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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 및 체계수립 

 

Ⅱ. 연구개발의 목적 

 

안전등급용 PC 및 LCD는 신고리 3,4호기 이후의 발전소 보호계통 등에서 

요구한다. 상용 PC 및 LCD를 원전 안전등급 PC 및 LCD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용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상용인증의 일환으로 

상용인증할 PC 및 LCD에 대한 기기검증 및 제작사에 대한 품질보증체계 

검토 및 개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EQ)에 대하여 다음을 수행하였다. 

�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EQ) 시험계획 수립 

� 기기검증 및 기능/성능 시험용 컴퓨터 제작 

� 기기검증 시험을 위한 치구(fixture)제작 

� 기기검증 시험수행 및 보고서작성 

� 안전등급 컴퓨터 신뢰도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또한,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품질보증체계 검토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였다. 

� 안전등급 컴퓨터 이력데이터 확보 및 문서화 

� 원자력 품질보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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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을 수행한 결과, 선정한 군용 PC 및 LCD는 

원전용 제어기기에게 요구되는 시험환경을 적용한 내환경 시험, 내지진 

시험, EMI 시험 등을 모두 통과하였다.  

또한 제작사가 보유한 ISO 9001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상용 

품질보증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제품 이력시간을 수집하였다. 이력시간은 

원전 수명기간이상을 확보하여 상용인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가능하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군용으로 개발되고 활용하고 있는 Rugged 컴퓨터를 필요한 상용인증 

절차에 따라 입증 후 원전 안전등급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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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quipment Qualification and Environment Establishment for COTS 

Dedication of Safety Grade PC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afety grade PCs are required for protection systems of SKN 3&4 

nuclear power plant and subsequent plants. Commercial grade item (CGI) 

dedication should be carried out to utilize a commercial PC as a safety 

grade PC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project is aimed to perform the 

equipment qualification of the commercial PC, and review and improve 

the quality system of the PC supplier.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Activities for the equipment qualification (EQ) of the commercial PC are 

as followings: 

� Planning EQ for the CGI dedication 

� Preparing PCs for EQ and function tests 

� Developing a fixture for EQ 

� Performing EQ and reporting 

� Reliability analysis and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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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for the review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system of the 

PC supplier are as followings: 

� Gathering historic data and documentation 

� Establishment of a nuclear quality assurance system 

 

Ⅳ. Result of Project 

 

As a result of the EQ for the CGI dedication, selected military PCs have 

passed the environment test, the seismic test, and the EMI test required 

for the digital controllers of nuclear plants. 

In addition, a walk-through of the quality system of the PC supplier, ISO 

9001, was carried out and the quality system was improved. History data 

for the PC was gathered. As the analysis of the history data showed that 

operating experience time of the PC is longer than the plant life time, the 

history data could be used as an evidence of acceptanc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After dedicated according to the CGI dedication process, military rugged 

PCs could be used for safety grade 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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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안전계통 및 컴퓨터 
 

APR1400의 주요 안전계통은 RPS, ESF-CCS, RCOPS 등의 보호계통이다. 

이들 보호계통은 PLC와 같은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다수 사용하여 제작한다. 

원전 보호계통에 사용하는 PLC와 같은 제어기기는 원자력분야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므로,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KNICS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APR1400용 보호계통인 IDiPS RPS와 IDiPS 

ESF-CCS는 계통의 상태감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캐비닛운전원모듈(COM, 

cabinet operator module)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RCOPS도 동일한 기능의 

설비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COM은 보호계통의 한 채널당 하나씩 설치되며, 

LCD와 PC로 구성되어 있다. 

IDiPS RPS와 IDiPS ESF-CCS에서COM의 소프트웨어는 

안전관련(Safety-related, important to safety) 등급으로 하였으나, 하드웨어는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신울진 1,2호기에서는 RPS, ESF-CCS, RCOPS 등에 사용되는 

COM은 안전등급 기기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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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용인증 
 

상용인증은 일반규격품(CGI, Commercial Grade Item)을 적절한 절차에 

의해 안전등급 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짧은 시간내에 COM에 

활용할 안전등급 기기를 확보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상용인증이다. 

상용 PC 및 LCD 제품을 신울진 1,2호기 RPS, ESF-CCS, RCOPS 등의 

COM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인증하는 것이 모과제의 목표이다. 상용인증하는 

PC 및 LCD 제품은 안전계통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디지털화되는 원전 제어실에는 안전등급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많다. 

QIAS-P, 소프트제어기(SC, soft controller) 등은 안전등급 PC와 LCD를 

요구한다. 상용인증하는 PC 및 LCD가 디지털화된 제어실에서 요구하는 

안전등급 컴퓨터로도 활용가능하도록 한다. 

 

상용인증(dedication)은 원전 사업자나 기기 공급자 등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상용인증이 시장(market)에서 구할 수 있는 많은 제품중에서 

원하는 사양을 만족하는 품목을 평가를 통해 확보하는 구매활동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구매 활동은 주로 운영자나 기기 공급자가 수행하기 

떄문이다. 

원전 운영자나 기기 공급자가 아닌 제 3의 기관이 상용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제 3의 기관이 상용인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인 수요자인 원전 

운영자나 기기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상용인증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이다.  

원전 사업자나 기기 공급자가 큰 노력없이 상용인증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본 과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용인증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을 수행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 

상용인증의 우선적인 대상은 안전계통 캐비닛에 장착되는 COM으로서 PC 

및 LCD이다. 또한 제어실의 안전제어반(Safety Console)과 운전원 

워크스테이션에서 필요로하는 PC 및 LCD를 고려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상용인증하는 PC 및 LCD는 특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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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품목(specific application)이 아닌 범용 품목(generic application)이다. 범용 

품목으로 상용인증하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인 사용환경을 만족하도록 

필수특성을 선택한다. 

상용인증하는 PC는 보호계통 COM, SC, 안전제어반 등에서 요구하는 

PC의 기능 및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한다.  

디지털화된 제어실에서 요구하는 안전등급 LCD는 계통 및 장소에 따라 

크기가 상이하다. 그러나 LCD 판넬과 관련된 특성(예를 들면, 해상도, 크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요구하는 LCD 성능 및 기능을 만족하는 동일한 

모듈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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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목적 및 범위 
 

모과제의 상용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 

위탁과제의 목적이다.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EQ)에 대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EQ) 시험계획 수립 

� 기기검증 및 기능/성능 시험용 컴퓨터 제작 

� 기기검증 시험을 위한 치구(fixture)제작 

� 기기검증 시험수행 및 보고서작성 

� 안전등급 컴퓨터 신뢰도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또한,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품질보증체계 검토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안전등급 컴퓨터 이력데이터 확보 및 문서화 

� 원자력 품질보증체계 구축 

 

본 과제는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주)엘림시스가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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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안전등급 컴퓨터는 원자력발전소용으로 개발된 제품이 없다. 국내 원전의 

경우 안전등급 컴퓨터는 울진 5,6호기 디지털원자로보호계통(DPPS)에 사용된 

것이 처음이다. 그 후 후속호기인 신고리 3,4호기부터는 보호계통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안전등급 요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전기준의 안전등급 컴퓨터는 아직 개발된 바 없기에, 안전등급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용인증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울진 5,6호기 디지털원자로보호계통에 사용된 안전등급 컴퓨터의 경우 

미국의 Westinghouse(예전의 ABB-CE)에서 공급하였다. 공급된 제품은 

Xycom사의 15인치 LCD(터치기능 포함)를 가진 일체형 PC이다. 

Westinghouse는 이 제품을 상용인증을 통해 안전등급으로 인증받아 국내에 

공급한 것이다. 

KNICS 과제에서는 IDiPS RPS와 ESF-CCS를 위한 COM을 설계할 

당시에, COM의 등급을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안전등급 컴퓨터로 

COM를 제작할 필요가 없었으나, 신울진 1,2호기 부터는 IDiPS 안전계통에 대한 

COM이 모두 안전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따라서 안전등급 컴퓨터를 사용하여 

COM을 제작하여야만 한다. 아직까지는 국내외에 안전등급 컴퓨터를 제작, 

공급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원전의 규제요건에 따른 상용인증을 통해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드웨어의 상용인증은 엄격한 기기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기검증은 내환경 시험, 내지진 시험, 전자파 시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설계시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제품을 

선정하여 상용인증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모과제에서는 군용으로 제작된 PC 및 LCD를 상용인증할 제품으로 

선정하여 기기검증의 통과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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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CGI 
 

CGI로 확보할 품목은 안전계통의 COM, SC, 그리고 안전제어반 등에 

사용되는 PC 및 LCD이다. 

PC는 소정의 통신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전달, 그리고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동일한 제품의 PC을 대상 계통에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또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장점있으므로, 한 제품의 PC를 상용인증한다. 따라서 PC는 

범용품목이다. 

LCD는 PC가 사용자(운전원이나 시험요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표시장치이며, 또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들이는 터치스크린 

기능을 제공한다. 

각 계통에서 요구하는 LCD는 크기와 해상도가 상이하다.  

(1) RPS/ESF-CCS/RCOPS : 17인치, 1280x1024 

(2) PPS/RCOPS OM: 12.1인치, 1024x768 

(3) SC: 6.4인치, 800x600 

(4) QIAS-P 등: 19인치, 1280x1024 

그러나 LCD의 밝기, 내환경 요건 등과 같은 특성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차이가 없다. 

국내외 업체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등을 통해 후보제품을 선정한 후, 

사양서 및 태도 평가를 통해 ㈜엘림시스의 다음과 같은 모델을 상용인증할 PC 

및 LCD로 선정하였다. 

(1) PC본체 모델: ELMR02 

(2) 17인치 LCD 모델: ELM170M02 

(3) 19인치 LCD 모델: ELM190M02 

(4) 12.1 인치 LCD 모델: ELM121M02 

(5) 6.4인치 LCD 모델: ELM064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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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기검증의 수행 
 

기기검증은 다음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음.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기성능점검 단계부터 각 단계별로 시스템의 성능을 

점검하였다. 

 

 

 

 

1.1.1.1.    노화분석노화분석노화분석노화분석        

 

원자력발전소의 수명기간(40년)과 비교하여 금속재질의 노화현상은 

무시될 수 있지만, 비금속재질의 노화현상은 현저하므로 방사선 및 열적 

노화해석과 시험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험품을 구성하는 구성부품들의 각 재질에 대하여 열적 노화분석 및 방사선 

노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노화해석의 기본 자료가 되는 사용조건에 대해서는 약성 

환경조건(Mild Environment)을 모델로 정하였으며 사용조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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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상조건 

온도 
최저 16 °C 

최고 40 °C 

상대습도 
최저 40 %RH 

최고 95%RH 

압력  대기압 

방사선 ≤ 10 Gy (1,000 rads) 

사용기간 40 년 

 

분석된 검증수명은 실 가동 최고온도 섭씨48℃(40℃+Heat Rise 8℃)에서 

모든 집합체에서 최소 검증수명이 40년 이상으로 희망수명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는 보수적으로 교체주기를 5년으로 

제시하기위해서 5년에 해당하는 노화시험(노화처리 포함)을 실시하였다. 

 

2222. . . . 육안검사육안검사육안검사육안검사     

 

노화시험후 노화된 부품을 기기에 적용하고 육안검사를 실시함. 육안검사 

결과 시험품의 구성부품이 설계서와 동일하게 제작되었고, 외형에 있어서 손상된 

곳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333. . . . 초기초기초기초기    성능점검성능점검성능점검성능점검    결과결과결과결과     

 

시험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절차서(RNV-PCD-QTP101)”의 절차에 따라서 성능을 점검한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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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 . . 번인시험번인시험번인시험번인시험     

 

초기 고장을 제거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정하게 동작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절차서(RNV-PCD-QTP101)”의 번인시험 

절차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5555. . . . 내환경시험내환경시험내환경시험내환경시험     

 

초기성능점검 및 번인시험은 상온에서 실시하나, 내환경시험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항온항습기에 설치한 후 실시하였다. 시험품이 명시된 비정상 사용 

온도/습도 조건 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내환경 

시험은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절차서(RNV-PCD-QTP101)”을 참조 하여 

시험하였다. 

 

 

내환경시험 결과, 모든 온습도 조건하에서 PC 및 LCD의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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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 . . 전자파전자파전자파전자파(EMC) (EMC) (EMC) (EMC) 시험시험시험시험    결과결과결과결과     

 

시험품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상설비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가 다른 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절차서(RNV-PCD-QTP101)”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3개 항목의 전자파시험을 수행하였다. 

▪전자파 장해시험 (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Test) 

① 전도성 방사 CE101(30 Hz ~ 10 kHz) 

② 전도성 방사 CE102(10 kHz ~ 2 MHz) 

③ 자기장 방사 RE101(30 Hz ~ 100 kHz) 

④ 전기장 방사 RE102(2 MHz ~ 10 GHz) 

▪전자파 내성시험 (EMS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Test) 

① 저주파 전도 내성: CS101 (30 Hz ～ 150 kHz) 

② 고주파 전도 내성: CS114 (10 kHz ～ 30 MHz) 

③ Bulk Cable Injection 전도 내성: CS115 

④ Damped Sinusoidal Transients 전도 내성: CS116 (10 kHz ~ 100 

MHz) 

⑤ 복사 자기장에 대한 내성: RS101 (30 Hz ～ 100 kHz) 

⑥ 복사 전기장에 대한 내성: RS103 (30 MHz ～ 10 GHz) 

⑦ 서지에 대한 내성 

⑧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에 대한 내성: EFT/Burst 

⑨ 정전기 방전에대한 내성:ESD 

전자파 시험을 수행한 결과, PC 및 LCD가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7777. . . . 내진내진내진내진    시험시험시험시험    결과결과결과결과     

 

시험품이 지진이 발생하여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절차서(RNV-PCD-QTP101)”의 절차에 따라서 

내진시험을 수행한 결과 OBE시험 5회, SSE 시험 1회에서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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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내진시험을 수행한 결과 구조적 건전성(structural Integrity) 및 

기능성(Functional Operability)이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하였다. 

 

8888. . . . 최종최종최종최종    성능점검성능점검성능점검성능점검    결과결과결과결과     

 

기기검증 시험 종료 후 최종적으로 시험품이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절차서(RNV-PCD-QTP101)”의 

절차에 따라서 최종 성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PC 및 LCD에 대한 기기검증의 결과를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보고서(RNV-PCD-QTR101)"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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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뢰도 분석 
 

1. FMEA1. FMEA1. FMEA1. FMEA    

 

하드웨어적인 고장에 의한 안전기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FMEA를 수행하였다. FMEA를 통해 안전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고장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인하였다.  

 

2. 2. 2. 2. 평균수명평균수명평균수명평균수명    분석분석분석분석    

 

PC 및 LCD의 고장률 및 평균수명을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PC는 

44,742시간, LCD는 57,931시간(12.1인치, 17인치, 19인치)과 

60,251시간(6.4인치)의 수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PC 및 LCD는 5년 이상의 장수명을 보장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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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품질보증시스템 검토 및 개선 
 

(주)엘림시스는 ISO 9001 인증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의한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분야의 품질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품질시스템에 대한 실사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도로 수행하였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반영여부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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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이력데이터 확보 및 분석 
 

(주)엘림시스는 PC 및 LCD를 생산하여 군 무기체계에 공급해왔다. 

상용인증하려는 PC 및 LCD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운용되어 왔는 지를 제품의 

신뢰성을 평가에 포함하고자 이력시간을 평가하였다.  

이력시간은 공급되어 운용된 사용시간을 먼저 수집하고, 각 제품이 

상용인증하려는 PC 및 LCD와 어느정도 유사한 지를 평가(유사성 평가)하여 

이를 사용시간에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이력시간을 산출한 결과 PC는 약 36만 시간, LCD는 약 192만 시간의 

이력시간을 인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통상 원전 수명인 40년(350,400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용인증하려는 (주)엘림시스의 PC 및 LCD는 

충분한 이력시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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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과제에서는 모과제에서 위탁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엘림시스 PC 및 LCD의 상용인증에 지원하였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EQ) 

�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EQ) 시험계획 수립 

� 성능검증계획서를 검토하고 절차서 작성함 

� 기기검증 및 기능/성능 시험용 컴퓨터 제작 

� PC 1종 및 LCD 4종을 제작함 

� 기기검증 시험을 위한 치구(fixture)제작 

� 내지진시험을 위한 치구를 자체 개발함 

� 기기검증 시험수행 및 보고서작성 

� 기기검증을 주도하고 보고서 작성을 지원함 

� 안전등급 컴퓨터 신뢰도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FMEA를 자체 수행하고 인증기관의 검토를 받음 

� 수명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을 지원함 

�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품질보증체계 검토 및 개선 

� 안전등급 컴퓨터 이력데이터 확보 및 문서화 

� 이력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사성 평가를 수행함 

� 원자력 품질보증체계 구축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실사를 받고 체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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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결과물은 모과제의 상용인증보고서(RNV-PCD-RR103) 및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작성의 입력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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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PC 및 LCD의 기기검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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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PC 신뢰도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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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용 PC 및 LCD는 신고리 3.4호기 이후의 발전소 보호계통 등에서 요구한다. 상

용 PC 및 LCD를 원전 안전등급 PC 및 LCD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용인증을 수행하여

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상용인증의 일환으로 상용인증할 PC 및 LCD에 대한 기기검증

및 제작사에 대한 품질보증체계 검토 및 개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용인증을 위

한 기기검증을 수행한 결과， 선정한 군용 PC 및 LCD는 원전용 제어기기에게 요구되는

시험환경을 적용한 내환경 시험， 내지진 시험， EMI 시험 등을 모두 통과하였다.

또한 제작사가 보유한 ISO 9001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상용 품질보증체계를 보다 강

화하고， 제품 이력시간을 수집하였다. 이력시간은 원전 수명기간이상을 확보하여 상용인

증을 위 한 데 이 터로 활용가능하다. 군용으로 개발되고 활용하고 있는 Rugged 컴 퓨터를

필요한 상용인증 절차에 따라 엽증 후 원전 안전등급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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