 방법 이 사용되 고 았다. 

가열면과 유체 사이의 열전달 특성에 의하면 상기 열전달이 핵비등열전탈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열전달 효율이 급격히 나빠져사 상기 경수로 가열면의 국부온도는 크게 

증가하게 된다. 즉， 핵연료봉과 냉각수사이의 열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핵연료 

용융이나 연료봉이 국부적으로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자로 감시 장치는 핵연료 설제시 핵연료의 용융이나 연료봉 손상에 의한 

피해를 허용한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핵연료봉의 최대 선출력밀도(LPD Local Power 

Density)와 핵비등이탈CDNB Departure from Nucleate Boílíng)에 대한 제한치를 

설정하여 감시하여야 한다. 선출력말도 제한치는 핵연료 용융을 초래하는 연료봉의 

선출력밀도의 제한치로 정의되며 핵비등이탈 재한치는 핵비등이탈 현상이 발생하는 

연료봉의 핵비등이탈 열유속 또는 임계열유속(Critical Heat Flux)의 제한치로 정의된다. 

여기서， 상기 임계열유속은 주어진 국부노심조건을 이용하여 실험식에 의해 계산되며， 실제 

열유속에 대 한 비 율을 핵 비 퉁이 탈율(DNBR : DNB Ibtio)로 정 의 한다. 

영광 3，4호기의 시운전시험과 정상운잔 중 발생한 다수의 노심보호연산기 채빌 

트립 또는 원자로 정지원인은 제어봉위지 검출기와 제어봉연산기 간의 송/수신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2대의 채어봉연산기 (CEACl ， CEAC2) 중에 1 대의 

제어봉연산기에서 부품고장으로 인한 거짓신호가 발생하는 경우에 노심보호연산기 (CPC ， 

Core Protectíon Calculator) 채 널 트 립 또는 더 나아가서 CPC애 의 한 원자로정 지 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노섬보호계통(CPCS)은 4대의 노심보호연산기와 

2대의 제어봉연산기가 하드워l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1 대의 제어봉연산기 고장은 4대의 

노심보호연산기에 영향올 주어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를 발생시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공개특허 제2004-0099884호에서는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제어봉위치 

검출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간 열작보호기(ITOP， Integrated Thermal 

On -Iine)( 1), 유지보수시험대 (MTP ， Maintenance and Test Pane J) (2) , 운전원모률(OM ， 

Operator Modu]e)(3) , 맞 제 어 봉위 치 표시 장지 (CEAPD , CEA Positíon Dísplay)(4)로 

구성된 2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RSPT; 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 신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4 채널의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도1 참조) . 상기 설시간 열적보호기(1)는 노심보호연산기 (CPC)와 

제어봉연산기 (CEAC ， Control Element Assembly Calculator)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상기 핵비등이탈율CDNBR)과 선출력 밀도(LPD) 등의 주요 노심운전 인자들을 실시간으토 

계산하는 중앙처리장치 (CPU) ， 노섬유량과 노심훨랙 J:，-l.정 및 노심 핵비등이탈율 운전제한지 

감시 등 운전원 연계기능을 위한 계산윤 수행하는 과또연산장치모율， 계측기 압력신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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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주요 실시간 계산결과를 유지보수시험대 (2)와 운전원모율(3) 및 발전소 

경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공통 및 입출력모율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유지보수시험대 (2) 및 운전원모율(3)은 상기 통합형 실시간 

열적보호기(1)의 각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된 노심운전 정보를 인트라 채널네트워크를 

통해 전달 받아 운전원으로 하여금 노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치이다. 

또한， 상기 제어봉위치 표시장치는 상기 유지보수시험대 (2)로부터 전달 받은 제어봉위치 

정보를 제어봉의 노내 삽입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 정보로 운전원에게 표시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형 실시간 원자로 열적 보호시스템은 제어봉집합체(CEA) 

입출력 모율과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신호의 전송 체계가 복잡하여 기가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올 가진다. 그리고， 4개의 채널에서 2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 신호를 

선택논리에 의하여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 오류가 4개의 

채널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호체계의 완전한 독립성 결여로 인한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의 가능성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 또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에 사용되는 제어봉 

위치 정보에 대하여 목표제어봉 개념올 사용함으로써 도1의 CEA 세트 l(RSPT- l), CEA 
세트 2(RSPT-2)와는 별도로 목표 CEA 세트A(RSPTl)， 목표 CEA 세트 D(RSPT2)와 같이 

해당 사분변에 속한 제어봉 위치신호의 추가적인 전송을 필요로 함으로써 제어봉 위치신호 

전송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뢰성 및 안정성이 있고， 단순한 구조를 가진 원자로 차단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l 

본 발명의 목적은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구비함으로써 

독립적인 제어봉 위치신호를 4개의 채널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의 채널이 상호 영향올 받지 않고 신호 처리를 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보다 단순하게 노섬보호를 할 수 있는 4채널 재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빚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I발명의 구성 I 

상기한 목적올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4채널 제어봉집합체 워지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은，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개의 채널에서 독립적인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신호 사용이 가능토록 제어봉 위치를 검출하는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와 상기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로부터의 제어봉집합체 위치입력신호를 포함한 각 채널별 

계통입력신호를 전달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입력신호변환장치와 상기 

입력신호변환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디지럴 신호에 근거하여 핵비퉁이탈율 및 

선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심운전정보의 실시간 계산 결과값을 산출하는 제어장치와 상기 

제어장치로부터 산출된 상기 계산 결과값을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어장치는， 해당 채널에 속한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포함한 계통의 입력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노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중앙연산처리장치와 상기 입력신호 및 노심운전정보 계산 결과값을 

입출력하는 입출력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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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빌냉의 4채널 재어봉집합채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땅법은， 4개의 채빌에서 옥립적언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신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이용하여 제어봉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4 개의 제어봉위지 검출기로부터 각각 검출된 제어봉집합체 

위치입력신호를 포함한 각 채널별 계통입력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계통입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단지l 와 입력되는 상기 변환된 다지털 신호에 

근거하여 노심의 핵비등이탈율 및 선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심운전정보의 실시간 계산 

결과값을 산출하는 단체와 상기 산출된 계산 결과값을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 결과값이 정상 운전 범위를 위반한 경우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노심보호 시스템은 제어봉의 위치를 감지하여 안전계통에 위치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높은 정밀도와 신뢰도를 가지는 제어봉 위치지시기를 사용하고 았으며， 본 

발명의 출원인은 한국등록특허 제0600977호로 제어봉위치 검출기의 구조에 대해 등록올 

받은 바 있다. 

이하 도면올 참조하여 상기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적재시킨 본 발명의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4 채널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설치한 제어봉 집합체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변이다. 

상기 도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제어용집합체(10)는 개별적으로 4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 (RSPT-A ， RSPT-B , RSPT-C , RSPT-D)(20 ， 30 ，40 ， 50)를 구비함으로써 

채널 별로 독립적인 제어봉 위치신호를 검출하게 되며 이틀 신호 각각은 본 발명의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섬보호 시스템의 4개의 채널로 입력된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4 채널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이용한 노심보호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상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옹라인 노섬보호 시스템은 입력신호변환장치 (20) ， 제어장치 (30) ， 디스플레이장치(1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 본 발명의 4 채널 중 단일 채널(예를 들어 채널 A)에서의 구조 및 신호 처리 

방볍 만올 설명하며， 나머지 채널 들(채널 B, 채널 C, 및 채널 D)은 상기 단일 채널과 

통일한 구조 및 신호 처리 방법을 사용하므모 인하여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입력신호변환장치 (20)는 각 제어봉집합체 (0) 당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 (20 ， 30 ，40 ， 50)로부터의 계측된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선호 중에서 해당 채널에 속한 

위치 신호 및 기타 해당 채널별 계통입력신호를 전달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상기 입력신호변환장치 (20)는 아날로그 신호인 상기 재어봉집합체 

위치입력신호를 포함한 계통입력신호000 ，1 10)륜 전달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제어봉집합체 위치입력신호는 각 제어봉집합체(10) 당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 (20 ， 30 ，40 ， 50)에서 해당 채빌(채널 A, 치l 널 B, 채널 C. 채널 D)로 잔달되는 위치 

신호이다. 다시 말하면 본 발명의 4채널 재어봉잡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섬보호 

시스템의 채널 A의 경우 각 제어몽집합체 (0) 당 채널 A에 해당하는 제어봉위치 

검출기 (20)의 위치입력신호(100)는 독립적으로 채널 A의 입릭신호변환장치(1 20)에만 

전달된다. 상기 계통입력신호는 개별 재어봉집합제 위치신호， 냉각재유량， 노심입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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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출구온도， 계통압력， 및 노외핵계측기 신호를 포항한다. 

또한， 상기 입력신호변환장치(120)는 상기 디지털 신호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수행한다. 상기 타당성 검사는 미리 설정된 일정한 기준 내에 상기 디지털 신호가 

포함되는지를 판별하는 검사이다. 즉， 상기 압력신호변환장치(1 20)는 

중앙연산처리장치(130- 1)의 메모리(미도시)에 저장된 각 노섬보호 시스템에 따른 기준 

신호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의 변환 오류를 점겸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4 채널 제어봉집합체를 이용한 노심보호 시스템은 상기 개별 

제어봉집합체(1이 당 4개의 제어봉 위치 검출기 의 아날로그 신호(20 ， 30，40 ， 50)를 즉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중앙연산처리장치 내에서 신호를 

변환하는 노심보호 시스템 보다 신호 전송 체계가 간단하고 가기적인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이다. 

상기 제어장치(130)는 상기 입력신호변환장치 (20)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디지털 

신호에 근거하여 핵비등이탈율 및 선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심운전정보의 실시간 계산 

결과값을 산출한다. 다시 말하면， 본 발명의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의 채널 A의 경우 각 제어봉집합체(0) 당 채널 A에 해당하는 제어봉위치 

검출기 (20)의 입력신호변환장치 (20)의 디지털 신호는 독립적으로 채널 A의 

제어장치 (30)에만 전달된다. 

상기 디스플레이장치 (40)는 상기 제어장치 (30)로부터 전달 받은 노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장치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해당 채널(채널 A의 경우)에 속한 개별 제어봉집합체 위치 

신호(RSPT-A ， 20)를 포함한 아날로그 타입의 계통입력신호는 입력신호변환장치 (120)로 

전달되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상기 제어장치 (30)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전달받아 핵비등이탈율과 선출력밀도를 계산한다. 상기 계산값은 디스플레이장치로 

전달되어 디스플레이가 된다. 도4는 도3에 도시된 제어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상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제어장치(130)는 중앙연산처리장치(1 30- 1)와 

입출력장치(1 30-2)로 구성된다. 

상기 중앙연산처리장치 030- 1)는 입력되는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노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장치이다. 즉， 상기 중앙연산처리장치(1 30- 1)는 제어봉집합체 

위치압력신호를 포함한 계통입력신호(100 ，1 10)를 이용하여 핵비등이탈율과 선출력밀도 

동의 주요 노심운전 인자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상기 중앙연산처리장치(130- 1)는 상기 디지털 신호를 다른 신호 변환 

장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 받음으로써 노심보호 시스템의 신호 전송 체계를 단순화 

시킨다. 그리고， 상기 입출력장치 030-2)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입력 받아， 상기 

중앙연산처리장치(1 30- 1)에 전달한다. 그리고， 상기 중앙연산처리장치030-1)에서 

노섬운전정보 계산 결과값을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각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된 노심운전 정보는 인트라 채널 네트워크Ontra -ChanneI Network)를 

통해 전달 되어 운전원으로 하여금 노심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게 한다. 

도5는 도 4에 도시된 중앙연산처리장치의 각 채널별 노심보호 얄고리듬에 대한 

모둘별 연계도이다 

상기 도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중앙연산처리장치 030- 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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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유량계산모둘(COOLANT MODULE)03 1). 재 어 봉위 치 계산모률(CRPOS 

MODULE)032) , 운전변수계산모률(CHECK MODULE) (1 33) , 출력분포합성모뜰(POWER 

MODULE)034) , 임계열속계산모률(THERM MODULE)035) 및 트립모둘(TRIP 

MODULE)036)로 구성된다. 

상기 냉각재유량제산모둘(31)은 계측된 냉각재 펌프의 회전속도(또는 주파수， 

전류)를 이용-해 노섬유량을 재산하여 출력분포합성모둘(34)과 임계열속계산모율(35)로 

전송하고 운전변수계산모률(33)로부터 최소 핵비등이탈율 값을 입 력으로 받아 노섬유량 

변화에 따른 보정계산을 수행하여 트립모률(36)로 수정된 최소 핵비등이탈율 값을 

전송한다. 

재어봉위치계산모율(32)은 개별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CEA Position) 신호를 

처리하여 위치편차에 따른 핵비등이탈율과 선출력밀도 페널티계수를 계산하여 

운전변수계산모율(33)로 전달하고 채어봉위치 정보를 원자로 줄력분포합성모률(34)로 

전달한다. 즉， 상기 제어봉위치계산모율(32)은 개별 제어봉집합체(0) 당4 개의 제어봉 

위치 검출기 (20 ， 30 ，40 ， 50)로부터 계측된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신호 중에서 해당 채널에 

속한 신호를 이용， 페널티계수와 제아봉집합체의 위치정보(삽입 또는 인출 정도)를 

계산하며 이를 운전변수계산모률(33)과 출력분포합성모율(34)로 각각 전달한다 

운전변수계산모율(33)은 다양한 계측기 압력신호와 노심출력분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노심출력을 계산하고 수시로 변하는 원자로의 운전조건을 반영하여 

핵비등이탈율과 선출력밀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냉각재유량계산모율(13 1)과 

트립모률(36)로 전송한다. 

출력분포합성모둘(34)은 냉각재유량계산모률(31)에서 계산된 노섬유량， 

제어봉위치계산모율(32)에서 계산된 제어봉집합체의 위치정보， 운전변수계산모율(33)에서 

전달된 노외핵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노성의 축방향출력분포를 실시간으로 합성하고 이를 

임계열속계산모률(35)과 운전변수계산모율(33)로 전달하여 핵비등이달울과 선출력밀도 

계산을 수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기 출력분포합성모율(1 34)은 해당 채빌의 제어봉위치계산모율(32)에서 

계산된 제어봉집합재의 위치 값을 사용하므로 종래의 기술과 같이 목표 제어봉 값 계산을 

위한 별도의 제어봉 위치신호를 필요치 않는다. 

임계열속계산모률(135)은 냉각재유량계산모율(3 1) 01]서 계산된 노심유량과 

출력분포합성모율(34)에서 합성된 축방향출력분포를 이용하여 상세 핵비등이탈울의 

계산을 수행하고 이 값을 운전변수계산모율(33)로 전송한다. 

트립모율(36)은 냉각재유량계산모율(31)과 운전변수계산모률로부터 전송 받은 

핵비둥이탈율과 선출력밀도 값과 기 설정된 안전 제한치와 비교를 통하여 원자로 정지신호 

및 보조 정지신호의 발생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도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4채널 제아몽집합처l 위치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방법은 4개의 채널에서 독립적인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신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제어봉집합채 당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이용하여 제어봉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로부터 각각 검출된 재이용집합체 

위지입력신호를 포함한 각 채널별 계통입력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제통입릭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입력되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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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노심의 핵비등이탈율 및 선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심운전정보의 실시간 계산 

결과값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산출된 계산 결과값을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 결과값이 정상 운전 범위를 위반한 경우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로 나궐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계통입력신호에는 개별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 냉각재유량， 

노심입구온도， 노심출구온도， 계통압력， 및 노외핵계측기 신호가 포함되어 디지털 신호로 

변환 되는 단계가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리고， 계통입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디지털 신호가 미라 설정된 일정한 기준 내에 포함되는지를 검사하여 

타당한 신호 만을 전달하는 타당성 검사 단계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 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l 

이상과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4채널 제어봉집합체를 이용한 노심보호 시스템은，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구비함으로써 독립적인 4개의 제어봉 

위치신호를 검출하여 안정적으로 원자로의 노심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입력신호변환장치가 단일 채널의 제어몽위치 검출기의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여기에 타당성 검사까지 수행할 수 있어 선호 처리가 단순해 진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 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 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I특허청구범위 l 

I청구항1 】 

노심보호연산기와 제어봉연산기의 기능올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하여 

핵비등이탈율CDNBR)과 선출력밀도(LPD)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정상 운전 범위를 위반한 

경우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커는 노심보호시스템에 있어서，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개의 채널에서 독립적인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신호 사용이 

가능토록 제어봉 위치를 검출하는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와; 

상기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로부터의 제어봉집합체 위치입력신호를 포함한 각 

채널별 계통입력신호를 전달 받아 디지헐 신호로 변환하는 입력신호변환장치와; 

상기 입력신호변환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디지털 신호에 근거하여 핵비등이탈율 

및 선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섬운전정보의 실시간 계산 결과값을 산출하는 제어장치와; 

상기 제어장치로부터 산출된 상기 계산 결과값을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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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정으로 하는 4채널 재어봉집합채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정구항2] 

제 1항애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입력신호변환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중앙연산처리장치와; 

신호에 큰거하여 상기 노심운전 정보를 

상기 업력신호 및 노심운전정보 계산 결과값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입출력장치;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정으로 하는 4채널 제어봉집합제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사스템. 

[청구항3] 

제 l항에 있아서， 

상기 계통입력신호는， 

제어봉집합체 위치입력신호， 냉각재유량， 노심입구온도， 노심출구온도， 계통압력， 빚 

노외핵계측기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정으로 하는 4채널 제어봉집합처l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I 청구항4] 

지112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연산처리장치는， 

노섬유량을 제산하여 출력분포합성모율과 임계열속계산모률로 전송하고 

운전변수계산모율로부터 최소 핵비등이탈율 값을 입력으로 받아 보정계산을 수행하여 

트립모율CTRIP)로 수정된 최소 핵비등이탈율 값을 전송하는 냉각재유량제산모율과; 

개별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신호를 처리하여 위치편차에 따른 핵비등이탈율 및 

선출력밀도 페널티계수를 계산하여 운전변수계산모율(CHECK)로 전달하고 제어봉집합체의 

삽입 또는 인출 위치를 출력분포합성모률CPOWER)로 전달하는 제어봉위치계산모률과; 

계측기 압력신호와 노심출력분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노심출력을 계산하고 

수시로 변하는 원자로의 운전조건을 반영하여 핵비등이탈율 및 선출력밀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냉각재유량계산모율(COOLANT)과 트립모둘CTRIP)로 전달하는 

운전변수계산모률과; 

냉각재유량계산모율(COOLANT)에서 계산된 노섬유량과 제어봉위치계산모율 

(CRPOS)에서 계산된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그라고 운전변수계산모률(CHECK)에서 전달된 

노외핵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노섬의 축방향출력분포를 실시간으로 합성하고 이를 

임계열속채산모율(THERM)과 운전변수계산모률(CHECK)로 전달하여 핵비등이탈율 및 

선출력밀도 계산을 수행하록 하는 출력분포합성모플과， 

냉각재유량계산모율CCOOLANT)에서 계산된 노섬유량과 

(POWER)에서 합성된 축방향출력분포를 이용하여 상세 핵비등이탈율 

값을 운잔변수계산모될(CHECK)로 전송하는 임계열속게산모플과; 

출력분포합성모률 

제산을 수행하고 이 

냉 각재유량7cll산모률(COOLANT)과 운전 띤수계산모늄(CHECK)로부터 전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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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기 설정된 안전 제한치와의 

결정하는 트립모율; 

비교를 통하여 원자로 핵비등이탈율 및 선출력빌도 

정지신호 맞 보조 정지신호의 

을 포함하는 것을 

발생여부를 

특정으로 하는 4채덜 제어봉집합체 위지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섬보호 시스템. 

I청구항5] 

노심보호연산기와 제어봉연산기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하여 핵비등이탈율 

(DNBR)과 선출력밀도(LPD)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정상 운전 범위를 위반한 경우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커는 노심보호방법에 있어서， 

4개의 채널에서 독립적인 제어봉집합체의 위지 신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제어봉집합체 당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를 이용하여 제어봉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4 개의 제어봉위치 검출기로부터 각각 검출된 제어봉집합체 위치입력신호를 

포함한 각 채널별 계통입력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계통입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입력되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선호에 근거하여 노심의 핵비퉁이탈율 및 선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심운전정보의 실시간 계산 결과값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산출된 계산 결과값을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 결과값이 정상 운전 범위를 위반한 경우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카는 

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정으로 하는 4채널 제어봉집합채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방법. 

I 청구항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계통입력신호는， 개별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 냉각재유량， 노심입구온도， 

노심출구온도， 계통압력， 및 노외핵계측기 신호를 포항하는 것을 특정으로 하는 4채널 

제어봉집합채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섬보호 방법. 

I 청구항7] 

제 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계통입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신호가 미리 설정된 일정한 기준 내에 

신호 만을 전달하는 타당성 검사 단계가 더 추가되는 

제어봉집합제 위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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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제어옹집흡얘| 당 4개의 채널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 

으로 제어옹 위치를 검출하는 4 개의 제어옹위치 검출기 
를미용하여 제어몽뭐치를검출하는단계 

4 개의 제어몽워치 검출기로부터 각각 검출된 제어몽 
집합체 뭐치입력신호를 포함한 각 채널별 계통입력신호 

를 썽성하는단계 

생성된 계통입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근거하여 노심의 핵비등이탈률 및 
선출력밀도 인자를 포함한 노심운전정보의 실시간 계산 
결과값을산출하는단계 

산출된계산결과값을전달받마실시간으로디스플레이 
하는단계 

계산결과값이 정상운전 범뭐를뭐반한경우원자로정지 

신호를발샘시키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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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l reactor development program , a new core protection method with 4-channel 
CEA positions was applied to the domestic commercial plants and its feasibility was 
evaluatecl. 

To achieve above objec t. state-of-the-art related to core protection system was 
analyzed as followings: 

)- -、 ‘、
Unusual CPC operating experience in Korea 
Evaluate the proposals of CPC improvement suggested by CPC Task Force Team 
Review the conventional CPC used in Yonggwang and Ulchin plants 
Review the Common-Q CPC to be implemented in Shin-Kori Units 1 & 2 
Evaluate the SENTINEL core protection system in US and COPS core protection 
system in Germany 
Examine the applied patents in Korea , US and Japan 

• Analyze the copyright for computer programs used in core protection system 
design and Iicense agreement for PWR technology between Westinghouse and 
Korea. 

In addition , study for the formation of system. design requirement. algorithm 
improvement and enhancement of operator interface was performed to apply the 
newly suggested core protection me thod to the commercial plants. By adopting this 
method. it is expected that unnecessary channel or reactor trips will be decreasecl 
considerably 

Although change of system inclucling CEA must be se t forth as a prerequisite to 
apply this method to the domestic commercial plants as we ll as scheduled plants. 
thi s study suggests the strategy and cl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core 
protection system in c1 omestic. This study . moreover. will provide the valuable 
in[ormation as a basic data in es tablishing the detailed cl evelopment plan for the 
advanced core protec tion syste m in the future. 

Subject Keyworcl Core Protection System. CPC. S1\IART. OPR-IOOO. CEA , 

Cabout 10 worcls) Channel Trip. Reactor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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