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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1. 일반현황

사업명 원전기술혁신사업 기술분류

과제명(과제번호) 계측제어 안전계통 필수기술 개발 (2010161010001A)

주관기관

기관
(기업)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일 1959. 2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대표자
(기관장)

양 명 승 연락처 042-868-2000

홈페이지 http://www.kaeri.re.kr Fax 042-868-2702

기술개발
현황

세부책임자 이 동 영 연락처 042-868-2927

실무담당자 이 동 영
연락처
(e-mail)

042-868-2927
(dylee2@kaeri.re.kr)

위탁기관 (주)엘림시스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2,240,000 2,240,000

총개발
기간

2008. 9. 1 ~ 201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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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개요

연구내용 필요성 관련그림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

인증

∙대상(target): 주제어실(옆 그림) 및 안

전계통 캐비닛(아래그림)에 사용할 안

전등급 컴퓨터

∙국내 최초로 군수용 컴퓨터 및 실시간

운영체계(RTOS)를 원전요건에 따라

상용인증하여 신울진1,2 원전적용 추진

자동논리시험 원전적

용

∙KNICS에서 세계최초로 자동논리시험

채택하여 조건부 인허가획득

∙조건부현안을 해결하여 신울진1,2 후속

원전적용 추진

대용량 안전통신망

∙향후 통신용량 확장요구에 대비하여,

대용량(20Mbps) 안전통신망 개발

∙신울진1,2 후속원전 적용 추진

프로그래머블 논리소

자 원전적용

∙논리소자(CPLD/FPGA)의 원전적용에

대한 규제기준이 변화하여 발생한 규

제기관-사업자의 기술이견 해소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 및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Nu-Tech 2012)을

통해 원전 디지털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패키지를 국산화하여 신울

진1,2적용 예정임. 디지털 기술의 원전적용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요건

및 변화된 사업자의 기능/성능요건을 만족하는 틈새기술을 완성하여 MMIS 패키지의

원전적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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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결과 요약

키워드
실시간운영체계 및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안전등급 통신망,

자동논리시험,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핵심기술
국산화된 원전 디지털 MMIS 패키지를 신울진1,2 원전에 적용

할 때 예상되는 틈새기술 완성

최종목표

○ 계측제어 안전계통 국산화 및 독자 수출기반 확보를 위한 필

수기술 완성

-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 원전 대용량(최소 20Mbps 이상) 안전등급 통신망 개발

○ 신울진1,2 원전적용을 위한 현안기술 개발

- 자동논리시험 인허가현안 대책기술 개발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CPLD 및 FPGA) 원전적용기술개발

개발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 결과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대상(target): 주제어실 및 안전계통 캐비닛에 사용할
안전등급 컴퓨터

∙국내 최초로 군수용 컴퓨터 및 LCD 모니터를 원전
요건에 따라 상용인증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자동논리시험
원전적용

∙KNICS에서 채택한 자동논리시험에 대한 조건부 인
허가현안 해결

∙자동논리시험설계/시제품제작

대용량
안전통신망

∙대용량(20Mbps) 안전통신망 개발
- 대용량 통신 프로토콜 및 통신망 개발
- HW/SW 시제품 제작/구현
-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CPLD/FPGA
원전적용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CPLD/FPGA)를 원전에 적용
할 때 발생한 규제기관-사업자의 기술이견 해소

∙CPLD/FPGA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최적화 방법론
∙FPGA 기반 통신모듈 Case study 수행

품질보증(QA)
/형상관리
이행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계획서/절차서에 따른 이행

기술개발배경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 및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사업(Nu-Tech2012)을 통해 원전 디지털 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패키지를 국산화하여 신울진1,2적용 예정임.

KNICS 사업 수행기간 동안 강화된 규제요건 및 변화된 사업자

의 기능/성능요건을 만족하는 틈새기술을 완성하여 MMIS 패키

지의 원전적용을 지원함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 안전등급 컴퓨터 국내 최초로 상용인증

- KNICS 사업에서 제안한 자동논리시험 기능을 신규원전에 적

용 가능하도록 인허가현안 해결

- CPLD/FPGA 적용에 대한 규제기관-사업자의 기술이견 해소

적용분야
- 신규원전 뿐만 아니라 가동원전 설비교체에 적용 가능 기술임

- 신울진1,2 및 후속원전에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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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및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정
번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1 RNV-PCD-R
R101

안전등급 PC
중요특성 분석
보고서

00 09.04.08 이현철 박원만 필수기
술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
증

2
RNV-CMN-
SR10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설
계요건서

00 09.06.02 김동훈 박기용
필수기
술개발

대용량 통
신망 개발
및 검증

3
RNV-CMN-
SEP102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소
프트웨어 개발
계획서

00 09.06.05 박기용 김동훈
필수기
술개발

대용량 통
신망 개발
및 검증

4
RNV-CFP-D
G101

CPLD/FPGA
설계지침서 00 09.07.31 박기용 김동훈

필수기
술개발

CPLD/FP
GA

5 RNV-CFP-S
CG141

CPLD/FPGA
코딩지침서

00 09.07.31 박기용 김동훈 필수기
술개발

CPLD/FP
GA

6 RNV-PCD-R
R102

안전등급 PC
선정보고서

00 09.07.31 이현철 박원만 필수기
술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
증

7
RNV-CFP-S
DG131

CPLD/FPGA
설계명세 작성
지침서

00 09.08.07 오인석 김동훈
필수기
술개발

CPLD/FP
GA

8
RNV-CFP-S
RG121

CPLD/FPGA
요구사항명세
작성지침서

00 09.08.07 황인구 김동훈
필수기
술개발

CPLD/FP
GA

9 RNV-CMN-I
R10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연
계사양서

00 09.08.11 김동훈 박기용 필수기
술개발

대용량 통
신망 개발
및 검증

10
RNV-CMN-
DS10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설
계사양서

00 09.08.12 박기용 김동훈
필수기
술개발

대용량 통
신망 개발
및 검증

11
RNV-PTA-
RR101

주기기능시험
자동화 인허가
대책보고서

00 09.08.12 허섭 박재창
필수기
술개발

주기시험
자동화

12 RNV-PCD-S
EP101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계획
서

00 09.08.13 박원만 이현철 필수기
술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
증

13 RNV-CMN-
DS102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프
로토콜 명세서

00 09.08.14 김동훈 박기용 필수기
술개발

대용량 통
신망 개발
및 검증

14
RNV-PTA-
RR102

주기기능시험
자동화 적합성
평가보고서

00 09.08.14 허섭 김정택
필수기
술개발

주기시험
자동화

15 RNV-CMN- 대용량 원전 안 00 10.01.19 김동훈 박재창 필수기 대용량 통

국산화된 원전 디지털 MMIS 패키지를 신울진1,2 원전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틈새기술 완성하므로 국내 산업체가 독자적으로 국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해외시장에 진출이 가능함. 다음과 같은 설계문서,

특허, 실용신안, 논문 발표 등의 실적을 생산하였음

- 설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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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정
번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SRS121

전통신망
(B-NSDN) 소
프트웨어 요구
사항명세서

술개발
신망 개발
및 검증

16
RNV-CFP-S
RS12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스
위칭 모듈
(DMS5012C)
FPGA 로직 요
구사항명세서

00 10.01.20 황인구 김동훈
필수기
술개발

CPLD/FP
GA

17
RNV-PCD-
QTP101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절차
서

00 10.01.25 이현철 박원만
필수기
술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
증

18 RNV-CFP-S
DS13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스
위칭 모듈
(DMS5012C)
FPGA 로직 설
계명세서

00 10.03.06 박재창 김동훈 필수기
술개발

CPLD/FP
GA

19
RNV-CFP-S
TG15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스
위칭모듈
(DMS5012C)
FPGA 로직 통
합시험계획서

00 10.03.10 최종균 차경호
필수기
술개발

CPLD/FP
GA

20 RNV-CFP-S
CS14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스
위칭 모듈
(DMS5012C)
FPGA 로직 코
딩명세서

00 10.03.20 오인석 김동훈 필수기
술개발

CPLD/FP
GA

21
RNV-CMN-
SDS13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소
프트웨어 설계
명세서

00 10.04.30 김동훈 박재창
필수기
술개발

대용량 통
신망 개발
및 검증

22
RNV-CMN-
STR10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시
험계획서

00 10.05.07 손광섭 박기용
필수기
술개발

대용량 통
신망 개발
및 검증

23 RNV-CMN-
STP10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시
험절차서

00 10.05.18 손광섭 박기용 필수기
술개발

대용량 통
신망 개발
및 검증

24 RNV-CFP-S
TR15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스
위칭모듈
(DMS5012C)
FPGA 로직 통
합시험보고서

00 10.06.15 최종균 차경호 필수기
술개발

CPLD/FP
GA

25
RNV-CMN-
STR14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단
위모듈 시험보
고서

00 10.06.17 손광섭 박기용
필수기
술개발

대용량 통
신망 개발
및 검증

26
RNV-PCD-R
R102

안전등급 PC
선정보고서 01 10.07.16 이현철 박원만

필수기
술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
증

27 RNV-PTA- 주기기능시험 00 10.07.16 허섭 황인구 필수기 주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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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정
번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RR103
자동화설비 개
발보고서 술개발 자동화

28
RNV-PCD-R
R101

안전등급 PC
중요특성 분석
보고서

01 10.07.19 이현철 박원만
필수기
술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
증

29
RNV-PCD-S
EP101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계획
서

01 10.07.20 박원만 이현철
필수기
술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
증

30
RNV-PTA-
SVR122

주기시험 자동
화에 따른 신뢰
도/안전성 분석
보고서

00 10.08.03 허섭 황인구
필수기
술개발

주기시험
자동화

31
RNV-PCD-
QTR101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보고
서

00 10.08.15 이현철 박원만
필수기
술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
증

32 RNV-PCD-R
R103

안전등급 PC
상용인증보고서

00 10.08.20 이현철 박원만 필수기
술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
증

33 RNV-CMN-
STR161

대용량 원전 안
전통신망
(B-NSDN) 계
통시험 보고서

00 10.08.27 손광섭 박기용 필수기
술개발

대용량 통
신망 개발
및 검증

- 특허

번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등록번

호

발생

차수

1 발명특허

디지털 원자로 보호

계통의 자가 논리 시험

장치 및 방법

2009-07-28

(2009-0069515)
한국 1차년

2 발명특허
디지털 공학적

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2009-07-28

(2009-0069516)
한국 1차년

3 발명특허

Automated periodic

surveillance testing and

apparatus in 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2010-04-01
미국,

중국
2차년

4 발명특허

디지털 발전소보호계통의

주기적 건전성 시험의

자동화 방법 및 장치

2009-12-23

(2009-0129818)
한국 2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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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등록번호
발생

차수

1 프로그램

Switching Mac

Board의 송수신 H/W

제어 프로그램

2009-12

-15

2009-12-1

5
한국

2009-01-24

3-007347
2차년

2 프로그램

PLC와 광통신을 이용한

Switching Data

자동수신 프로그램

2009-12

-15

2009-12-1

5
한국

2009-01-24

3-007349
2차년

3 프로그램

PLC와 광통신을 이용한

Switching Data 자동

송신 프로그램

2009-12

-15

2009-12-1

5
한국

2009-01-24

3-007345
2차년

번

호

구분(논

문

게재 or

학회발표

)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

(국내,

국외)

SCI

여부

발생

차수

1 논문게재

원자력발전소

안전필수시스템

고장허용능력에 대한

자가진단기능 저하

영향분석

허섭 등
대한전기

학회지
2010-08 국내 x

2차년

2 논문게재

computational model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attention,

memory, and mental

models on situation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 operators

이현철

등

Reliability

engineerin

g ＆

system

safety

2009-08 국외 0 2차년

3 학회발표
CPLD/FPGA 국내외

기술기준 및 표준
최종균

한국원자

력학회
2009 국내 x 1차년

4 학회발표

Experiences of an

FPGA-based

Safety-critical System

Development for an

Application to Nucelar

Power Plants in Korea

최종균

1st

Workshop

on the

Applicatio

n of

FPGA in

NPP

2008 국외 x 1차년

5 학회발표

A New Automatic

Periodic Test Method

For The 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허섭 등
ANS

NPIC/HMI

-2009

2009-2-

9
국외 x 1차년

-프로그램등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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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회발표

Analysis of Critical

Characteristics for

Safety Graded

Personnel Computers in

the KNICS

Architecture

이현철

등

2009

한국원자

력학회

춘계학술

발표회

2009-05 국내 x 1차년

7 학회발표

A Review of

Quantitative Situation

Assessment Models for

Nuclear Power Plant

Operators

이현철

등

2009

한국원자

력학회

춘계학술

발표회

2009-05 국내 x 1차년

8 학회발표

Modeling of

Communication in a

Computational Situation

Assessment Model

이현철

등

2009

한국원자

력학회

춘계학술

발표회

2009-10 국내 x 2차년

9 학회발표

Situation Assessment

Model for Nuclear

Power Plant Operators

and Its Application

이현철

등

2010

American

Nuclear

Society

Meeting

2010-06 국외 x 2차년

경제적 성과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분야에 위탁기관으로 참여한 (주)엘림시스

는 신울진1,2 원전에 안전등급 컴퓨터 및 LCD의 공급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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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KNICS) 사업을 통해 국내 원전 적용뿐

만 아니라 수출 가능한 디지털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핵심계통을 국산화하였으며, 신울진1,2호기 적용 예정임.

KNICS 사업 수행기간 동안 강화된 규제요건 및 변화된 사업자의

기능/성능요건을 만족하는 틈새기술을 완성하여

- 계측제어 안전계통 국산화 및 독자 수출기반 확보를 위한 필

수기술 완성

- 신울진1,2 원전적용을 위한 현안 핵심기술 개발

기대효과

○ APR1400 및 OPR1000 원전의 해외수출시 I&C 계통을 구성하는

핵심기술로서 활용 가능함

○ 신울진1,2 및 후속원전에 국산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적용시 핵심

기술로서 활용 가능함

6. 해당기술, 제품의 시장 현황

국내시장

-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국내

에 10여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예정임. 또한 현재 국내에 20기

의 가동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20년 마다 가동원전 MMIS

계통을 교체할 경우 매년 1호기 정도의 설비교체가 필요함

- MMIS 패키지의 공급가격이 원전 1호기당 약 1300억원 정도임

- 그러므로 매년 1.5기의 국내 신규건설 및 가동원전 설비교체를

예상할 때, 평균 1,950억원의 수입대체효과 발생

해외시장

- 세계적으로 신규 건설되는 원전에는 디지털 MMIS 패키지가

적용되고 있으며, 가동원전의 노후화된 아날로그 설비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교체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 영향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 세계에서 향후 20년

내에 300여기 원전이 건설예정임

-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약 400여기의 원전이 운전되고 있으므로,

20년 마다 안전계통을 교체할 경우 매년 20여기의 설비교체가

필요함

-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매년 35기의 신규건설 및 가동원전 설비

교체를 예상할 때, 제어기기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약 45,500억원

의 시장규모를 예상할 수 있음

5.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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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상용인증 컴퓨터 설치대상 주제어실

기기검증을 위한 상용인증 

컴퓨터 6.4”와 17“ LCD와 

PC 장착장면 

기기검증을 위한 상용인증 

컴퓨터 19“와 12.1” LCD 

장착장면 

7.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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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논리시험 원전적용

자동논리시험 적용대상 보호계통

자동논리시험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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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용량 안전통신망

대용량 안전통신망 구조도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계통 시험 환경



- 15 -

대용량 안전통신망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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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계통에는 아날로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건설된 발전소에 비

로소 디지털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울진5,6 원전에 처음으로

웨스팅하우스(WEC)가 공급한 디지털 안전계통이 설치되었으며, 원전계측제어시

스템개발(KNICS) 사업 및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Nu-Tech 2012)을 통해 디지

털 MMIS 패키지 전체를 국산화하여 신규원전(신울진1,2)에 적용 예정이다.

디지털 시스템의 원전 적용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기관의 인허가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성능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강화되

는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 (상용인증)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 및 안전계통 캐비닛에는 컴퓨터가 설

치되어 있음. 안전계통 캐비닛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주기시험을 위해 설

치된 현장컴퓨터는 그동안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되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할 신고리3,4 원전에는 안전등급으로 상향 설계됨. 이 현장컴퓨터는 안

전등급 모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향후 규제기관은 신울진1,2 원전도 안전

등급으로 설계등급을 높이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그동안 웨스팅하우스

는 현장컴퓨터 및 실시간운영체계(RTOS)인 QNX4.25를 상용인증(COTS

Dedication)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웨스팅하우스를 배제하고 국내

기술로서 신울진1,2를 독자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장컴퓨터 및 이에 사용된

RTOS에 대한 상용인증이 필수적임.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은 본 세부

과제에서 수행하고 RTOS의 상용인증은 세부과제 2에서 수행함)

• (대용량 통신망) 원전 통신망은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통신을 완료하도

록 결정론적인(deterministic) 특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를 만족하기 위해 원

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방식(protocol)의 하나가 PROFIBUS임.

PROFIBUS는 최대 전송용량이 12Mbps이나 이는 물리계층의 사양이며, 상

위계층 기능을 부가하고 핸드쉐이크를 고려하면 실제 전송용량은 수 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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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됨. 그러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통신용량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는, 실제 유효 전송용량이 최소 20Mbps를 넘는 안전등급 통신망의 개발이

필수적임

• (자동주기시험 적합성) 웨스팅하우스가 울진5,6에 공급한 안전계통의 주기

적 건전성시험 방식은, 기존 아날로그 보호계통 보다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이 대폭 증가하는 단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NICS 안

전계통에는 세계 최초로 자동주기시험 기능을 채택하였음. 그 결과 인허가

심사 종료 이후에도 자동주기시험에 대한 일부 기술사항이 인허가 현안으

로 남아 있음. 그러므로 이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및 입

증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 (CPLD 및 FPGA 적용기술) 최근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 제어기기는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또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등과 같은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를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단순하게 설계하고 있음. 이들 논리소자는 컴퓨터를 통해 동작

할 로직을 다운 받아 설치함. 그동안 이들 논리소자는 하드웨어로 취급되었

으나, 울진5,6에 설치된 CPLD의 오류로 인해 원전 불시정지가 발행한 이후,

규제기관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설계문서를 작성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므로 원전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CPLD 및 FPGA 소자

를 경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계 및 검증방안을 도출할 필

요가 있음

2. 경제·산업적 측면

국제유가 상승과 온실가스 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신규원전이 건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원

전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여 독자적으로 국내 신규원전을 건설하고 수출하기 위

해서는, 강화되는 규제요건 및 성능요건을 적시에 해결하고 계측제어(I&C) 기술

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KNICS) 사업 및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Nu-Tech

2012)을 통해 디지털 MMIS 패키지 전체를 국산화하여 국내 산업체가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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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점차 강화되는 인허가기준

및 사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추가기술을 개발하여 원전의 안전성향상에 기여하고, 나

아가 원전안전에 대한 대국민 원자력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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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 외 관련 기술의 현황

1.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국산화 현황

가. KNICS 사업단 연구결과

2001. 7월부터 2008. 4월까지(6년 10개월) 지식경제부의 원전기술혁신사업으로 수

행된 KNICS(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를 통해 디지털 안전등급 제어기기 플랫폼

(상품명 POSAFE-Q PLC)과 이를 활용한 원자로보호계통(상품명 IDiPS RPS) 및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상품명 IDiPS ESF-CCS) 등의 안전계통을 개발하

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였다(2009-2-18). 또한 비안전등급 제어기기

플랫폼과 이를 활용한 출력제어계통을 개발하였으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완전한

기술자립을 위해 틈새기술인 HJTC(Heated Junction Thermocouple) 및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와 같은 센서류도 개발하였다(아래 그

림참조).

안전등급 제어기기

(POSAFE-Q PLC)

원자로보호계통

(IDiPS RPS)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IDiPS ESF-CCS)

비안전등급 제어기기 출력제어계통
센서류

(HJTC/RSPT)

나. Nu-Tech 2012 연구결과

2007. 8월부터 2010. 7월까지(3년), Nu-Tech 2012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노심보

호연산기계통(RCOPS)을 개발하여 인허가를 획득하였다(2009-2-18). 그리고 한국

표준원전(KSNP) 및 차세대원전(KNGR)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KNICS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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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합하여 APR1400 디지털 MMIS 패키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통합성능검증설

비를 구축하여 국산화된 디지털 MMIS 패키지의 성능검증 및 운전이력을 확보하

였으며, 두산중공업은 이를 활용하여 신울진1,2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7-31).

노심보호연산기계통

(RCOPS)

APR1400 디지털 MMIS 통합 패키지

안전계통 비안전계통

통합성능검증설비 주제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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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술동향

가.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세계적으로 원전 디지털 MMIS 계통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

스, 일본, 캐나다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급 원전 디지털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및 프

랑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PLC 제어기기의 기술수준은 다음 그림과

같음

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 각국에서는 MMIS 계통에 대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한국도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 각국에서는 MMIS 계통에 대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한국도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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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

1. 시장현황 및 전망

가. 해외시장 현황 및 전망

◌ 세계 신규원전 시장규모

원자력전문지인 ‘뉴클리오닉스 위크’에 따르면, 세계원자력산업협회(WNA)는 ‘세

계 원전 연료시장 수요와 공급보고서 2009’를 통해 최악ㆍ기본ㆍ최상 등 3가지 시

나리오로 나누어 원자력의 미래를 전망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최상의 시나리오

가 나올 경우 2030년에는 821기까지 원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전기신

문 2009-9-28일 기사참조)

현재 시나리오 2020년 2030년 비고

435

최악 413 240
기존 원전이 폐지되고, 신규원전으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본 425 580

최상 606 821 최악 시나리오 보다 가능성이 높음

또한 WNA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등 국가에서

신규원전을 많이 건설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 2030년 까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기존 원자력선진국에서 원전을 활발하게 건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

음 표는 2020년 까지 건설될 각국의 예상 원전수이다.(전기신문 2009-9-28일 기사

참조)

시나리오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기본 40 17 14 10 4 2 2

최상 60 23 17 11 8 2 2

◌ 세계 가동원전 시장규모

아래 그림과 같이 IAEA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440기의 원자로가 운전되고 있다. 이중에서 수명이 20년 이하인 원자로가 82기 이

며, 20년 이상된 원자로가 358기이다. 그 중에서 30년 이상된 원자로는 152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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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디지털 MMIS 세계시장 경제적 가치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원전에는 아날로그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건설을 시작한 신규원전에는 디지털 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국내 신규원전 1

호기당 MMIS 계통의 공급가격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며, 해외수출 시에는 국

내 공급가격 보다 약 30% 이상 올라간다.

원전 MMIS 계통은 전자장비의 특성상 수명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 정

도이다. 그러므로 현재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모든 원전은 향후 2030년까지 적어

도 한번 이상 MMIS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가동원전에서는 부분적인 설

비교체가 예상되므로 신규원전 보다 MMIS 교체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건설될 모든 신규원전과, 적어도 한번 이상 수행될 가동원전의 노후화된 설

비교체에는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 MMIS 계통이 설치될 것이다. 세계원자력산업

협회(WNA)가 분석한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신규원전 건설 및 가

동원전 설비교체가 821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및 가동원전의 원전 1

호기 당 MMIS 계통 공급가격을 대략 1,000억원이라 추정하였을 때, 2030년까지

디지털 MMIS 패키지의 시장규모는 821기 * 1,000억원/호기 = 약 82조원에 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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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 국내 신규원전 시장규모

지식경제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에 따르면 국내 전력수요가

2022년까지 연평균 2.1% 증가하여 5,001억 kWh에 이를 것이며 발전설비 규모에

서는 1억891억kW로 예상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전이 담당할 부분은

1,520만kW로서 이미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8기에 추가하여 신규로 4

호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2022년에는 설비기준으로 원전이 현재보다 8%

증가한 33% 수준으로 전망되며, 기저설비비중이 6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발전

량기준으로는 원전이 현재보다 12% 증가한 48% 수준으로 전망되어 기저설비비

중이 84%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의 추세에 비추어 2030년까지 국내에서 15기

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가동원전 시장규모

현재 국내에는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MMIS 계통은 전자장비의 특성상

수명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 정도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

인 20기의 원전 모두가 향후 2030년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MMIS 설비를 교체해

야 한다.

2. 경제성 평가

지식경제부의 2010년 1월 1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신규 원전시장의

20%를 점유해 ‘원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수출산업화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430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이중 80기를 수주해 미국, 프랑스와 함께 원전선진국이 되겠다는 전

략이다. 그리고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에

서 적어도 15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의 특성상,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20기 원전 모두가 향후 2030년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MMIS 설비를 교체해야 하므로 매년 1호기 이상 설비교체가

예상된다. 해외의 경우에도 2010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440기의 원자로가

운전되고 있으므로 약 80기의 가동원전 수주를 예상할 수 있다.

원전 1호기당 MMIS 가격이 약 1,000억원 이상이므로, 2030년까지 국내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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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정하면 (신규원전 15기 + 가동원전 20기) X (MMIS 공급가격) 1,000억원 =

3조5천억원 규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0년까지 세계 원전시장 점유율

20%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수출가능 신규원전 수는 4기 정도

이고 430기의 해외원전에 대해 본 기술제품의 교체수명을 20년 정도로 보고 20%

를 수주하는 가정을 적용하여 매년 평균 수출시장규모를 산정하면 (신규원전 4기

+ 가동원전 4기) X (MMIS 공급가격) 1,000억원 = 연간 1조6천억원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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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1)
)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1.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결과

30
미국/웨스팅하

우스
웨스팅하우스
기술 사용

대상선정 TR 작성 설계문서

2. 20Mbps 이상
대용량 통신망

30 - 최고 시제품개
발

완성 시제품 및
설계문서

3. 자동논리시험
성능 30 - 최고

현안대책
기술

시제품
완성

시제품 및
설계문서

4. 논리소자
원전적용 기법

10
미국, 프랑스

등
동등 수준

현안대책
기술

Case
Study

설계문서

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 계측제어 안전계통 국산화 및 독자 수출기반 확보를 위한 필수기술 완성

-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및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작성

- 원전 대용량(최소 20Mbps 이상) 안전등급 통신망 개발 및 특정기술주제보

고서(Topical Report) 작성

○ 신울진1,2 적용을 위한 현안기술 개발

- 자동주기시험 적합성 입증기술 완성

- CPLD 및 FPGA 원전 적용기술 개발

2. 평가방법



개발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 품질보증(QA)/형상관리 이행

- 안전등급 컴퓨터의 상용인증 방안

수립 및 대상선정

- 원전 대용량 안전등급 통신망 설

계․시제품 제작․구현

- 자동논리시험 인허가현안 대책기

술 개발 및 원전적용 적합성 분석

검토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CPLD 및

FPGA) 원전 적용방안 수립

-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에 따른 이행

- 국내 군수용으로 개발된 컴퓨터를 상용인증하여

원전 안전등급 컴퓨터로 활용

- 상용인증 기준 및 방안수립

- 중요특성 분석

- 상용인증 대상선정 및 예비적합성 시험

- 공급자 자료확보⋅분석 및 추가 보완자료 생산

-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 및 통신망

개발

- 대용량 통신망 요건․사양․프로토콜 개발

- 대용량 통신망 제작․구현

- KNICS 사업을 통해 조건부인허가 받은

자동논리시험 기능의 인허가현안 해결 및

신규원전 적용 대책수립

- CPLD/FPGA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최적화

개발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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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차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1. 1차년도

가. 개발목표

- 품질보증(QA)/형상관리 이행

- 안전등급 컴퓨터의 상용인증 방안수립 및 대상선정

- 원전 대용량 안전등급 통신망 설계․시제품 제작․구현 및 독립검증

- 자동논리시험 인허가현안 대책기술 개발 및 원전적용 적합성 분석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CPLD 및 FPGA) 원전 적용방안 수립

나. 개발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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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가. 개발목표

- 품질보증(QA)/형상관리 이행

- 안전등급 컴퓨터의 상용인증 및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작성

- 원전 대용량(최소 20Mbps 이상) 안전등급 통신망개발․독립검증 및 특정기

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입력자료 작성

- 자동논리시험 적합성 입증기술 완성

- CPLD 및 FPGA 원전 적용기술 개발

나. 개발내용 및 범위

개발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 품질보증(QA)/형상관리 이행

-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및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작성

- 대용량 안전등급 통신망 개발 및

TR 입력자료 작성

- 자동논리시험 적합성 입증기술

완성

- CPLD 및 FPGA 원전 적용기술

개발

-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에 따른 이행

- 사양 및 중요특성 적합성 시험

- 기기검증 시험

- 상용인증 설계문서 및 TR 작성

- 통신망 기능/성능시험

- HW/SW 제작/구현 보완

- 통신망 설계문서 작성 및 개정

- 통신망 TR 입력자료 작성

- 설계/시제품제작/시험

- 자동논리시험 입증자료 확보

- 최적화 방법론 제안

- Case study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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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분야별 상세 연구수행 내용

가. 품질보증 및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1) 품질보증 업무 이행

성공적인 품질보증 업무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

증절차서를 작성하여 이 계획서 및 절차서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이행하였

다.

가)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이행

ASME NQA-1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18가지 항목

들을 기준으로 품질보증계획서(QAM: Quality Assurance Manual) (문서번호:

RNV-QCM-QAM100, Rev.00)를 작성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이행하였다.

나) 품질보증절차서 작성 및 이행

품질보증절차서(QAP: Quality Assurance Procedure) (문서번호:

RNV-QCM-QAP100 (세부절차: QAP101 ~ 126, Rev.00)를 작성하여 각 세부

절차(총 26항목으로 구성)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이행하였다.

2)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업무 이행

성공적인 형상관리 업무 이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계획서에 따라 형상관리업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형상관리도구를 전산상으

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형상관리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RNV-QCM-SEP111)를 1차년도에 작성(Rev.00)

하였고, 2차년도 초에 추가로 개정(Rev.01, 설계문서 형상항목 변경 등을 반

영)을 하였다. 이 계획서에 따라서 형상관리 업무를 이행하였다.

나) 형상관리 도구 구축

효율적인 형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정 업무용 형상관리도구는 결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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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한 NuSCM 도구를 이용하였고, 최종적인 형상 DB 구축을 위해 상용도구인

ClearCase/ClearQuest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였다.

① NuSCM 도구 이용

문서, 도면, 소스코드 통제, 저장, 버전 관리 및 기록 매체 백업 등의 소프트웨

어 형상관리를 위해 KNICS 사업단 과제에서 사용하였던 NuSCM(Nuclear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이라는 형상관리도구를 구축하여 사용

하였다.

모든 신규 형상항목이 발생시에 형상관리도구인 NuSCM에 체크인을 하였고,

개정항목이 발생할 시에는 과책의 결재에 의한 변경작업을 NuSCM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NuSCM을 이용해서 신규 형상항목 승인 요청, 변경의뢰/변경완

료 요청, 과책 승인, 체크인/체크 아웃, 형상항목 감사 기능, 그리고 형상항목

전자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ClearCase/ClearQuest 상용 형상관리도구 이용

효율적인 형상서버 관리 및 신속한 체크인/체크아웃 기능 활용을 위해 IBM

Rational ClearCase/ClearQuest 상용도구를 구매하였다. 기존 NuSCM 형상서

버 관리는 결재 공정 업무 수행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면서 ClearCase로 형상

항목에 대한 최종적인 DB 구축을 하였다.

다) 형상항목 식별 업무 이행

모든 소프트웨어 형상항목은 과제에서 특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일정한 체

계를 갖춘 고유의 번호로 명명해야 한다. 모든 형상항목들에 대한 식별은

"QAP 번호부여체계 절차서" (RNV-QCM-QAP102)에 따라 전체 과제에서 일

정한 체계를 갖춘 고유의 번호체계로 특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형상항목 통제 업무 이행

각 형상기준선상에 해당되는 형상항목에 대해 변경사항(에러 수정이나 기능

향상)을 1) 변경 요청, 2) 변경 평가 및 승인, 그리고 3) 변경 실행의 세 단계

업무로 구성하여 형상항목 통제업무를 이행하였다.

마) 형상상태 기록 업무 이행

본 과제 형상상태기록장부는 MS Excel을 이용하여 형상번호, 형상항목명, 개

정번호, 발행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과제, 세부 분야 등에 대한 형상항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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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형상관리자는 형상상태기록장

부를 기반으로 형상관리도구인 NuSCM에 신규 형상항목 또는 변경된 형상항

목을 등록하였다.

본 과제 종료일(2010. 8.31)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접수된 형상상태기록장부에

는 총 55건(필수기술개발과제: 33건, 독립검증과제: 22건, 개정본 4건 포함)의

설계문서 형상항목들이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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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1) 수행전략

원전 안전계통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등급 컴퓨터로서 군사용 컴퓨터를 활용하

고자 다음의 그림 2.2-1과 같은 상용인증(dedication) 절차를 수립하였다.

그림 2.2-1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절차

2) 상용인증 방안수립

QNX 실시간운영체계(RTOS)에 대한 컴퓨터 운영적합성(세부2과제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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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요특성 수락방법항목 수락기준

PC

CPU Intel Pentium III급 이상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메모리 500MB 이상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Storage 1GB 이상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통신장치 PCI*3, Ethernet*1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입력장치 키보드, 트랙볼 제공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OS RTOS QNX 4.25이상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환경 PLC작동환경과 동일조건하에서 작동 카탈로그 및 EQ시험

설치 19인치 Rack에 설치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신뢰도 고신뢰도 분석보고서 검사

전원 120VAC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LCD 해상도 1024x768 이상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원자력기준에 의한 기기검증(EQ) 시험 적합성, 운전신뢰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EPRI NP-5652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용인증 4가지 방법 중에서 방법1(특수시

험 및 검사), 방법2(공급자실사), 방법4(이력평가) 등을 통합하여 상용인증을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3) 안전등급 컴퓨터 중요특성 분석 및 인증기준 수립

안전등급 컴퓨터의 중요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계통에 사용된 컴

퓨터 및 소프트제어기(soft controller)에 대한 설계문서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물리적․기능․성능․입출력 요건 등을 분석하였다.

∙신울진1,2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의 컴퓨터(IDiPS RPS COM

PC)

∙신울진1,2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의 컴퓨터(IDiPS

ESF-CCS COM PC)

∙신울진1,2 개량형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의 컴퓨터(RCOPS

COM PC)

∙신고리3,4 Soft Controller

∙신고리3,4 원자로보호계통 FPD(Flat Panel Display)

원전 안전기능에 필수적인 중요특성을 도출하고 아래 표와 같이 수락기준

(acceptance criteria) 및 수락방법(acceptance method)을 함께 제시한 ‘안전등

급 PC 중요특성 분석보고서(RNV-PCD-RR101)’를 발행하였다.

표 2.2-1 안전등급 컴퓨터의 중요특성 및 수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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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17인치 이상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터치기능 터치기능 제공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설치 19인치 Rack에 설치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환경 PLC작동환경과 동일조건하에서 작동 카탈로그 및 EQ시험

전원 120VAC 카탈로그 및 인수검사

4) 상용인증 대상 컴퓨터 선정 및 예비 적합성 시험

상용인증 대상 컴퓨터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 군사용 PC 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사양을 검토하였음. 국내업체 4개사와 국외업체 5개사에 대해 원전 기기

검증(EQ)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PC 모델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고, EQ시험에

대한 기술력을 고려하여 국내 중소기업인 (주)엘림시스 제품을 상용인증 대상

으로 결정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안전등급 PC 선정보고서

(RNV-PCD-RR102)’를 참조바람).

(주)엘림시스는 2000년 법인설립 이후 해군 함정용 컴퓨터 및 전차․헬기․함

정 등에 사용하는 LCD, 일체형 Panel PC, 콘솔 및 캐비닛 등을 생산 공급하

는 전문업체이다.

PC 본체 모델은 (주)엘림시스의 ELMR02 로서, Intel core2duo 2.2 GHz, 4개

의 PCI slot을 구비하고 있으며 진동․충격․전자기파(EMI) 기기검증 시험에

대한 군용규격인 MIL-STD-810F, 167-1, 901D, 461E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LCD 모델은 (주)엘림시스의 ELM170M02 로서, 크기가 17”이고, 1280x1024 해

상도를 지원하며, Touch 기능장착이 가능함. 또한 진동․충격․EMI 등에 대

해 군용규격인 MIL-STD-810E(Method 507.3, 514.4, 516.4), 461/462D 등을

만족하는 제품이다.

 [ELMR02 모델] [ELM170M02 모델]

그림 2.2-2 ELMR02와 ELM170M0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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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림시스의 상기 두 모델에 대해 예비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예비 적

합성평가는 실시간운영체계(RTOS)인 QNX 지원여부, 내환경 및 정전기내성

예비시험, QA 체계실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예비 적합성평가 항목인 QNX 지원여부는, 원전 안전등급 PC에서 채택한 운

영체계인 RTOS QNX를 (주)엘림시스의 두 모델이 지원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QNX 6.3.2 SP3와 QNX 6.4의 두 버전에 대해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QNX 6.4는 완벽히 지원하였고, QNX 6.3.2 SP3에 대해서는 그래픽칩

(845GME)과 Ethernet 통신칩(8111B)이 직접적으로 호환되지 않아서, 별도의

patch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QNX 실시간운영체계(RTOS)에 대한 상용인증은 세부2과제에서 수행하며, 그 결과

는 본 세부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과 통합됨.

2차년도에 수행할 기기검증(EQ) 시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주)엘림

시스에 설치된 환경시험실에서 내환경 예비 적합성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아래 그림과 같은 온습도 시험조건에서 상용인증 대상 컴퓨터가 정상적으

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2-3 내환경 시험조건

그림 2.2-4 내환경 예비시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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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분야는 전자파시험 중에서 정전기방전(ESD, electrostatic discharge)에

대한 내성시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군용규격에서는 ESD 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주)엘림시스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정전기방전 시험을 수행한 이력

이 없다. 그러므로 예비 적합성평가의 일환으로 LCD 모델인 ELM170M02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ESD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화면표시 성능저하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2-5 정전기방전 예비시험 장면

예비 적합성평가 항목으로 (주)엘림시스의 품질보증(QA)체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였다. (주)엘림시스는 2004년에 “특수목적용 콘솔, LCD 모니터, 일체형

PC 조립/점검 장비의 개발 및 제조”에 대해 ISO9001(K-3042)을 획득하였고,

군용장비를 제작/공급하면서 협력회사와 일관성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유지하

여 온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원자력에서 요구하는 ASME NQA-1 품질

보증요건에 따라 (주)엘림시스의 품질보증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예비 적합성평가의 일환으로 수행한 (주)엘림시스에 대한 설계문서 실사를 통

해, 상용인증에 필요한 설계문서 및 입증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

다. 그러나 PC 본체 및 LCD에 대한 수명평가 및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 등 분석보고서는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차년도에

FMEA 및 평균수명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 적합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주)엘림시스의 모델들은 상용인증에 적합함

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기기공급자인 두산중공업의 요청으로 6.4인치, 12.1인치, 19인치 등

의 LCD 모델을 추가적으로 상용인증하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5) 성능검증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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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자파 시험

전자파 장해시험

(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Test)

① 전도성 방사 CE101(30 Hz ～ 10 kHz)

② 전도성 방사 CE102 (10 kHz ～ 10 MHz)

③ 자기장 방사 RE101(30 Hz ～ 100 kHz)

④ 전기장 방사 RE102(10 kHz ～ 10 GHz)

전자파 내성시험

(EMS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Test)

① 정전기 방전에 대한 내성

② 복사 자기장에 대한 내성 RS101(30 Hz ~ 100 kHz)

③ 복사 전기장에 대한 내성 RS103(10 kHz ~ 10 GHz)

④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EFT)에 대한 내성

⑤ 서지에 대한 내성

⑥ 전도 내성 CS101(30 Hz ~ 50 kHz), CS114(10 kHz ~

200 MHz)

내환경 시험 온습도 시험

내지진 시험

운전기준지진

(OBE) 시험

및 안전정지지진

(SSE) 시험

2차년도에 수행할 기기검증(EQ) 시험을 위해,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

(KNICS) 사업에서 수행하였던 기기검증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표를 포

함하는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계획서(RNV-PCD-SEP101)’를 작성하였다.

표 2.2-2 기기 성능 검증

6) 성능검증 수행

성능검증을 위해 기기검증(EQ, Equipment Qualification)을 수행하였다. 기기

검증의 방법에는 형식시험(Type Test), 운전 경험(Operating Experience),

해석(Analysis), 조합된 방법(Combined Methods)이 있다. 본 기기검증에서

는 형식 시험방법을 이용하고 부품수명에 대해서는 노화는 해석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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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노화해석 결과 40년 수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보증

수명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화시험을 실시하여 보증 수명

을 검증하였다. 보증수명이 검증되면 부품 교체주기를 보증수명 이하로 제시

하고, 노화 처리된 부품은 시험품에 장착하여 기기검증을 실시하였다.

기기검증은 다음의 그림 2.2-6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초기성능점검 단

계부터 각 단계별로 컴퓨터의 성능을 점검하였다.

그림 2.2-6 기기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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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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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품을 구성하는 구성부품들의 각 재질에 대하여 열적 노화분석 및 방사

선 노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노화해석의 기본 자료가 되는 사용조건에 대해서

는 약성 환경조건(Mild Environment)을 모델로 정하였으며 사용조건은 다음

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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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든 집합체에서 최소 검증수명이 40년 이상으로 희망수명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는 보수적으로 교체주기를 5년으로 제시하기위해서 5

년에 해당하는 노화시험(노화처리 포함)을 실시하였다.

나) 육안검사

노화시험후 노화된 부품을 기기에 적용하고 육안검사를 실시하였다. 육안검

사 결과 시험품의 구성부품이 설계서와 동일하게 제작되었고, 외형에 있어서

손상된 곳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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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노화처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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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노화처리후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평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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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육안검사 결과 기록지

다) 초기 성능점검 결과

시험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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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을 만족하였다.

그림 2.2-10 초기성능시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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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초기 성능시험 결과 기록지

라) 번인시험

초기 고장을 제거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정하게 동작됨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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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림 2.2-12 번인시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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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번인시험 결과 기록지

그림 2.2-14 번인시간 100시간, 안전등급 통신성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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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환경시험

초기성능점검 및 번인시험은 상온에서 실시하나, 내환경시험은 다음의 그림

과 같이 항온항습기에 설치한 후 실시하였다. 시험품이 명시된 비정상 사용

온도/습도 조건 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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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시험하였다.

그림 2.2-15 내환경시험을 위한 장치 설정

그림 2.2-16 내환경 시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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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항온항습기 온습도 기록표

그림 2.2-18 내환경시험 결과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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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환경시험 결과, 모든 온습도 조건하에서 PC 및 LCD의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전자파(EMC) 시험 결과

시험품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상설비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가

다른 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안전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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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수행순서는 다음의 그림 2.2-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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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전자파 시험 수행순서

그림 2.2-20 전자파 시험 구성도

그림 2.2-21 고주파 전도성 방사시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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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전기장 방사 내성시험 장면

그림 2.2-23 전자파 시험중 CE101 AC전원선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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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CS101시험중 안전등급 통신망 성능측정 결과

전자파 시험을 수행한 결과, PC 및 LCD가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

다.

사) 내진 시험 결과

시험품이 지진이 발생하여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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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수행한 결과 OBE시험 5회, SSE 시험 1회에서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2-25 시험용 지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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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내진 시험설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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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시험용 PC 및 LCD 장착 장면

그림 2.2-28 내진시험중 기능시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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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 운전기준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그림 2.2-30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내진시험을 수행한 결과, 구조적 건전성(structural Integrity) 및 기능성

(Functional Operability)이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하였다.

아) 최종 성능점검 결과

기기검증 시험 종료 후 최종적으로 시험품이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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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따라서 최종 성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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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PC 및 LCD에 대한 기기검증의 결과를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보고서

(RNV-PCD-QTR101)"에 기술하였다.

7) 안전성 분석 수행

하드웨어적인 고장에 의한 안전기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FMEA를 수행하였다. FMEA를 통해 안전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고장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인하였다.

PC 및 LCD의 고장률 및 평균수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PC는 44,742시

간, LCD는 57,931시간(12.1인치, 17인치, 19인치)과 60,251시간(6.4인치)의 수

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용인증하는 모든 PC 및 LCD는 5년

이상의 장수명을 보장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림 2.2-31 6.4인치 LCD의 MTBF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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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이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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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는 PC 및 LCD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운용되어 왔는 지를 제품의 신뢰성

을 평가에 포함하고자 이력시간을 평가하였다.

이력시간은 공급되어 운용된 사용시간을 먼저 수집하고, 각 제품이 상용인증

하려는 PC 및 LCD와 어느 정도 유사한 지를 평가(유사성 평가)하여 이를 사

용시간에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유사성 평가를 통해 이력시간을 산출한 결과 PC는 약 36만 시간, LCD는 약

192만 시간의 이력시간을 인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통상 원전 수명인 40년

(350400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용인증하려는 (주)엘림시스의 PC 및 LCD는 충분한 이력시간을 보유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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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 PC 및 LCD의 이력시간 분석결과

9) 품질시스템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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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고 있었다. 원자력분야의 품질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품질시스템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였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또한 반영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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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 (주)엘림시스의 ISO9001 인증서

10) 위탁연구과제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본 과제의 2차년도에는 (주)엘림시스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하여 다음과

같은 역무를 담당하여 수행함으로써 본 과제를 지원하였다.

n 과제명: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 및 체계수립

n 주요 역무:

l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EQ)

§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EQ) 시험계획 수립

§ 기기검증 및 기능/성능 시험용 컴퓨터 제작

§ 기기검증 시험을 위한 치구(fixture)제작

§ 기기검증 시험수행 및 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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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등급 컴퓨터 신뢰도 분석 및 보고서 작성

l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품질보증체계 검토 및 개선

§ 안전등급 컴퓨터 이력데이터 확보 및 문서화

§ 원자력 품질보증체계 구축

(주)엘림시스는 상기 역무를 수행하고 위탁연구보고서(commission report)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제출하였다.

§ 보고서 제목: 안전등급 PC 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 및 체계수립

§ 보고서 번호: KAERI/CM-1339/2010

11) 상용인증 보고서 및 특정기술주제보고서(TR) 작성

상용인증의 결과를 ‘안전등급 PC 상용인증보고서(RNV-PCD-RR103)'에 기술

하였고, 또한 “안전등급 컴퓨터에 활용을 위한 군용 컴퓨터의 상용인증”에 대

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를 작성하였다.

그림 2.2-34 특정기술주제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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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용량 안전통신망 개발

1) 연구배경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 시스템을 컴퓨터 기반으로 새롭게 구현함에

따라 안전관련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망 도입이 관심가 되고 있다. 원전 안전

계측제어 시스템은 그것의 고장으로 인하여 인적, 환경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safety-critical 시스템으로써, 이러한 원전 안전 시스템의 자료

전송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이터 통신망은 일반 상용 또는 산업분야에 적용하

는 통신망과는 다른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요건에는 일반적인

안전 특성인 신뢰성, 결정론성과 함께 원전 고유의 특성인 분리 및 격리성과

검증성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통신망은 전송효율 및 용량 등과 같

은 성능에 치중되어 있으며 원전 안전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특성 들을 수용할

수 없거나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현재 원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방식(protocol)의 하나가

PROFIBUS이다. PROFIBUS는 최대 전송용량이 12Mbps이나 이는 물리계층의

사양이며, 상위계층 기능을 부가하고 핸드쉐이크를 고려하면 실제 전송용량은

수 Mbps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통신용량 요건을 만족하

기 위해서는, 실제 유효 전송용량이 최소 20Mbps를 넘는 안전등급 통신망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과제에서는 원전 안전 계통에 적합하고 유효 전송용량이 수십Mbps를 넘는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통신망은 설계요건, 연계요건,

설계사양의 상위 요건을 토대로 원전 안전 통신망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설계

및 검증하였다. 설계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의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구현하였고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독립조직에 의

하여 검증 및 확인,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통신망의 기능, 성능을 검증

하였다.

2) 설계요건 개발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 설계에 필요한 설계요건을 개발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설계요건서(RNV-CMN-SR101)”을 작성 하였다.

일반 요건은 성능요건, 운전요건, 시험요건, 제한요건을, 상세 설계요건은 전송

구조 요건, 프로토콜 요건 전송요건, 에러요건, 매체요건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주요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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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능요건

① 품질요건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다음의 품질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안전등급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Safety Class-3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Non-Safety

㉯ 내진등급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 내진등급 I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 내진등급 II

㉰ 전기등급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 Class 1E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 Associated

㉱ 소프트웨어 등급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 Safety Critical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 Safety Related

나) 응답시간 요건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안전계통의 응답시간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

며, 통신 지연시간은 논리 프로세서의 응용프로그램 수행 시간과의 균형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최소한 다음의 전송지연

시간을 만족해야 한다.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의 전송지연시간은 50

msec 이내이어야 한다.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의 전송지연시간은 500

msec 이내이어야 한다.

다) 전송구조 요건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전송구조는 사건기반(Event-based)과 상태기반

(State-based)으로 분류하고, 안전계통의 주기적인 안전 제어기능은 상태

기반 방식이어야 하며 진단, 관리, 보수, 시험 등의 부수적인 기능과 특징

상 비 주기적인 데이터의 전송은 사건기반을 적용할 수 있다.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구조는 결정론적(Deterministic)이어야 한다.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내부 하부망간에 품질등급의 차이가 존재 할

경우 등급이 낮은 계통이 더 높은 계통의 방해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다중화 통신 간에는 각각의 데이터 통신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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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토콜 요건

① 프로토콜 기능요건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프로토콜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실제

프로토콜 기능을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② 프로토콜 개발요건

-도달성분석(Reachability Analysis)에 의하여 검증된 프로토콜 사양으로

구현해야하며 위해(Hazard) 요소를 갖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성 및 실시간 성능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비효율적, 과도한 응용 소프트웨어로 인한 복잡성 및 이용되지 않는 서

비스 등을 배제해야 한다.

③ 프로토콜 구조요건

-각 계층의 기능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계층간의 구분은 계층간 정보의 흐름을 최소화하도록 정해야 한다.

-계층의 수는 기능 중복이 없도록 충분히 나누어야 한다.

④ 프로토콜 검증요건

설계된 프로토콜이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고 전송 교착상태 (Deadlock),

명세되지 않은 수신 및 송신(Unspecified Reception/Transmission)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⑤ 프로토콜 성능 요건

통신망이 최대부하 조건에서도 요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

며, 최대부하 조건은 가장 많은 송수신량을 초래하는 사건을 근거로 고장,

조치, 시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 전송 요건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각 부하망별로 요구되는 데이터 최대부하 조건

에서 설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정 제어용 데이터 전송은 전송 횟수나 길이의 변화없이 계속적이며 일

정한 주기로 전송되어야 한다.

-장비의 상태와 고장으로 인하여 시간 불일치나 메시지 과부하가 유발되지

않아야 하며 메시지 반복주기 시간은 각 계통 기능의 시간요건에 적절해야

한다.

-우선 순위를 갖는 메시지가 제한시간 이내에 전송됨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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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에러요건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에서 예상되는 에러의 종류 및 이로 인한 계통안전,

신뢰성, 성능의 영향이 결정되어야 하고 회복 불능의 에러 경우에는 고장

상태 시 처리에 대해 미리 정의하고 이를 검증해야 한다. 에러발생시 성능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정의해야 한다.

-비감지(Undetected) 에러율 및 그 결정방법

-비정상(Upset)시 예상되는 비감지 에러율

-에러감지 및 교정 방법과 이에 필요한 트래픽 량

-비감지 에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와 그 완화방법

-복구 불능의 에러 시 그 처리방법

3) 연계요건 개발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기능 및 구성, 전기, 기계, 환경 등에 대한 제반 연

요건과 데이터 통신에 대한 전송 연계사양을 개발 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B-NSDN)연계 사양서(RNV-CMN-IR101)”를 작성 하였다. 개발된 주

요 전송 연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채널-A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연계특성

통신

노드수

통신노드 Raw Data

전송용량(Bit)
통신노드간

데이터 연계

수량

전송

주기

(msec)

품질등급

내부 외부 최대 최소 전체 안전등급 전기등급

24 10 2401 1 43417 198 50
Safety-

Critical
Class 1E

나)채널-A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연계특성

통신

노드수

통신노드 Raw Data

전송용량(Bit)
통신노드간

데이터 연계

수량

전송

주기

(msec)

품질등급

내부 외부 최대 최소 전체 안전등급 전기등급

37 12 19758 1 290627 198 500
Safety-

Related
Class 1E

다) 주제어실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연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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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노드수

통신노드 Raw Data

전송용량(Bit)
통신노드간

데이터 연계

수량

전송

주기

(msec)

품질등급

내부 외부 최대 최소 전체 안전등급 전기등급

22 4 720 720 63360 88 50
Safety-

Critical
Class 1E

라) 주제어실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연계특성

통신

노드수

통신노드 Raw Data

전송용량(Bit)
통신노드간

데이터 연계

수량

전송

주기

(msec)

품질등급

내부 외부 최대 최소 전체 안전등급 전기등급

22 4 7808 792 100928 92 500
Safety-

Related
Class 1E

마) 원격정지실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연계특성

통신

노드수

통신노드 Raw Data

전송용량(Bit)
통신노드간

데이터 연계

수량

전송

주기

(msec)

품질등급

내부 외부 최대 최소 전체 안전등급 전기등급

4 4 720 720 11520 16 50
Safety-

Critical
Class 1E

바) 원격정지실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연계특성

통신

노드수

통신노드 Raw Data

전송용량(Bit)
통신노드간

데이터 연계

수량

전송

주기

(msec)

품질등급

내부 외부 최대 최소 전체 안전등급 전기등급

4 4 792 792 12672 16 500
Safety-

Related
Class 1E

4) 설계사양 개발

설계요건과 연계요건을 토대로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에 대한 기능사양, 시

험 및 진단사양, 성능사양, 전송사양, 기기사양, 제작사양, 소프트웨어 사양, 품

질사양 등을 개발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설계 사양서

(RNV-CMN-DS101)”를 작성 하였다. 개발된 주 사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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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사양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KNICS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원전 계측제어계

통 중 안전계통인 원자로보호계통(RPS), 원자로노심보호계통 (RCOPS), 공

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 및 안전지시 및 경보계통 (QIAS-P)

을 위한 모든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의 안전계통 관련

연계모듈에 대한 모든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①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분할 및 구성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다음과 같은 분리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안전계통의 다중 채널간 분할 요건에 따라 채널 A, B, C, D 및 공통채

널은 분리 되어야 한다.

-안전계통의 품질등급 요건에 따라 안전필수(Safety Critical) 등급과 안전

관련(Safety Related) 등급의 데이터는 분리되어야 한다.

-안전정지를 위한 제어반 설비의 다양성 요건에 따라 주제어실과 원격 정

지실 통신망은 분리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기능적 밀접성과 현장기기 위치에 따른 연계를 고려한다.

이들 분할기준에 따라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크게 안전필수 등급의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과 안전관련 등급의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의 두 가

지로 분류되고, 각각의 망은 개별 채널망 4개와 공통 채널망 2개로 구성

된다.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다음과 같이 12개의 데이터 통신망으로

구성된다

-채널-A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채널-B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채널-C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채널-D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채널-A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채널-B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채널-C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채널-D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주제어실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원격정지실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주제어실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원격정지실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②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구조

분할된 각각의 데이터 통신망은 통신 교환(switch) 장치와 통신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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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장치를 보유하고 이들 장치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 기능이 수행된

다. 각각의 데이터 통신망은 그림 2.3-1과 같이, 중앙교환기 (CSW,

Central SWitch)를 중심으로 기능과 현장 구조에 따라 그룹교환기 (GSW,

Group SWitch)와 현장교환기 (LSW, Local SWitch)를 배치한 계층적 성

형의 토폴로지를 갖는다. 모든 통신노드장치는 자신의 계층에 맞게 할당

된 교환기와 일대일 링크를 갖고, 데이터 송수신은 교환기의 중계방식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림 2.3-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구조도

㉮ 중앙교환기(Central SWitch)

중앙 교환기는 그룹 교환기간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고, 통신 노드와

교환기를 포함한 전체 통신장치의 전송권한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중앙

교환기가 제공해야 하는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시각정보 생성 및 전송

-가입요청에 대한 판단 및 응답

-교환기 또는 통신노드의 전송요청에 대한 경로설정

-통신망 상태의 감시 및 관리 

㉯ 그룹교환기(Group SWitch)

그룹 교환기는 그룹 내의 모든 통신노드간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며,

현장 교환기간의 데이터 교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 교환기

와의 연계를 통하여 타 그룹 또는 타 채널과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현장교환기(Local SWitch)

현장 교환기는 주로 원격의 통신노드의 데이터 송수신에 사용된다. 현장

교환기는 해당 구역의 통신노드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해야 하며 그

룹 교환기와의 연계를 통하여 타 그룹 또는 구역과의 데이터 송수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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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제공해야 한다.

㉱ 통신노드 장치

통신노드 장치는 자신의 프로세서 모듈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요청을 받

아 데이터 전송에 요구되는 제반 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통신노드장치는 타 프로세서 모듈로부터의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처리하여 자신의 프로세서 모듈에 전해주

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통신노드 장치가 제공해야 하는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프로세스 모듈과의 데이터 송수신

-통신망 가입요청

-데이터 프레임의 송수신

-시각정보 수신 및 해석

-명령어 프레임의 해석 및 처리

나) 성능사양

① 안전등급

모든 B-NSDN (Broadband-Nuclear Safety Data Network) 데이터 통신

망은 안전등급 3, 전기 기기등급 1E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통신장

치는 각 데이터 통신망별로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급을 만족해야 한

다.

-채널-A, B, C, D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Safety-Critical

-채널-A, B, C, D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Safety-Related

-주제어실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Safety-Critical

-원격정지실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Safety-Critical

-주제어실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Safety-Related

-원격정지실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Safety-Related

② 분리 및 격리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의 데이터 통신망은 각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구

성되어야 하며, 채널간 분리 및 격리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채널간 데이터 통신기능은 채널 내부의 안전기능과는 독립적으로 분리하

고, 분리된 통신기능의 핸드쉐이킹을 비롯한 제반 통신행위에 의하여 안

전기능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③ 다중성 및 고장격리

안전계통 내부의 안전기능에 이용되는 데이터 통신망은 이중화되어 단일

고장에 의한 기능 상실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신 장치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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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의 고장에 의하여 전체적인 기능 상실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④ 상태기반 및 결정론적 전송구조

안전기능에 이용되는 데이터 통신망은, 상태기반 전송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 부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송권한과 전송지연시간이 결정론적인

전송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다) 전송사양

① 요구 전송사양

㉮ 채널 -A (B, C, D)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용도 안전채널 -A(B, C, D) 제어용 데이터 연계

통신노드수량
내부 32

외부 13

전송주기 50msec

요구 전송용량 5.2Mbps

㉯ 채널 -A(B)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용도 안전채널 -A(B) 정보용 데이터 연계

통신노드수량
내부 48

외부 16

전송주기 500msec

요구 전송용량 4.8Mbps

㉰ 채널 -C(D)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용도 안전채널 -C(D) 정보용 데이터 연계

통신노드수량
내부 43

외부 16

전송주기 500msec

요구 전송용량 4.4Mbps

㉱ 원격정지실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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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원격정지실 소프트제어기 제어용 데이터

연계

통신노드수량
내부 6

외부 6

전송주기 100msec

요구 전송용량 0.9Mbps

㉲ 주제어실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용도 주제어실 소프트제어기 정보용 데이터 연계

통신노드수량
내부 29

외부 5

전송주기 500msec

요구 전송용량 1.6Mbps

㉳ 원격정시실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용도
원격정지실 소프트제어기 정보용 데이터

연계

통신노드수량
내부 6

외부 6

전송주기 500msec

요구 전송용량 0.2Mbps

② 개발 전송사양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각 데이터 통신망의 최대 통신노드 수량은 성

능여유와 확장성을 고려하여 64개로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신보장을 위해

서는 전송주기 내에 2회의 전송을 수행해야 한다. 통신노드 수량과 전송

보장을 고려하고, 최대 요구전송 용량을 고려한 B-NSDN의 최종 개발사

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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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노드수량 64개

전송용량 20Mbps

전송주기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25msec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250msec

주제어실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원격정지실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50msec

주제어실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원격정지실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250msec

5) 프로토콜 개발

상위 문서인 설계요건, 연계요건, 설계사양을 기반으로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

망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MAC(Media Access Control), Network 계층, 기능

사양, 서비스 사양, 프레임 구조를 개발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B-NSDN) 프로토콜 명세서(RNV-CMN-DS102)"를 작성 하였다. 개발된 프로

토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프로토콜 구조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프로토콜 계층구조는 그림 2.3-2와 같이 물리계층,

MAC(Media Access Control) 계층, network 계층 및 상위계층으로 구성된

다. 물리계층은 신호mapping, encoding, pulsing 기능 등을 수행하며

MAC(Media Access Control)계층은 프레임의 수신과 생성, 전송제어 등과

함께 MAC(Media Access Control) 계층에 요구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교환 장치의 경우에는 스위칭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 교환 장치(Central

Switch)는 비콘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Network 계층은 망 가입과 탈퇴 관

련 기능 및 사용자 데이터의 분할 기능 등을 수행하며, 상위응용계층은 시

스템 요구에 의한 응용 기능으로 구성된다. 본 과제에서는 MAC(Media

Access Control) 프로토콜에 대한 상세 개발을 그 범위로 하였다. 계통요구

에 따른 상위 응용계층과 이더넷 표준사양을 적용하는 물리계층에 대해서

는 프로토콜 개발에서 제외하였으며, network 계층은 구현 specific 특성을

보유하므로 MAC(Media Access Control)과의 필수 연계 기능만을 고려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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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프로토콜 구조

나) MAC(Media Access Control)프로토콜 사양

① 기능사양

㉮ 전송권한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수퍼프레임 구조를 이용하여 노드와 교환기

의 전송권한을 규정한다. 수퍼프레임은 그림 2.3-3과 같이 Beacon,

FDTP(Fixed Data Transmission Period), VDTP(Variable Data

Transmission Period)로 구성된다. 수퍼프레임은 Beacon의 전송과 함께

시작된다. FDTP(Fixed Data Transmission Period)구간에서는 안전망의

주기적인 공정 데이터를 할당된 GTS(Guaranteed Time Slot)별로 전송

한다. VDTP(Variable Data Transmission Period)는 FDTP(Fixed Data

Transmission Period)이후에 곧바로 시작하여 수퍼프레임 종료기간까지

수행되며 VDTP(Variable Data Transmission Period) 구간에서는 모든

통신노드가 random하게 접근 및 전송한다.



- 80 -

그림 2.3-3 수퍼프레임 구조 예시

㉯ 망의 시작과 관리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중앙교환기는 초기화 후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 수퍼프레임을 구성하며 망 운전모드를 비운전 모드로 설정하고

Beacon을 전송한다. 각 통신노드 및 그룹 교환기, 현장 교환기는 초기화

후 망 가입요청을 한다. 중앙교환기는 가입요청 노드의 목록을 확인하고

응답하여 통신 설정을 수행하고 대기한다. 망 시작 준비가 완료되면 중

앙교환기는 가입 및 구성정보에 따라 수퍼프레임을 새로 구성하며 운전

모드를 운전 중 모드로 설정하고 Beacon을 전송한다.

㉰ 망의 가입과 탈퇴

통신노드 초기화 후 대기모드에서 Beacon을 수신하면 Beacon에 표시된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Beacon에 표시된 VDTP(Variable Data

Transmission Period) 구간을 이용하여 중앙교환기에 가입요청명령을

전송하고 대기한다. 중앙교환기는 가능자원을 확인하고 가입 허락여부를

결정한 후 가입 응답 명령을 전송한다. 통신노드는 가입응답명령의 정보

를 확인하고 대기한다. 망 운전 모드가 설정된 Beacon을 받으면 곧바로

Beacon의 수퍼프레임 구조에 따른 전송을 시작한다.

㉱ 동기화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동기화는 Beacon 프레임을 수신하고 해독함

으로써 수행된다. 통신노드는 Full-duplex 구조에 의하여 항상 Beacon-

추적 상태이다. 만약 정해진 주기동안 Beacon을 발견하지 못하면

MAC(Media Access Control) 초기화를 통해서 재가입을 시도한다.

㉲ GTS(Guaranteed Time Slot) 할당 및 관리

GTS(Guaranteed Time Slot)는 통신단계에 따른 어느 한 그룹의 노드

또는 교환 장치가 어느 시간 구간에 대한 송신채널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도록 한다. GTS(Guaranteed Time Slot)는 안전통신망 각 망의 구성

에 따라 고정 할당되며 VDTP(Variable Data Transmission Period)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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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IMITIVES WHO Function

1 PD-DATA

Request MAC->PHY MPDU 송신 요청

Confirm PHY->MAC MPDU 송신요청 확인

Indication PHY->MAC MPDU 수신 통지

2 MCPS-DATA

Request NCPS->MCPS MSDU 송신 요청

Confirm MCPS->NCPS MSDU 송신요청 확인

Indication MCPS->NCPS MSDU 수신 통지

3 MCPS-PURGE
Request NCPS->MCPS Queue에서MSDU 제거

Confirm MCPS->NCPS MSDU 제거 확인

4 MLME-ASSOCIATE

Request NLME->MLME 망 가입 요청

Indication MLME->NLME CSW의 "가입요청명령" 통지

Response NLME->MLME
CSW의 "가입요청명령" 통지에
대한응답

Confirm MLME->NLME 가입결과 확인

5
MLME-DISASSOCIA

TE

Request NLME->MLME 망 탈퇴요청

Indication MLME->NLME "탈퇴통지명령" 수신 통지

Confirm MLME->NLME 망 탈퇴요청 확인

6
MLME-BEACON-NO

TIFY
Indication MLME->NLME 비콘 수신 통지

7 MLME-GET
Request NLME->MLME PIB 속성요청

Confirm MLME->NLME PIB 속성요청 확인

8 MLME-RESET
Request NLME->MLME 초기화 요청

Confirm MLME->NLME 초기화 요청 확인

간에 대한 최소 길이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교환기는 Beacon을

통해 GTS(Guaranteed Time Slot) 별로 시작시간과 길이 정보를 알려준

다.

다) 서비스 사양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에서 사용되는 MAC(Media Access Control) 프로

토콜 서비스의 종류와 프리미티브 및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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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LME-SET

Request NLME->MLME PIB 속성 값 설정 요청

Confirm MLME->NLME PIB 속성 값 설정 요청 확인

10 MLME-SYNC-LOSS Indication MLME->NLME 동기상실 통지

Octets : 1 2 3 3 Variable 4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Destination
Address

Source
Address

Frame

Payload
FCS

MHR
MAC

Payload
MFR

Bits: 0-2 3-4 5 6-7
Frame Type Reserved ACK. Request Reserved

000 : Beacon

001 : Data

010 : ACK

011 : Command

100-111 : Reserved

1 : ACK is required

0: ACK is not required

Bits:0 1-4 5-8 9-12 13-23

-MCPS: MAC Sublayer common part sublayer

-MLME: MAC sublayer management entity

-NCPS: NET Sublayer common part sublayer

-NLME: NET sublayer management entity

라) 프레임 구조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MAC 프레임은 비콘, 데이터, ACK, 명령어 프레임

의 4가지 종류이며 명령어는 가입요청, 가입응답 및 탈퇴통지의 3개가 존재

한다.

① MAC(Media Access Control) 일반형식

-MHR:MAC(Media Access Control) Header

② MAC(Media Access Control)프레임 내 Frame Control Field 형식

-ACK:Acknowledgement

③ MAC(Media Access Control)프레임 내 Source, Destination Address

Field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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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ID 채널 ID

GSW ID

(*계통 ID)
LSW ID 일련번호

0 : SC

1 : SS

0000: Common

0001: 채널 A

0010: 채널 B

0011: 채널 C

0100: 채널 D

0101: MCR

0110: RSR

0111: Reserved

1000: RMS-A

1001: RMS-B

1010: IPS

1011: QIAS

1100: DCS

1 1 0 1 - 1 1 1 1 :
Reserved

0000: Common

0001: #1(*RPS)

0010: #2(*CPC)

0011: #3(*ESF-CCS)

0100: #4(*MAINT)

0101: #5(*MCR)

0110: #6(*RSR)

0111: #7(I/F)

1000: #8(Reserved)

1001-111: Reserved

0000 :
Common

0001 : #1

0010 : #2

0011 : #3

0100 : #4

0101 : #5

0110 : #6

0111 : #7

1000 : #8

1 0 0 1 - 1 1 1 :
Reserved

#0 : Common

#1 ~ #512

: Internal Node

#513 ~#2046

: External
Node

#2047

: Broadcast

Octets : 1 2 2 2 4 1
Variabl

e Variable 4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Dest.

Address

Source
Addres

s

Superframe

Specificatio
n

GTS
Specificatio

n

GTS

List

Beacon

Payload
FCS

MHR
MAC

Payload
MFR

Bits :0-13 14-15 16-29 30 31

수퍼프레임
길이 (Slot) Reserved

FDTP 길이
(Slot)

Operation

Mode

Association

Permit
*범위

10-10000 Slot

(1-1000 msec)

*범위

10-10000 Slot

(1-1000 msec)

0 : Non-Operation

1 : Operation

0 : not permitted

1 : permitted

④ Beacon 프레임 형식

-MHR:MAC(Media Access Control) Header

-MFR:MAC(Media Access Control) Footer

-FCS:Frame Check Sequence

⑤ Beacon 프레임 내 Superframe Specification Field

-FDTP:Fixed Data Transmis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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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 :0-2 3-6 7
GTS Level Count Reserved GTS Permit

000-111 (*최대 8개)
0 : not permitted

1 : permitted

Bits : 0-2 3-7 2 Octets 2 Octets

GTS ID Reserved GTS 시작시간 GTS 길이

000 Level #1 Starting Slot Level #1 Length (Slot)

～ ～ ～

111 Level #8 Starting Slot Level #8 Length (Slot)

Octets : 1 2 2 2 Variable 4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Destinatio
n Address

Source
Address Data Payload FCS

MHR MAC Payload MFR

Octets : 1 2 2 2 4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Dest.

Address

Source

Address
FCS

MHR MFR

Octets : 7 1 2 4

MHR
Command

ID

GTS
Characteristics MFR

⑥ Beacon 프레임 내 GTS( Guaranteed Time Slot) Specification Field

⑦ Beacon 프레임 내 GTS( Guaranteed Time Slot) List Field

⑧ Data 프레임 형식

-MHR:MAC(Media Access Control) Header

-MFR:MAC(Media Access Control) Footer

-FCS:Frame Check Sequence

⑨ ACK(Acknowledgement) 프레임 형식

-MHR:MAC(Media Access Control) Header

-MFR:MAC(Media Access Control) Footer

-FCS:Frame Check Sequence

⑨ MAC(Media Access Control) Command 형식



- 85 -

Bits : 0 1 3-7 8-23

GTS Request GTS Type Reserved GTS Length

0 : GTS is not required

1 : GTS is required

0 : Existing

1 : New
*최대 요구 전송량, Bytes

Octets : 7 1 1 4

MHR
Command

ID
Association Status MFR

Bits : 0-2 3-6 7

Association Results GTS Level ID Reserved

000 : Success

001 : Denied for inadequate
address

010 : Denied for excess GTS
length

011 : Denied for excess GTS #

100-111 : Reserved

*GTS # (0000-0111)

Denied (1111)

Octets : 7 1 1 4

MHR
Command

ID

Disassociation
Reason MFR

-MHR:MAC(Media Access Control) Header

-MFR:MAC(Media Access Control) Footer

-GTS:Guaranteed Time Slot

⑩ MAC(Media Access Control) Command 내 GTS(Guaranteed Time

Slot) Characteristic filed

⑪ 가입응답 Command 프레임 형식

-MHR:MAC(Media Access Control) Header

-MFR:MAC(Media Access Control) Footer

⑫ 가입응답 Command 프레임 내 Association status field

-GTS:Guaranteed Time Slot

⑬ 탈퇴통지 Command 프레임

-MHR:MAC(Media Access Control) Header

-MFR:MAC(Media Access Control) Fo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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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 : 0 1-2 3-7

Who Want Reason Reserved

0 : CSW want

1 : 노드 want

00 : CSW Reset

01 : General

10-11 : Reserved

⑭ 탈퇴통지 Command 프레임 내 Disassociation Reason Field

마) 프토토콜 정형명세

가)～라)의 프로토콜 사양을 토대로 SDL(Specification and Description

Language)를 사용하여 정형명세 하였다. 설계도구로는 IBM社의 Rational

SDL and TTCN Suite를 이용하였다.

그림 2.3-4 ～그림 2.3-5은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시스템 구성, 정형명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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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PP_package;
use CMAC1_package;
use  CMAC2_package;
use  NAPP1_package;
use NAPP2_package;
use  NMAC1_package;
use NMAC2_package;
use PHY_A_package;
use PHY_B_package;
use Signal_Definition;

system BNSDN_sys 1(1)

NAPP1:NAPP1

NMAC1:NMAC1

PHY_A:PHY_A

NAPP2:NAPP2

NMAC2:NMAC2

PHY_B:PHY_B

CMAC2:CMAC2CMAC1:CMAC1

CAPP:CAPP

nEX1
(FromNAPP1)

(ToNAPP1)

NEX1

n1

(ToNMAC1)

(Fro mNMAC1)
NAPP1

NMAC1

n1p

(ToNPHY_A)

(Fro mNPHY_A)
NPD1

NPHY1

nEX2(FromNAPP2)

(ToNAPP2)

NEX2

n2

(ToNMAC2)

(FromNMAC2)
NAPP2

NMAC2

n2p

(ToNPHY_B)

(FromNPHY_B)

NPD2

NPHY2

c2p
(FromCPHY_B)

(ToCPHY_B)
CPHY2

CPD2

c1p
(ToCPHY_A)

(Fro mCPHY_A)
CPD1

CPHY1

c1

(ToCMAC1)

(FromCMAC1)

CAPP1

CMAC1

c2

(ToCMAC2)

(FromCMAC2)

CAPP2

CMAC2

cEX

(FromCAPP) (ToCAPP)
CAPP_EX

그림 2.3-4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정형명세 System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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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Creat_Beacon 1(1)
DCL
fcf framecontrolType;

DCL
b_msdu beaconMSDUType;

fcf!ftf
:=1;

fcf!rsrvd
:=0;

psdu!MHR!framecontrol
:=  fcf;

MacPIB!macBSN := MacPIB!macBSN+1; 

psdu!MHR!sequencenumber
:=  MacPIB!macBSN;

psdu!MHR!dst_ad dr
:=  (. '1'H, '1'H, 'f'H, 'f'H, 'ff'H .);

psdu!MHR!src_ad dr
:=MacPIB!macNodeAddress;

b_msdu!superframespec 
:=  superframespec;

b_msdu!gtsspec
:=  gtsspec;

b_msdu!b_payload
:=  True;

psdu!MSDU!b_data
:=b_msdu;

psdu!MFR
:=True;

Frame type of Beacon= 1

0x11ffff : broadcast address

그림 2.3-5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정형명세 예시

6)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상위 문서의 요건 및 사양을 토대로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에 구현되는 소프

트웨어의 요구사항을 분석 및 개발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RNV-CMN-SRS121)"를 작성 하였다. 발행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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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는 개발될 통신망의 일반요구사항, 연계요구사항, 소프트웨어의 상세 기능

요구사항, 성능요구사항, 설계제약사항, 신뢰성 요구사항, 안전성 요구사항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된 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하드웨어 구성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통신 교환장치와 통신노드 장치로 구성되어, 통

신 노드장치로부터의 전송요구 데이터를 통신 교환장치의 중계에 의하여

해당 목적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각 데이터 통신망은 1개의 중앙 교환기

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룹 교환기 및 현장 교환기는 해당 통신망의 적

용 구조에 따라 사용된다.

통신 교환장치는 각 통신 노드장치와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노드 연계모듈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과 수신된 데이터를 목적지에 따라 해당

통신 노드장치로 스위칭하는 스위칭 모듈 (SCM:Switching Control

Module) 부분으로 구성되며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과

SCM(Switching Control Module)의 내부 연계는 VME(Versa Module

Europa) Bus를 이용한다.

통신 노드장치는 통신 교환장치의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과 연

계하여 송수신 데이터를 처리 하는 모듈 (NIM:Node Interface Module)과

프로세서 연계 모듈 (PIM:PLC/PC Interface Module)로 구성된다. PIM은

NIM이 장착되는 프로세서에 따라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버

스 또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 연계모듈의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한다.

그림 2.3-6 과 그림 2.3-7 은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랙구성과 하드웨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 교환장치 통신 노드장치 전원장치

 

그림 2.3-6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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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요구사항

① 통신 교환기능

㉮ 중앙교환기능

중앙 교환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중앙 교환기능은, 그룹 교환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고, 통신 노드장치와 통신 교환장치를 포함한 전체 통신장

치의 전송권한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중앙 교환기능이 제공해야 하는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7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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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정보 생성 및 전송

-가입요청에 대한 판단 및 응답

-통신 교환장치 또는 통신 노드장치의 전송요청에 대한 경로설정

-통신망 상태의 감시 및 관리

그림 2.3-8 는 중앙교환기능 중 시각정보 생성 및 전송에 대한 알고리

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8 망 시각 정보 생성 알고리즘

㉯ 그룹 교환기능

그룹 교환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그룹 교환기능은 그룹내의 모든 통신

노드장치간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며, 현장 교환기간의 데이터 교환 기

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 교환기와의 연계를 통하여 타 그룹 또

는 타 채널과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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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교환기능

현장 교환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현장 교환기능은 주로 원격의 통신 노

드장치의 데이터 송수신에 사용된다. 현장 교환기능은 해당 구역의 통신

노드장치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해야 하며 그룹 교환기와의 연계를

통하여 타 그룹 또는 구역과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통신노드 연계기능

통신노드 연계기능은 통신 노드장치에 의하여 수행되며, 해당 프로세서

모듈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요청을 받아 데이터 전송에 요구되는 제반 처

리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통신 노

드연계 기능은 타 프로세서 모듈로부터의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처리하여 해당 프로세서 모듈에 전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통신

연계노드 기능이 제공해야 하는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프로세스 모듈과의 데이터 송수신

-통신망 가입요청

-데이터 프레임의 송수신

-시각정보 수신 및 해석

-명령어 프레임의 해석 및 처리

그림 2.3-9 은 통신노드 연계기능 중 시각정보 수신 및 해석기능에 대

한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 감시 및 관리기능

감시 및 관리 기능은 통신망 전체의 운전 상태를 감시 및 관리할 수 있

어야 한다. 감시 및 관리장 기능이 제공해야 하는 세부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통신장치의 고장 발생여부 및 위치

-데이터 전송율

-전송 오류율

-가입된 통신 노드 정보

-불법 접근 통신 노드 감지

㉳ 시험 및 진단기능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데이터 통신망의 운전 또는 정지 중에 전체

통신망 및 개별 통신장치의 건전성을 시험 및 진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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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시각정보 수신 및 해석 기능

- 수신 케이블 단락

- 수신 데이터

- 수신 데이터 오류 (CRC 검사)

- 비지정 노드/메시지 수신

- 동기화 시각정보 분실

- Sequence 번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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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 케이블 단락

- 데이터 송신오류

- 초기/자가진단/Ready/운전/오류

7)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소프트웨어 설계

상위 문서인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를 토대로 대

용량 안전 통신망을 구성하는 각 모듈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설계

하고 상세 기능 구현을 위해 Pseudo code를 작성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통

신망(B-NSDN)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RNV-CMN-SDS131)”를 작성하였다.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을 구성하는 각 모듈에 구현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 교환장치

① SCM(Switching Control Module)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기능

-클럭 및 트리거 신호 생성 기능

-제어신호 감지기능

-버퍼 제어기능

-교환 기능

-망관리 기능

②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기능

-클럭 및 트리거 신호 생성 기능

-FIFO(First Input First Output) 설정 및 버퍼 설정 기능

-Beacon 체크 기능

-Bit-to-Integer 변환기능

-초기화 및 리셋 기능

-데이터 생성 및 전송 기능

-데이터 수신 및 해석 기능

나) 통신 노드장치

① NIM(Node Interface Module)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기능

-클럭 및 트러거 신호 생성 기능

-VME(Versa Module Europa) Beacon 체크 기능

-Fiber Beacon 체크 기능

-Bit-to-Integer 변환 기능

-초기화 기능 및 리셋 기능

-망 시가 동기 정보 신호 해석 및 전송 시각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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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수신 및 해석 기능

-메시지 생성 및 전송 기능

② PIM(PLC/PC Interface Module)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기능

-VME(Versa Module Europa) FIFO(First Input First Output) 제어 기능

-버스 제어 기능

8)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제작 및 구현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통신 교환장치와 통신 노드장치로 구성된다. 통신

교환장치는 CSW(Central Switch)장치와 GSW(Group Switch)장치,

LSW(Local Switch)로 분류되고, 통신 노드장치는 PLC 통신노드장치와 PC

통신 노드장치로 분류된다. 통신 교환장치인 CSW(Central Switch),

GSW(Group Switch), LSW(Local Switch)의 하드웨어 구성은 동일하고,

GSW(Group Switch)와 LSW(Local Switch)의 소프트웨어 구성은 동일하다.

통신 교환장치는 SCM(Switcing Control Module)과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로 구성되고 통신 노드장치는 NIM(Node Interface Module)과

PIM(PC/PLC Interface Module)로 구성된다. 각 모듈의 구성 및 특성은 다음

과 같다.

그림 2.3-10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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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제작된 통신 교환장치

가) SCM(Switching Control Module)

그림 2.3-12 SCM(Switchin Control Module)의 구성도

SCM(Switching Control Module)은 그림 2.3-12 과 같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CPU(Central Processing Unit), Buffer,

Memory, LED(Light Emitting Diode), VME(Versa Module Europa)

커넥터 등으로 이루어진다.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는

SCM(Switching Control Module)의 주기능이라 할 수 있는 클럭 및 트

리거 신호 생성 기능, 제어신호 감지기능, 버퍼 제어기능, 교환 기능,

망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CPU(Central Processing Unit)은 통신망 시작

과 망의 유지 보수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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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 제작된 SCM(Switching Control Module)

그림 2.3-14 CSW의 SCM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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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GSW, LSW의 SCM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예시

나)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은 그림 2.3-16과 같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Optic Controller, Optic Transmitter,

Buffer, VMA(Versa Module Europa) 커넥터, LED(Light Emitting

Diode) 등으로 이루어진다.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는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의 주 기능인 클럭 및 트리거 신호 생성 기능, FIFO(First

Input First Output) 설정 및 버퍼 설정 기능, Beacon 체크 기능,

Bit-to-Integer 변환기능, 초기화 및 리셋 기능, 데이터 생성 및 전송

기능, 데이터 수신 및 해석 기능을 수행한다. Optic Controller는

Ethernet 스펙에 맞는 신호를 생성한다. Optic Transmitter는 전기신호

를 광신호 혹은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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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 구성도

그림 2.3-17 제작된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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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8 CSW의 SIM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예시

그림 2.3-19 GSW, LSW의 SIM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예시(Up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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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0 GSW, LSW의 SIM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예시(Downlink)

다) NIM(Node Interface Module)과 PIM(PC/PLC Interface Module)

그림 2.3-21 NIM(Node Interface Module)과 PIM(*PCI Interface Module)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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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 제작된 NIM과 PIM(PCI용)

통신 노드장치를 구성하는 NIM(Node Interface Module)과

PIM(PC/PLC Interface Module)은 그림 2.3-21와 같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CPU(Central Processing Unit), Memory,

LED(Light Emitting Diode),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커넥터, Optic

Controller, Optic Transmitter 등으로 구성된다.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는 NIM의 주된 기능인

클럭 및 트러거 신호 생성 기능, VME(Versa Module Europa) Beacon

체크 기능, Fiber Beacon 체크 기능, Bit-to-Integer 변환 기능, 초기화

기능 및 리셋 기능, 망 시가 동기 정보 신호 해석 및 전송 시각 설정

기능, 메시지 수신 및 해석 기능, 메시지 생성 및 전송 기능을 수행한

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은 통신망 시작과 망의 유지 보수기능을

담당하고 Optic Controller는 Ethernet 스펙에 맞는 신호를 생성한다.

Optic Transmitter는 전기신호를 광신호 혹은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

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PIM(PCI/PLC Interface Module)의 주 기능인

FIFO(First Input First Output) 제어 기능, 버스 제어 기능을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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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3 제작된 NIM과 PIM(PLC용)

그림 2.3-24 PLC의 NIM, PIM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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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 PC의 NIM, PIM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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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원전적용기술 개발

1) CPLD/FPGA 기술특성 분석

- CPLD/FPGA 개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논리소자는 SPLD(Simple Programmable

Logic Device,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그리고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로 구분된다.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기능이라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빌딩 블록의 어레이로 이루어져 있다. 프

로그래머블 논리 소자들은 빌딩 블록의 종류나 프로그램할 수 있는 정

도가 서로 다르다. SPLD, CPLD, 또는 FPGA와 같은 프로그래머블 논

리 소자 계열은 현재 여러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그림 2.4-1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 종류

- CPLD/FPGA 구조

아래의 그림과 같이 FPGA의 내부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

록(programmable logic block), 프로그래머블 입력/출력 블록

(programmable I/O block), 프로그래머블 연결(programmable

interconnect)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록에는 디지털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게이트, 플

립플롭, 멀티플렉서, 룩업 테이블 등이 배치되어 있다. 로직 블록을 프로

그램한다는 것은 멀티플렉서로 가는 입력 또는 제어 신호를 변경한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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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룩업 테이블의 값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AND-OR 게이트 블록들에

서 특정 게이트를 선택 또는 비-선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선 연결에서 프로그램한다는 것은 특정 연결을 만든다든지 또는 끊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칩 내부의 다양한 블록을 연결하고, 특정

I/O 핀들을 특정 로직 블록들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프로그래머블 I/O 블록들은 입력, 출력, 또는 양방향성으로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들을 의미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반전/

비반전, 삼상태, 수동 풀업과 같은 버퍼의 속성, 또는 핀의 신호 변화 속

도(Slew rate)를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림 2.4-2 전형적인 FPGA 구조

- CPLD/FPGA 종류 및 공급자

아래의 표는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의 주요 공급자와, 각 공급자가 제

공하는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종류를 보여준다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의 설계, 구현, 시뮬

레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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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상용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 종류

Types 공급자 계 열 게이트수
(1,000)

사용자
입출력핀수

EEPROM

Altera
MAX 7000
MAX 9000

0.6-5
6-12

36-164
159-216

Lattice

ispLSI 3000
ispLSI 8000
MACH 2 
(Vantis)
MACH 5

7-20
25-45
2.5-5
5-20

130-226
148-312
32-64
68-256

Xilinx CoolRunner-II 32-512 33-270

EPROM Altera
MAX 5000
Classic EPLD

0.6-3.7
0.3-0.9

16-67
22-64

Flash
Xilinx XC9500/XL/XV 0.8-64 34-192

Cypress Delta 39k 30-200 32-264

Anti-fuse
Actel

ACT 2
ACT 3

2.5-8
1.5-10

72-140
70-228

QuickLogic
pASIC 1
pASIC 3

1-8
8-38

40-180
70-316

SRAM

Xilinx
XC 4000E
Virtex-5
Spartan-3

2-85
30-330
50-5000

64-448
400-1200
124-784

Altera

FLEX 10K
APEX 20K
Cyclone III
Stratix III 

10-250
30-1500
50-120
50-340

59-470
128-808
94-535
288-1104 

주의1) PLD 게이트 수로 환산됨, 다른 소자는 ASIC 게이트수로

환산된 것임.

주의2) PLD 게이트 수가 ASIC 게이트 수에 비해 각 회사에 따라

1.5-3배 정도 크게 나타남.

2) CPLD/FPGA 취약성 분석

- 신뢰도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로 구성된 모든 전자부품의 집적도가 급진

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전력의 밀집도

(Power Density)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반도체의 Junction

Temperature 가 높아진다. 또한,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소자간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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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의 wear out 확률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부품의 고장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욕조곡선

(Bathtub)의 모양을 갖는다. 부품의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부품

의 고장률이 높이지고, 집적도가 낮은 부품보다 Wear out 현상이 일찍

발생한다. 또한 고장률이 상수인 구간이 짧아진다.

그림 2.4-3 집적도에 따른 전자 부품의 신뢰도 그래프

따라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직접도가 높은 디지털 부품을 사용하면,

부품의 교체주기가 짧아지며,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이 증

가한다.

- 방사선에 의한 영향

태양 또는 타 은하에서 지구에 도착하는 우주선(Cosmic Ray)은 지구의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다양한 입자(Proton, Neutron, Photon, α-particle)

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입자들이 다시 대기 중에 있는 입자들과 연

쇄적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입자들이 지표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이 반

도체 전자부품에 일시적인 오작동 또는 영구적인 파괴를 발생시킴 영향

을 미치게 된다.

ㄱ) Ionizing Effect

∙ Non Destructive Effect

- SEU (Single Event Upset)

- MBU (Multiple Bit Upset)

- SEFI (Signle Event Functional Interrupt)

- SET (Single Event Transient)

- SED (Single Event Disturb)

- SHE (Single Hard Error)

∙ Destruc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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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 (Single Event Latch-up)

- SESB (Single Event SnapBack)

- SEB (Single Event Burnout)

- SEGR (Single Event Gate Rupture)

- SEDR (Single Event Dielectric Rupture)

ㄴ) Ionizing Effect

∙ Move of atoms in crystals

∙ Creation of defects

∙ Creation of additional levels of trapping

그림 2.4-4 방사선이 반도체 부품에 미치는 영향

현재 지표에서 반도체 전자부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입자는 중성

자이며, SRAM 타입의 FPGA는 중성자에 가장 취약한 특성을 갖는 것

으로 밝혀져 있다.

- 시간지연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CPLD/FPGA 로직회로는 시간지연 없이 입력에

대해 정확한 출력을 즉시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온도, 사용

전압, 회로설계에 적용된 기술에 따라 각 게이트 및 신호통로에 신호지

연(Transport delay 및 Inertial Delay)이 발생하며, 이러한 신호지연에

의해 입력에 대한 출력 시간지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신호지연 현상에 의하여 CPLD/FPGA에 구현된 전자회로는 아

래의 그림과 같이 글리치 및 Meta-stability 현상이 발생하며 회로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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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지연을 고려한

CPLD/FPGA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2.4-5 시간지연에 따른 글리치 발생

그림 2.4-6 Settling Time에 따른 Metastability 발생

3) CPLD/FPGA 규제 및 기술기준 분석

- 국내 규제기관의 인허가기준

CPLD/FPGA의 시간지연 취약성에 의해 발생한 울진 5,6 원전의 불시정

지로 인해, KINS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CPLD/FPGA 관련 원전적용 규

제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111 -

그림 2.4-7 KINS에서 요구하는 CPLD/FPGA 설계 프로세스

KINS가 고려하고 있는 CPLD/FPGA 설계공정은 기존 하드웨어와는 다

르게, 위의 그림과 같이 IEEE 7-4.3.2 및 BTP 7-14에서 요구하는 소프

트웨어와 동등한 설계공정을 만족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생산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Hardware 기능요건서

: 확인 및 검증(V&V) 계획문서

: 소스코드 및 최종 설계 출력문서들

: Simulation Waveform

: Board Level Testing Waveform

: 설계도구로부터 생산된 중간단계의 설계파일들

: Test Vector Files

- 미국 NRC의 인허가기준

NRC는 최근에 Wolf Creek 발전소의 Main Steam and Feedwater

Isolation System에 FPGA 기반 I&C 플랫폼 적용에 대한 인허가를 승

인하였다. NRC는 인허가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NUREG-800, Standard

Review Plan (SRP), Chapter 7를 적용하였다. 본 지침은 기본적으로 소

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의 인허가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

용되어 오던 지침이다. NRC는 FPGA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의 개발 공

정의 인허가를 위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 개발공

정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 112 -

있다.

: CPLD/FPGA 기반의 안전필수 시스템은 각 부품수준, 보드수준 및

시스템수준에서 특정 설계지침이 필요함

: CPLD/FPGA 기반 안전필수 시스템의 확인 및 검증은

CPLD/FPGA 안전설계 관행에 적합해야 함

: CPLD/FPGA는 설계 생명주기 동안에 hardware/software 시스템

으로 취급되어야 함

: 공급자, 원자력발전소 운영자 및 규제기관이 동일한 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CPLD/FPGA 안전설계 관행이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

- IEC 기술기준

국제 기술기준 협회인 IEC는 CPLD/FPGA 원전적용을 위해, 2012년을

목표로 기술기준 IEC 62566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IEC 62566(Draft)

에 대해 세계 IEC 관련 회원들에게 검토를 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 Pre-Developed Hardware Selection

: Built-in-Software of three different types

: Multicore microprocessors specificities

: HDL design(FPGA, PLD, ASIC, ...)

이상과 같이 원자력 인허가기준 및 기술기준에 나타난 CPLD/FPGA 개

발 및 검증공정은 국제적으로 일치하며, IEC 62556(Draft)은 기존 소프

트웨어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브이(V)모델을 CPLD/FPGA 개발

공정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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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IEC 62566(Draft) CPLD/FPGA 개발/검증공정

4) CPLD/FPGA 원전적용 현황분석

- 유럽

프랑스의 EDF에서는 다양한 FPGA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업에서 FPGA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 Upgrading of the control rod positioning system

: Redesign of pump speed control systems

우크라이나의 “Raidy”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에

적용을 목적으로 한 I&C 플랫폼을 FPGA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Raidy는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가리아의 원자력발전소 Kozloduy 5&6

호기의 ESFAS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08년에

시작했으며, 2011년에 완료예정으로 있음. 아래의 그림은 Raidy에서 개

발한 FPGA 기반 계측제어 플랫폼이다.

그림 2.4-9 우크라이나의 FPGA 기반 계측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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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의 Wolf Creek은 2004년에 Main Steam and Feedwater Isolation

System에 적용되는 FPGA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인허가를 획득하였

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CS Innovation은 FPGA 기반의 ALS(Advanced

Logic System)을 다양한 안전계통에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

그림 2.4-10 FPGA 기반의 ALS 플랫폼

- 캐나다

현재 운영중인 캐나다 CANDU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은 30년이 넘었

으며, 기기의 노후화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캐나다는 노후된 I&C 기기

를 대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FPGA 기반 하드웨어 플랫폼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 까지는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노후화된 계

측제어 시스템에 FPGA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 일본

일본의 도시바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BWR의 원자로에 중성자 레벨을

측정하기 위하여 FPGA를 적용한 PRMS(Power Range Monitoring

System)를 개발하였다. PRMS는 원자로에 설치된 중성자 감지기와 각

냉각수 순환로에 설치된 미분 압력계(Differential transmitter)로부터 전

기적 신호를 받아서 신호처리를 한 후에 원자로보호계통에 신호를 출력

한다. PRMS는 LPRM(Local Power Range Monitor) 모듈과

APRM(Average Power Range Monitor)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LPRM은 감지기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신호를 증폭한 후, 아날

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LPRM 레벨을 결정하고, 이 값이 설정치를 초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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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을 출력한다. APRM은 LPRM모듈들(최대 22 LPRM)에서 받은 신

호를 평균하여 평균 원자로 출력을 결정한다.

그림 2.4-11 PRM 구성

- 한국

모든 기능을 FPGA로 구현한 안전등급 계측제어 계통이 개발되지는 않

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 중공업 및 포스코 ICT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KNICS(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및 이

들 계통에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PLC를 개발하였다. 포스코 ICT에서 개

발한 PLC의 제어기에 다수의 CPLD 및 FPGA가 사용되었다. KNICS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등급 제어기기는 한국의 인허가 기관에서 인허

가를 받았으며, 인허가 검토 항목에는 CPLD 및 FPGA의 개발 및 검증

결과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2.4-12 안전등급제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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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PLD/FPGA 특성에 따른 개발 생명주기 제안

울진5,6원전에서 기술현안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CPLD/FPGA는 특정기능

을 수행하는 단순 하드웨어로 분류되었으며, 그 결과 아래 그림의

NUREG-0800 개발공정 중에서 하드웨어 공정만을 따라 제어기기 개발

이 가능하였다.

그림 2.4-13 시스템 개발공정

그러나 CPLD/FPGA의 고집적도로 인해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

며, 그에 따라 발전소 불시정지가 발생한 이후 규제기관은 NUREG-0800

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공정도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INS 규제방향은 CPLD/FPGA 복잡성이 증가하여 100% 시험이 불가능

한 경우에 대해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개발방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CPLD/FPGA의 기능 및 성능을 100% 시험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기존의 하드웨어 개발방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Ÿ 제안

① CPLD/FPGA의 복잡도를 평가하여 기능 및 성능을 충분히 시험 및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NUREG-0800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하

드웨어 기반시험을 수행하고

②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EEE-7.4.3.2에서 제안한 소

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을 CPLD/FPGA 특성에 맞게 수정한 다음의 개

발공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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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 소프트웨어 관점의 CPLD/FPGA 개발공정 제안

6) CPLD/FPGA 설계지침 개발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제공하는 항공전자분야에서의 제공하고 있는

FPGA 기반 디지털 시스템의 설계지침 및 표준을 참고하여 아래의 그림

과 같이 설계지침서(RNV-CFP-DG101)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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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w 핀 설계지침

CPLD/FPGA에 사용되는 특별한 핀들(모드 핀, JTAG 핀, 사용하지

않는 입력 핀, Configuration 핀)에 대한 종단(termination) 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w 입력 및 출력 설계지침

신호의 입력 및 출력에 관계되는 핀에 대한 설계지침(신호종단 처

리, 삼상태 버스에 대한 설계, 고속 입력에 대한 변경시간 설계,

핀 할당에 대한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음

w 클럭 설계지침

Skew를 갖는 클럭신호에 대한 설계, 칩과 칩사이의 클럭 설계, 클

럭트리 설계, 비동기 인터페이스와 메타스테이블 상태에 대한 실패

율 계산 등의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w 유한상태머신 설계지침

Lockup 상태의 분석 및 전략, 플립플롭 복제, 에러검출과 수정에

대한 요건 및 구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w 리셋 설계지침

리셋 신호 설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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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위험요소 분석지침

비동기식 설계 및 동기식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

시하고 있음

w 전원 설계지침

전원공급 절차(sequence)에 대한 설계, 초기전류 과도현상, 전원의

분배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잇음

w 타이밍 및 여유도 분석지침

CPLG/FPGA 설계에서 타이밍 및 여유도 분석을 위한 지침을 제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온도, 전압, 수명, 방사선,

속도)들을 제시하고 있음

w 설계 및 분석 문서화 지침

CPLD/FPGA에 설계에 대한 문서화 방법 및 문서에 기술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음.

7) CPLD/FPGA 요구사항명세 작성지침 개발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CPLD 또는 FPGA

등의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를 적용하는 경우에,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명세서 작성을 위한 지침

(RNV-CFP-SRG121)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발하였다.

요구사항명세 작성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w 일반요구사항

: 제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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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기능

: 사용자 특성

: 제약 사항

: 가정 및 종속사항

: 요구사항 할당

w 상세요구사항

: 연계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 설계 제약사항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속성

: 상세 요구사항의 구성

w 요구사항명세 작성방법

: 시스템과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경계의 구별

: 입력신호와 출력신호의 정의

: 시스템 기능적 행위의 정의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설계 제약사항의 정의

: 신뢰성 요구사항의 정의

: 안전성 요구사항의 정의

w 요구사항명세 목차 예

8) CPLD/FPGA 설계명세 작성지침 개발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CPLD 또는 FPGA

등의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를 적용하는 경우에,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의 설계명세서 작성을 위한 지침(RNV-CFP-SDG131)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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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명세 작성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w 설계명세의 구성 및 특징

: 설계 개체

: 설계 개체 속성

w 설계명세의 목차 및 목차의 내용

: 목적

: 범위

: 참고문서

: 용어 및 약어정의

: 설계 정보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구조설계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상세설계

9) CPLD/FPGA 코딩 작성지침 개발

설계자가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에 요구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하드

웨어 기술 언어(Hardware Description Language)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

성 시, 코드에 오류가 코드에 삽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하드웨어 기술 언어에 대한 코딩지침(RNV-CFP-SCG141)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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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작성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w 기능 정확성

: 문법규칙

: 설계 구조

w 타이밍 정확성

: 경쟁(race) 상태

: 클록 게이팅

: 내부로직에서의 클록생성

: 시간 0 글리치

: 도메인 교차 글리치

w 합성성

w 유지보수 용이성

: 파일 체계 및 계층 설계

: 코드 형식

10) 대용량 통신망 스위칭 모듈의 FPGA 요구사항명세 작성(Case Study)

1차년도에서 제안된 프로그램 논리소자의 개발공정 및 개발문서 작성 지

침서의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용량 통신망의 스위칭 모듈에 탑재되는

FPGA의 요구사항명세(RNV-CFP-SRS121)를 작성하였다.

대용량 통신망의 스위칭 모듈에 탑재되는 FPGA의 요구사항명세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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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과 같이 연계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신뢰도 요

구사항, 안전성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1 차년도에 개발된 요구사항명세의 작성 지침서의 내용은 Case Study 결

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2.4-15 FPGA에 탑재되는 VHLD 로직의 외부신호 연계 요구사항

그림 2.4-16 FPGA에 탑재되는 VHLD 로직의 제어신호 감지기능 요구사항

11) 대용량 통신망 스위칭 모듈의 설계명세 작성(Case Study)

1차년도에서 제안된 프로그램 논리소자의 개발공정 및 개발문서 작성 지

침서의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용량 통신망의 스위칭 모듈에 탑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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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의 설계명세(RNV-CFP-SDS131)를 작성하였다.

대용량 통신망의 스위칭 모듈에 탑재되는 FPGA의 설계명세는 아래의 그

림과 같이 구조설계 및 상세설계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1 차년도에 개발된 설계명세 작성 지침서의 내용은 Case Study 결과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2.4-17 FPGA에 탑재되는 VHLD 로직의 구조설계

그림 2.4-18 FPGA에 탑재되는 VHLD 로직의 상세설계 예

12) 대용량 통신망 스위칭 모듈의 코딩 작성(Case Study)

1차년도에서 제안된 프로그램 논리소자의 개발공정 및 개발문서 작성 지

침서의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용량 통신망의 스위칭 모듈에 탑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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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의 코드명세(RNV-CFP-SCS141)를 작성하였다.

대용량 통신망의 스위칭 모듈에 탑재되는 FPGA의 코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VHDL로 작성되었다.

1 차년도에 개발된 코드 작성지침서서의 내용은 Case Study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2.4-19 FPGA에 탑재되는 VHLD 로직의 코드작성 예

13) CPLD/FPGA 개발공정 최적화

1차년도에서 제안된 프로그램 논리소자의 개발공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

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의 개발 공정과 다른 점은 코드 작성 후에, 합성, 배선 및 배치 공정이 프

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특성 상 소프트웨어의 개발공정과 다른 업무로 볼

수 있다. 요구사항명세, 설계명세 및 코드는 설계자가 직접 작성하며, 그

이후의 공정(합성, 배선 및 배치, 구현)은 소프트웨어 지원 도구를 사용하

여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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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0 소프트웨어 관점의 CPLD/FPGA 개발공정 제안

FPGA 개발관련 소프트웨어 지원 도구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소프트

웨어 지원 도구는 요구사항명세를 Block Diagram, Finite State Machine,

또는 Flow Chart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Block Diagram, Finite State Machine, 또는 Flow Chart로 작성된 요구사

항명세로 부터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설

계자가 요구사항명세만 정확히 작성하면, 설계자는 프로그래머블 논리소

자의 구조설계, 상세설계 및 코딩을 할 필요가 없어서 설계자의 인적 오

류가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발공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그림 2.4-21 단순화된 CPLD/FPGA 개발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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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PLD/FPGA 원전타당성 검토

원자력 산업의 경우,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고 있는 아날로그기술

기반의 계측제어 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보수 및 교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지원 및 부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날로그 기기의 계속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유지 및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제적으로 기존의 아날로그기술 기반의

계측제어 시스템을 디지털기술 기반의 계측제어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있

으며, 신규 원자력발전소에도 디지털기술 기반의 계측제어 시스템을 채택

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기술 기반의 계측제어 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하

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과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므로 계통

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매우 유연성이 좋고, 데이터의 전송과 처리, 저장능

력 및 정확도에서 아날로그기반 기술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 또한, 하드웨

어의 드리프트가 거의 없어서 교정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 그러나, 시

스템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및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

트웨어의 모든 개발단계(계획, 요구사항, 설계, 구현)마다 소프트웨어에 오

류가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을 수행

하며,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소프트웨

어의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의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고, 사이버 보안에 대

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은

기존은 아날로그 기반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입되

고 있지만,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메모리 등의 부품의 생산중단으로 인해

유지 및 보수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 보다는 개발이 용이하고, 응답시간이 빠르며, 결정

론적 특성의 구현이 용이하고, 기기 및 부품 단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로 기능이 구현되므로 소프트웨어(특

히, OS)로 인한 신뢰도, 안전성, 확인 및 검증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이

버 보안에 대한 문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

외적으로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였거나,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 128 -

본 과제의 Case Study로 RPS의 Bistable 기능을 FPGA에 구현해본 결과,

현재 공급자가 제공하는 FPGA의 용량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였으며,

예상 성능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PLC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CPLD/FPGA의 취약성(방사선, 글리치, Metastability)을 고려했을 때,

PROM 또는 Anti-fuse 방식의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를 채택하여 개발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적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에 비해 구조가 간단해 져, 개발 비

용이 감소함.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은 한 플랫폼에서 다중의 안전기능을 수행

하지만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기반의 시스템은 다중의 기능 각각이

따로 구현되므로 공통원인 고장의 영향이 감소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공통원인 고장, 확인 및 검증 비용 등) 해결이 용이함.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보다 월등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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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동주기시험 입증기술 개발

1) 연구배경

자동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대

해 규제지침 및 산업표준에서 요구하는 정기검사(periodic surveillance testing)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 고장검출을 통해 시스템의 가

용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세계 최초로 완전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울진5,6호기 발전소보호계통은 많은

장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30일 주기를 갖는 정기검사 수행 소요시간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한 울진3,4호기에 비해 약 6배 정도 더 소요되어 운영시

간의 약 25%는 한 채널이 항상 우회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정기검사기간이 길

어지면 운영요원의 업무량이 폭주하여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다음과 같은 안전

성 저해 요소가 발생한다.

· 인적행위 증가로 인적오류가능성 증대

· 시험 채널 우회시간 증가로 시스템 불가용도 증가

정기검사 수행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시스템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검사해야 할

기기 수량이 대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기반 원자로보호계통의

경우 채널 간의 다중성 구조만 지녔을 뿐 채널 내에는 다중성 구조를 지니지

않았다. 반면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은 채널 간 다중성은 물론이고, 채널 내에

도 다중성을 지님으로 전체적으로 기기의 수량이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 약 6

배 정도 증가하였다. 울진5,6호기 발전소 보호계통의 경우 비교논리프로세서는

이(2)중화 구조를 갖고, 동시논리프로세서는 사(4)중화 구조를 갖는다. 울진5,6

호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안전계통을 구성함에 있어 채널 내 다중성을

고려하는 것은 일반화된 설계방식이므로 규제요건에서 요구하는 정기 검사요건

을 만족하기 위해 기존의 검사 방식을 이용할 경우 아날로그 기반 안전계통 보

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정기검사 방법을 대

신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며 이는 자동시험, 자가진단, 상태비교기능 등

을 들 수 있다. 정기검사는 외부설비 또는 인간에 의해 시험입력을 주는 방법

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설비 자체에서 시험 또는 진단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인 자

가진단 또는 상태비교 등으로는 정기검사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정기검사 시 사용한 시험방법을 자동화한 자동시험방법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다.

기존 디지털 발전소보호계통의 자동시험은 운영요원이 수동으로 개시하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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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도 운영요원이 입력하는 수동개시자동시험이다. 자동주기시험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시험으로 인한 안전기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서

이를 해결하고자 자동시험 동안에 시험채널을 우회시켜 안전필수논리 수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념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채널 우회는 자동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인간에 의해 수동조작 및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되므로 인간의 개입

없는 자동주기시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자동시험은 수동개시 자

동시험으로만 활용되었다. 이로 인해 정기검사 소요시간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

움을 주지 못하고, 운영요원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며, 시험에

따른 채널 우회시간도 감소시키기 힘들다. 그림 2.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영

요원이 시험개시를 수행하고, 시험변수를 선택한 후 시험입력값을 직접 입력하

는 시험구조는 아날로그 시험방식과 거의 동일한 절차이며 단지 아날로그 스위

치 대신 화면 구동방식으로 바뀐 것 밖에는 차이가 없다. 시험시 보팅 논리도

2-out-of-4에서 2-out-of-3 논리로 변경되는 것 역시 동일하다.

자동 고장검출 측면에서도 기존의 수동개시자동시험은 고장검출 간격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기존의 수동개시자동시험은 정기검사의 수단으로만 이용될 뿐

시스템 정상운영 시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그림 2.5-1 안전계통 자동시험 개념도 비교 (좌: 기존 방식, 우: KNICS 자동논리시험)

이러한 이유로 KNICS 사업시 자동논리시험을 개발하여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제출하였고, KINS의 최종심사결과 기술적 측면에서는 적합성을 받았다. 그러나

자동논리시험을 정기검사의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 발전소에서 운

용허가 신청시 검토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으로 기 입증된 자동논리시험 방법론을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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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과 이에 따르는 제반 기술적 보완사항과 인하가 보완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동논리시험을 실제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도

록 근거자료를 마련한다.

2) 주기시험 자동화 적합성 평가

주기시험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KNICS 원자로보호계통(IDiPS RPS)과 공학

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IDiPS ESF-CCS)에서 개발한 자동논리시험 방법론

의 적용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인허가 관점, 기능 및

성능 관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가) 주기시험 자동화 인허가 적합성 평가

KNICS 원자로보호계통(IDiPS RPS) 및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특정기

술주제보고서(TR)의 인허가심사결과보고서(SER)는 자동논리시험 자체의 적합

성은 인정하였지만 이를 정기검사의 일환인 주기시험의 수단으로는 판단을 유

보하였다. 결국 자동논리시험은 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 시에 정기검사 방법

으로 자동논리시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심사를 수행한다는 것

이 요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동논리시험을 주기시험에 활용할 경

우에 대두될 수 있는 예상 인허가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RNV-PTA-RR101, Rev.00, 주기기능시험 자동화 인허가 대책보고서 참조).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논리시험을 주기시험 자동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인허가 현

안은 첫째, 제어실에서의 자동논리시험의 인지 및 제어수단 확보, 그리고 자동

논리시험의 운전경험 확보 등이다.

당초 규제기관은 자동시험시 채널우회 및 시험개시 등 운전원 조작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 보였지만 KNICS RPS의 자동논리시험은 채널우회 없이도 불필요한

채널트립 또는 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자동논리시험시 채널

우회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 하지만 규제기관은 자동논리시험이 개

시되고, 시험상태를 운전원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

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에 자동논리시험이

자동으로 시작될 수 있는 개시버튼을 추가하고, 주제어실의 안전제어반에서 자

동논리시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자동논

리시험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시험 및 연계

프로세서가 일정한 주기 (48 시간) 가 되면 자동논리시험 조건을 점검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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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개시 확인요구 신호를 제어실에 전송한다. 운전원은 제반 상황을 판단하여

자동논리시험 수행 확인버튼을 통해 자동논리시험 수행 확인신호를 전송한다.

이 후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는 자동논리시험을 개시함과 동시에 실시간으

로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어실에 전송하여 운전원이 안전계통의 시험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예상 인허가 현안은 자동논리시험의 운전경험 데이터 확보이다. 운전

경험 데이터 확보는 두산 중에 설치된 통합시험설비를 통한 지속적 데이터 확

보와 동시에, 신규 원전 (신울진1,2 호기) 에 자동논리시험 개념이 적용될 경우

자동논리시험을 정기검사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자동논리시험 자

체만 운전함으로써 운전이력의 확보 후에 정기검사에 활용하는 전략을 당초에

수립하였다. 그러나 신울진1,2 안전계통에 대한 시험 개념이 기존 신고리3,4 시

험개념과 유사하게 변경됨으로 인해 자동논리시험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자동

논리시험에 대한 운전경험 데이터 확보는 당분간 불가능하다. 그러나 후속호

기에 자동논리시험 개념이 적용된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데이터 확

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기시험 자동화 기능 및 성능 적합성 평가

주기시험 자동화 적합성 평가를 위해 수행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발전소 주기시험 절차 분석, 둘째 자동논리시험을 통해 대체될 수 있는

주기시험 항목 도출, 셋째, 주기시험 자동화 개념 설정, 넷째, 자동화된 주기시

험 기능 및 성능 평가,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주기시험의 신뢰성 예비 평가 등

이다. 이에 상한 상세 평가결과는 ‘RNV-PTA-RR102, Rev.00, 주기기능시험

자동화 적합성 평가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표 2.5-1와 같은 분석 표를 이용하여 울진5,6호기의 주기 기능

시험절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표의 ‘시험범주’는 시험범위를 그룹핑한 것이고,

‘항목’은 구체적인 시험행위, 세부항목‘은 시험요원 또는 운전원이 조치하는 항

목을 나타낸다. ’조치방법‘은 조치주체 및 조치장소를 포함하며 이는 자동화에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는데 사용한다. ’확인방법‘은 조치방범과 유사하게 확인사

항과 확인주체 및 확인장소를 포함하며 자동화에 필요한 확인항목을 추출하는

데 사용한다.

울진5,6호기 기능시험 절차서를 분석한 비교논리기능시험시 보수요원이 조작해

야 할 건수는 채널 당 약 467건, 동시논리기능시험 330건, 개시논리기능시험

330 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시험은 동시논리기능시험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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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보호계통 비교논리 기능시험 (채널 A)

시험 

범주
항목 세부항목 조치방법 확인방법 비고

조치사항 조치주체 조치장소 확인사항 확인주체 확인장소

Hi PZR 

press 

"pretrip" 및 

"Trip" 

기능시험

PM1의 Hi PZR 

press "pretrip" 

및 "Trip" 

기능시험

"System tesing 

overview"

누름
시험요원 MTP 

"Autmatic testing 

overview"

누름

시험요원 MTP 

"Enter testing 

code" 누름
시험요원 MTP 

"10105" 입력 및 

OK 누름
시험요원 MTP 

"Auto 

test 

enabled" 

확인

시험요원 MTP 

"Start Automatic 

testing" 누름
시험요원 MTP 

"Test 

results 

valid"확인

시험요원 MTP 

"Test resuts" 

누름 
시험요원 MTP 

화살표가 

초록색임

을 확인

시험요원 MTP 

"Close"를 누름 시험요원 MTP 

"Stop Automatic 

testing" 누름
시험요원 MTP 

시논리기능시험으로서 조치 건수 당 약 3 분이 소요되어 채널 당 시험 소요시

간은 33시간 정도이고 4 채널 모두 시험할 경우에는 약 140 시간 이상이 소요

됨을 확인하였다. 비교논리 프로세서의 경우에도 채널 당 약 8 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수동시험을 제외한 발전소 보호계통 논리시험에만 소요되

는 시간은 160 시간 이상이다.

표 2.5-1 울진5,6호기 기능시험 절차서 분석 예

상기 분석결과와 그림 2.5-1에 제시된 자동논리시험범위를 근간으로 기존 기능

시험을 자동화할 수 있는 범위를 도출한 결과 비교논리기능시험의 경우 조치건

수는 기존의 467 건에서 15건으로 줄고, 수동기록건수는 260 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개시논리를 포함하는 동시논리 기능시험의 경우 조치건수에서는 기존

의 총 660건에서 30 건으로 단축되며, 수동기록건수는 560건에서 0건으로 감소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동논리시험을 활용한 주기시험 자동화 개념을 설정

하였다. 우선 비교논리시험과 동시논리시험은 IDiPS의 자동논리시험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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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 시험의 주기적(48시간) 시험결과를 활용하고, 주기기능시험 동안에는 자

동논리시험으로 시험하지 못한 실제 트립경로 일부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다만

IDiPS 의 자동논리시험은 공정치를 저장하는 메모리영역과 시험신호를 저장하

는 메모리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치를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점검하지 못하므로 주기 기능시험시에는 수동입력기능을 통해 모든

변수 각각에 대해 제한된 일부 입력값만 시험함으로써 논리시험 전범위가 시험

가능하도록 한다. 개시논리 기능시험은 시험결과가 채널트립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에 따라 시험한다. 신울진1,2호기 발전소보호계통의 각

채널이 3중화 이상의 동시논리프로세서를 갖고 있어 개시회로가2/3 또는 선택

적 2/4 논리에 의해 동작될 경우 하나의 프로세서 시험시에도 채널 트립이 유

발되지 않으므로 자동시험이 가능하나 정기검사시에 수동개시자동시험을 통해

한 번의 조작을 통해 모든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림 2.5-2은 비교논리

기능시험과 동시논리기능시험(개시논리기능시험 포함)을 위해 자동논리시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요약한다. 비교논리기능시험은 기존의 경우 우회 후 시험 개

념이었으나 자동논리시험을 활용할 경우 우회가 필요 없다. 비교논리기능시험

항목 중 시험 전 확인 항목인 선행조건과 설정치 확인과정은 자동확인이 가능

하다. 본 시험인 에비트립/트립 기능시험과 가변설정치 변수 기능시험 모두 자

동논리시험으로 대체한다. 시험 확인 및 기록은 모두 주기시험 자동화 설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시논리시험시 확인사항 및 기록사항도 주기시험 자동

화 설비를 통해 자동화하며, 논리시험 중 동시논리시험은 자동논리시험을 통해

자동화한다. 개시논리기능시험은 정기검사 시에만 수행하며 이 때 IDiPS의 수

동개시자동시험을 통해 한 번의 제어를 통해 모든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써 시험시간과 인적행위를 대폭 단축시킨다.

18 개월 마다 수행하는 교정시험에서도 상기와 동일한 개념을 적용한다. 교정

시험은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교정이 이루어지나 비교논리 및 동시논리 교정시

험의 경우에는 자동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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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자동논리시험 시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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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주기시험시 자동논리시험 활용방안

주기시험 자동화에 따른 기능 및 성능 향상효과를 평가하였다. 기능 측면에서

는 자동논리시험을 통해 논리시험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

드웨어 시험이나 개시회로 시험 등은 기존의 정기검사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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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종류
조치건수 

(제안/기존)

수동기록건수

(제안/기존)
단축효과

비교논리기능시험 15/467 0/260 약 96 %

동시논리기능시험

(개시논리 포함)
30/660 0/560 약 95 %

성능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험시간의 단축효과와 운전원 조치 및 기

록, 감시행위에 대한 부담 경감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비교논리기능시험의 경

우, 표 2.5-2에서와 같이 기존에는 운전원 조치건수가 467건 으로서 조치건수

당 1분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채널 당 약 8시 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자동논리시험을 이용하여 자동화할 경우 (추가조치건수 15건)/(기존방법 조치

건수 467건) = 4 % 정도로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

러 시험요원의 확인 및 수동기록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시간은 더욱

단축된다. 동시논리기능시험의 경우, 기존에는 330건의 조치가 필요하며 조치건

수 당 약 3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한 채널 당 약 16시 간 정도의 시험시간이 필

요하다. 그러나 이를 자동화할 경우 30건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조치 건당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단축되므로 (보수적으로 1분) 약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평

가된다. 개시논리기능시험의 경우도 동시논리시험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330

건의 조치가 필요하며 조치건수 당 약 3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한 채널 당 약

16시 간 정도의 시험시간이 필요하나 한 번의 조치로 모든 시험을 완료할 수

있는 수동개시자동시험을 통해 10분 이하의 시험소요시간을 갖는다.

표 2.5-2 기존 기능시험 자동화시 조치건수 및 수동기록건수 단축효과

신뢰성 관점의 자동논리시험 적합성 예비평가는 기존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 주기시험 자동화 입증자료 개발’에

서 다룬다.

3) 주기시험 자동화설비 개발

디지털 시스템에서 주기시험의 자동화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시험 방식은 아직 아날로그 시대의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기시험 결과의 획득 및 기록수단은 부수요원이 일일이 확인 및 기록하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시험기능이 확보되고 있지만 정상운전 중에 수

행되는 시험 및 진단수단에 대한 기록 및 보고체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최소한 정기검사시점까지의 모든 시험, 진단 및 비교감시 결과를 일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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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게 저장 및 기록하여 발전소 특성에 맞도록 자동 시험 및 진단 보고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주기시험자동화설비(Test &

Diagnostics Support System; TDSS)의 목적은 자동화된 주기시험시 시험 및

진단결과에 대한 자동보존과 기록을 통해 기능시험절차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시험 및 진단결과에 대한 이력데이터 비교를 통해 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상시

감시 및 교정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주기시험 자동화 절차서를 제공하

고자 함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결과는 ‘RNV-PTA-RR103, Rev.00, 주기

기능시험 자동화 설비 개발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주기시험자동화설비가 제공하는 안전계통 시험 및 진단데이터 제공범위는 다음

과 같다.

- 온라인 상태진단 이력 데이터

- 공정치/설정치 이력 데이터

- 기기 자가진단 이력데이터

- 자동논리시험 이력데이터

- 수동개시자동시험 이력데이터

- 정기검사 결과 데이터

주기시험자동화설비를 이용해 운전원 또는 보수요원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자동논리시험 이력 데이터를 이용한 정기검사 확인

- 온라인 상태진단 및 기기자가진단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건전성 이력 확인

- 전산화된 정기검사 절차서 확보 가능

- 설정치 비교 이력을 통한 시스템 상태 확인

- 채널간/그룹간 공정치 비교 이력를 통한 센서 건전성 점검 및 교정

데이터 확보 가능

그림 2.5-4은 주기시험자동화설비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TDSS는 4 채널의 캐비닛 운전원 모듈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수신하며, 캐비닛

운전원모듈에 어떠한 데이터도 전송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캐비닛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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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과 정보처리계통과의 데이터 통신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안전계통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주기시험자동화 설비의 소프트웨어 모듈은 기존

의 정보처리계통(IPS) 의 한 모듈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원이 안전계통

의 모든 시험 및 진단정보를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주기시험 자

동화 설비는 유지보수요원이 원격에서 안전계통의 시험 및 진단 상태 및 이력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캐비닛이 위치한 기기실에서 일일

이 상황을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

주기시험자동화설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 및 진단 정보에 대한 개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사항을

최소한 포함하여야 한다.

Ÿ 시험 및 진단 시작

Ÿ 시험 및 진단 종료

Ÿ 시험 및 진단 상태

Ÿ 시험 및 진단 결과

Ÿ 시험 및 진단 종류 선정

Ÿ 프로세서 선택버튼

Ÿ 시험항목 선택버튼

Ÿ 시험요약 선택버튼

Ÿ 프린트 기능키

Ÿ 프로그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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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안전계통 주기시험 자동화설비 구성도

시험 및 진단정보에 대한 상세 시험정보 제공기능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프

로세서별 시험 및 진단관련 상세정보, 아날로그 변수의 시험추이제공을 포함하

여야 한다. 프로세서별 시험 및 진단관련 상세정보에는 다음사항을 최소한 포

함하여야 한다.

- 프로세서별로 시험단계별 시험상태가 제공

- 상태정보에는 오류여부, 성공여부, 오류원인 등을 포함

- 시험값, 시험출력값 제공

- 시험출력에 대한 프로세서의 트립 또는 예비트립 상태가 표시

- 비교논리프로세서 시험의 경우 비교논리프로세서의 시험출력뿐만 아니라,

동시논리프로세서의 공정상태도 표시되어야 함.

- 동시논리프로세서 시험시, 동시논리프로세서의 시험결과값 뿐만 아니라 개

시논리상태, 개시회로 상태도 동시에 표시되어야 함.

- 아날로그 입력모듈에 대한 시험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험

값, 시험출력값, 편차가 표기되어야 함.

- 디지털입출력모듈 및 디지털 릴레이 출력모듈에 대한 시험정보가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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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

- 채널별/그룹별 아날로그 입력값에 대한 공정치 비교 이력이 제시되어야

함.

- 채널별/그룹별 설정치 데이터 비교이력이 제시되어야 함.

아날로그 변수에 대한 시험추이 곡선은 아날로그타입의 각 시험변수프로세서별

로 시험값 및 결과값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트립상태,

예비트립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상태진단의 결과인 각 변수

의 설정치 비교결과 및 공정치 비교결과에 대한 추이곡선이 제공되어야 한다.

주기시험자동화설비의 주요 성능 및 신뢰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화 설비의 프로그램 실행주기는 500 ms, 데이터 송신 주기는 500 ms, 그

리고 화면 갱신 주기는 1초이다.

데이터 정확도는 안전계통의 데이터 정확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기시험자동화설비의 고장이 원자로보호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주기시험 자동화 설비의 고장복구시 복구행위로 인해 원자로 보호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장복구시에는 안전필수기능과는

분리된 상태에서 복구해야 한다. 주기시험자동화설비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원

자로보호계통에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과제에서 구현한 주기시험자동화설비의 범위는 자동논리시험과 수동개시자

동시험의 이력데이터 관리 부분이며 온라인 상태진단 및 기기자가진단, 그리고

전산화 절차서는 플랜트 특성에 맞게 구현되어야 함으로 구현범위에서 제외하

였다.

그림 2.5-5은 구현한 주기시험 자동화설비 시제품 사진이다. 그림 2.5-6은 초

기화면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시험 및 진단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화면의 오

른쪽은 프로세서 종류, 시험항목, 표시방법 및 기타 지원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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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주기시험 자동화설비 시제품

그림 2.5-6 주기시험 자동화설비 시작화면

SUMMARY 화면은 운전원에 의해 선택된 시험에 대한 종합정보를 표시하며

그림 2.5-7 시험 시작, 시험 종료, 시험 상태,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시험 시

작’은 시험이 시작된 시간을 ‘시험 종료’는 시험이 종료된 시간을 나타내며

‘YYYY년 MM월 DD일hh(24hour)시 mm분 ss초’의 포맷을 갖는다. ‘시험 상태’

는 시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성공’ 시 ‘모든 프로세서 시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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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시 ‘XX(BP1~CP2) 프로세서 시험 오류’

- ‘중단’ 시 ‘XX(BP1~CP2) 프로세서 시험 중 중단

원인 : TRIP, BYPASS 발생’

‘시험 결과’는 각 프로세서 별 각 시험 항목별로 시험 결과를 ‘성공’, ‘오류’, ‘중

단’ 별로 Text 색상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시험 결과별 Text 색상은 다음과 같

다.

- ‘성공’ : Black

- ‘오류’ : Red

- ‘중단’: Gray

그림 2.5-7 SUMMARY 화면

DETAIL 화면은 시험변수별로 아홉 가지의 화면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화면 공히 화면의 상단에는PROCESSOR 및 TEST ITEM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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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다. DETAIL 화면은 PROCESSOR 및 TEST ITEM에 따라 TYPE A ~

TYPE I 로 구분된다. DETAIL 화면은 각 STEP별로 REF.(예상값)와

RESULT(결과값) 두 가지 값을 갖는다.

그림 2.5-8과 7-9은 아홉가지 화면 중 대표적으로 Type A와 Type F를

나타낸다.

그림 2.5-8 TYPE A 화면(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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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TYPE F 화면(DETAIL)

CHART 화면은 그림 2.5-10와 같이 운전원에 의해 선택된 시험에 대하여 상세

정보를 Chart로 표시한다. 운전원은 REF.와 RESULT를 필요한 것만 선택하여

볼 수 있다.

SELECT화면(그림 2.5-11)은 시험 및 진단종류의 선택, 시험날짜, 시험결과에

대한 상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결과는 상태별로 다음과 같다.

-‘성공’ : SUCCESS, Black

-‘오류’ : ERROR, Red

-‘중단’ : STOP, Gray

구현한 주기시험 자동화 설비에 대해 원자로보호계통 한 채널/ 한 그룹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대상 시험은 자동논리시험/수동개시자동시험이며 이를 위

해 오류조건/중단조건/정상시험조건을 모사하여 약 3 달간의 시험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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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였다. 당초 두산중공업에 설치된 IDiPS RPS 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신울진 1,2 RPS 설계변경으로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림 2.5-10 CHART 화면

그림 2.5-11 SELECT 화면(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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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종류 절차번호 제목 개정 예상 내용 비고

비교논리기능
시험

10.1
선행조건확인

자동시험 이력 데이터 확인으로 
수정하고 오류가 없으면 시험 종료

우회설정 삭제

각 프로세서 검사 삭제 자동 수행

Normal test 중지 삭제 자동수행

10.2 설정치 확인 삭제 자동수행

10.3
Pre-trip 및 Trip 기능시험

필요시 고정설정치 변수에 대한 시험 
이력데이터 확인 

자동수행

10.4
VAR OVER PWR 기능시험

필요시 해당 변수에 대한 시험 
이력데이터 확인

10.5
SG 1/2 LO FLOW 기능시험 상동

10.6
LO PZR PRESS 기능시험 상동

10.7
LO SG01/2 PRESS 기능시험 상동

10.8 복구확인  우회복구 항 삭제

동시논리기능
시험

10.1
선행조건확인 기존과 동일

10.1.1
Normal test 중지 삭제 자동수행

10.2
동시논리기능시험

자동시험 이력 데이터 확인으로 
수정하고 오류가 없으면 시험 종료 

자동수행

10.3
개시논리 기능시험

-수동개시자동시험을 선택.

-‘all items” 선택하고 시험시작버튼 
누룸

- COM 화면서 shunt/UV 상태 등이 
바뀌는지 확인 

시험조치가 
약 

300여건에서 
10건 이내로 

감소 

4) 주기시험 자동화 적합성 입증자료

주기시험 자동화 적합성 입증을 위해 주기시험 자동화시 절차서 수정범위를 정

의하였고, 주기시험 자동화에 따른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

연구결과는 ‘RNV-PTA-SVR122, Rev.00, 주기기능시험 자동화에 따른 신뢰도/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표 2.5-3은 주기시험을 자동화 할 경우 울진 5,6호기의 발전소보호계통 기능시

험절차서의 변경에 대한 영향분석결과이다.

표 2.5-3 주기시험 자동화시 기존 절차서 예상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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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시험 자동화에 따른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자동논리시험 반영 신뢰도 해석모델

- 자동논리시험에 의한 고장탐지 범위

- 안전등급 플랫폼 각 모듈별 가용성 및 안전성

-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 안전성

자동논리시험을 통한 고장검출범위를 정량화하기 위해 모듈에 대한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을 수행한 다음 자동논리시험 또는 자가진단으로 고장이 검출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각 고장유형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자동논리시험

과 자가진단으로 검출 가능한 고장검출확률을 결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모듈

의 불가용도 모델과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원자로보호계통의 안전성 영향을 분

석하였다.

표 2.5-4는 자동논리시험에 의해 검출 가능한 모듈 고장범위를 분석한 결과이

다. 자가진단기능이 미흡한 프로세서 모듈의 경우 자동논리시험을 통한 고장검

출확률이 전체 고장 발생확률 중 약 9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출력모듈인

디지털 출력모듈과 릴레이 출력모듈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고장 검출확률을

나타냈다.

표 2.5-4 자동논리시험을 통한 안전등급 플랫폼 고장검출 확률

모듈
전체 고장률

(/106 hr)

자동 검출

불가능 확률

(/106 hr)

자가진단

검출확률

(/106 hr)

자동논리시험

검출확률

(/106 hr)

자가진단/

자동논리시험

모두검출확률

(/106 hr)

아날로그

입력모듈
4.315 0.049 4.160 4.107 3.957

디지털

입력모듈
1.778 0.014 1.690 1.555 1.480

디지털

출력모듈
2.265 0.088 2.170 0.566 0.559

릴레이

출력모듈
1.914 0.189 1.650 0.478 0.403

프로세서

모듈
6.720 0.510 0 6.210 0

통신모듈 2.738 0 2.650 2.738 2.650

통신드라

이버모듈
4.264 0.007 4.020 4.257 4.020

자동논리시험을 반영한 가용도 및 안전성 평가모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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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집합 정의 고장률 검출수단 검출주기 복구수단

A 검출 불가능한 고장집합   없음 교체

B
수동검사에 의해서만

검출가능한 고장집합
  정기검사

주기기능시험

또는 핵연료

교체주기

수동 수리

C

수동검사외에

자가진단만으로 검출가능한

고장집합

  자가진단 실시간 수동 수리

D

수동검사외에

자동논리시험만으로 검출

가능한 고장집합

  자동논리시험
설정주기에

따름
수동 수리

E

수동검사외에

상태비교기능만으로

검출가능한 고장집합

  상태 비교기능 실시간 수동 수리

F

자가진단과

자동논리시험으로 동시에

검출가능한 고장집합

  자가진단 실시간 수동 수리

G

상태비교기능과

자동논리시험으로 동시에

검출가능한 고장집합

  자동논리시험
설정주기에

따름
수동 수리

H

상태비교기능과

자가진단으로 동시에

검출가능한 고장집합

  자가진단 실시간 수동 수리

I
모든 고장검출수단으로

검출가능한 고장집합
  자가진단 실시간 수동 수리

표 2.5-5는 모듈의 모든 고장에 대한 분류, 검출수단 등을 정의한 것이다. 자

동논리시험에 의한 고장검출범위  는 , 자가

진단의 범위 는 , 상태비교의 범위 는

 이다. 하나의 고장을 검출함에 있어 여러 가지 고

장검출수단이 활용될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수단만을 사용한다. 이를 반영

하여 각 집합에 대한 고장검출 수단 및 고장복구 수단을 정의하면 표 2.5-6와

같다.

표 2.5-5 고장검출 수단별 고장검출영역 및 고장률

모듈이 갖는 고유의 고장률은 다음의 식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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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검출수단 검출영역
고장검출에 의해 복구되는

고장률

검출수단 고장시

대체수단

정기검사    없음

자동논리시험 ∪     정기검사

자가진단 ∪∪∪        
자동논리시험 ( )

정기검사(  )

상태비교    정기검사

표 2.5-6 고장검출수단별 대체수단

모듈의 총 고장률은 모듈의 고유 고장률과 고장검출수단의 오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짓고장률을 합한 것이다. 또한 고장검출수단이 상실될 경우에는

다른 검출수단으로 고장을 검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고장률은 상

관관계를 가지므로 그 값이 변한다. 따라서 식 2.5-1은 거짓고장 요소와 검

출수단 상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다.

  
 









(2.5-2)

그림 2.5-12은 자동논리시험을 반영한 모듈 고장 상태도로서 해당 모듈이 정

상상태 (SN) 에서 천이될 수 있는 상태는 검출 불가능한 고장이 발생한 상태

(SUD), 정기검사를 통해 고장이 검출된 상태 (SD_OP), 자가진단을 통해 고장이

검출된 상태 (SD_SD), 자동논리시험을 통해 고장이 검출된 상태 (SD_AT), 외부

에서 상태 비교를 통해 고장이 검출된 상태 (SD_EC), 모듈은 정상적으로 작동

하나 거짓고장이 발생한 상태 (SID)이다. 거짓고장을 발생시키는 상태는 각각

의 고장검출수단의 오작동에 기인되는 바 각 고장검출 수단별로 하나의 상태

씩 존재한다. SID_OP은 정기검사시 발생 가능한 거짓고장상태, SID_SD는 자가진

단시 발생 가능한 거짓고장상태, SID_AT는 자동논리시험시 발생 가능한 거짓고

장상태, SID_EC는 외부의 상태비교시 발생 가능한 거짓고장상태이다. 또한 각

각의 고장검출기능은 인적오류 또는 검출설비의 고장에 의해 고장검출기능이

불가한 상태가 될 수 있다. SUOP는 정기검사 행위의 신뢰도 저하에 따른 고

장검출 불가상태이며, SUSD 는 자가진단기능의 고장에 따른 고장검출 불가상

태, SUAT 는 자동논리시험기능의 고장에 따른 고장검출 불가상태, SUEC 는 상

태비교기능의 고장에 따른 고장검출 불가상태를 나타낸다. 이들의 고장상태는

검출기능의 저하요소로 작용함으로써 특정한 상태로 천이할 확률에 변화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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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림 2.5-12 자동논리시험을 반영한 모듈 고장 상태도

이러한 변화는 연쇄적으로 모듈이 SUD 상태로 천이할 확률도 변하도록 작용

하여  도 시간에 따른 함수가 된다. 결국 고장검출기능의 신뢰도 저하에 따

라 특정 상태의 천이 확률이 변화되고, 이는 연쇄적으로 타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

모듈의 총 불가용도는 정기검사에 의해서만 검출된 고장에 의한 불가용도,

, 자가진단에 의해 검출된 고장에 의한 불가용도, , 자동논

리시험에 의해 검출된 고장에 의한 불가용도, , 상태비교 만으로 검

출된 고장에 의한 불가용도, , 영구고장에 의한 불가용도, ,

그리고 각 검출방법의 이상으로 인한 거짓 검출된 고장에 의한 불가용도,

를 합한 것으로 이를 표현하면 식 2.5-3과 같다.

     

  
 



 


(2.5-3)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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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교체주기, 고장검출주기, 복구시간과 관련된 시간으로

서 이들의 구간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2.5-4)

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교체주기이며, 이는 발전소마다 그 주기가 달

라진다. 는 모듈의 교체 주기로서 예방정비차원에서 설정되는 시간이다.

은 안전계통의 정기점검주기를 나타내는데,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마다

정기점검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입력카드는 핵연료교체주기()마다

검사를 수행하며, 프로세서 모듈, 통신모듈, 디지털 출력모듈 등은 30일 마다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는 고장이 검출된 후 고장이 수리되어 재가동되기까지

의 보수시간이다. 는 자동논리시험의 시험주기이다. (표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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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고장검출기능에 영향을 주는 시간인자

기호 정의 고장검출기능 상관성 설정값

 모듈 교체 주기
- 검출불가능고장   초기화

- 자가진단고장   초기화
5년


핵연료 교체주기

(계획정지 주기)

- 정기검사 고장   정정

- 입력모듈 정기검사주기(  )

- 시험설비 정기검사 주기

18 개월

 정기검사 주기

- 정기검사 주기 (입력모듈 제외)

- 자동논리시험 고장수리,   초기화

- 상태비교기능 고장수리,   초기화

1 개월

 자동논리시험 주기 - 자동논리시험 주기 48 시간

 평균 수리시간

- 고장 수리 및 복구

- 자동검출기능 거짓검출요인 수리,

    초기화

8 시간

모듈의 총 평균 불가용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2.5-5)

고장안전개념을 적용한 안전계통의 모듈 평균 불안전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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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KNICS에서 개발한 안전등급 플랫폼 모듈별로 주기시험 자동화에 따른 안전

성 및 가용성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림 2.5-13과 그림 2.5-14은 아날로그 입

력모듈(AI Module), 그림 2.5-15와 2.5-16은 디지털 입력모듈, 그림 2.5-17과

2.5-18은 디지털 출력모듈, 그림 2.5-19과 2.5-20은 프로세서 모듈, 그림

2.5-21과 2.5-22은 통신모듈에 대해 불가용도와 불안전도를 각각 분석한 결과

이다. 자동논리시험이 존재하는 경우 모듈의 불가용도와 불가전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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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3 아날로그 입력모듈 불가용도 분석결과

그림 2.5-14 아날로그 입력모듈 불안전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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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5 디지털 입력모듈 불가용도 분석결과

그림 2.5-16 디지털 입력모듈 불안전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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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7 디지털출력모듈 불가용도 분석결과

그림 2.5-18 디지털출력모듈 불안전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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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9 프로세서 모듈 불가용도 분석결과

그림 2.5-20 프로세서 모듈 불안전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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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1 통신모듈 불가용도 분석결과

그림 2.5-22 통신모듈 불안전도 분석결과

모듈의 평균 불가용도와 평균 불안전도는 안전계통의 안전도 및 가용도를 분

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최종적 결과물이다. 표 2.5-8는 자동논리시험

적용 전과 전용 후에 대한 모듈의 평균 불가용도와 평균 불안전도에 대한 비

교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자동논리시험 적용 후 평균 불가용도는 아날로그 입력모듈은 자동논리시

험 적용 전 보다 약 3.3 배, 디지털 입력모듈은 약 7.2 배, 프로세서 모듈은 약

8 배, 통신모듈은 약 2.3 배, 통신드라이버 모듈은 약 3 배로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에 디지털 출력모듈, 릴레이 출력모듈, 버스모듈 및 전원모듈은 평균 불가

용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동논리시험 적용 후 평균 불안전도는 아날로그 입력모듈 약 3.5 배, 디지털

입력모듈은 약 10.4 배, 프로세서 모듈은 약 8.5 배, 통신모듈은 약 23 배, 통신

드라이버 모듈은 약 23 배로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에 디지털 출력모듈은 약

1.2 배, 릴레이 출력모듈 약 1.3 배로 각각 나타나 불안전도 감소폭이 낮았다.

이 중 통신모듈과 통신드라이버 모듈의 평균 불안전도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

타난 이유는 매우 큰 고장탐지확률을 갖는 자가진단과 관련한 항이 고장안전

개념에 의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자동논리시험을 적용할 경우 안전등급 플랫폼을 이루는 각

모듈의 가용도 및 안전도는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논리시험

적용 전 불가용도와 불안전도 값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아날로그 입력모듈,

디지털 입력모듈, 그리고 프로세서모듈의 경우에는 자동논리시험으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시스템 고장허용능력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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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논리시험 적용 전 자동논리시험 적용 후 적용 전후 비율

불가용도 불안전도 불가용도 불안전도 불가용도 불안전도

아날로그입력모듈 1.149E-03 1.116E-03 3.530E-04 3.193E-04 0.31 0.29

디지털입력모듈 1.010E-03 9.634E-04 3.530E-04 3.193E-04 0.14 0.10

디지털출력모듈 8.400E-05 3.664E-05 7.917E-05 3.179E-05 0.94 0.87

릴레이 출력모듈 1.256E-04 9.188E-05 1.030E-04 6.908E-05 0.82 0.75

프로세서모듈 2.419E-03 2.419E-03 3.033E-04 2.834E-04 0.13 0.12

통신모듈 5.329E-05 3.209E-05 2.289E-05 1.408E-06 0.43 0.04

통신드라이버모듈 1.204E-04 8.784E-05 3.962E-05 6.313E-06 0.33 0.04

표 2.5-8 주기시험 자동화를 통한 모듈 평균 불가용도 및 평균 불안전도

개선효과

상기의 안전등급 PLC 모듈 신뢰도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의 안

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안전성 평가 시 사용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모듈의 모든 고장은 정기검사 시까지 모두 검출하여 수리한다.

· 고장검출방법별 검출범위는 표 2.5-8과 같다.

· 고장검출 측면에서만 고려할 때 동일한 고장에 대해서 오류검출 방법이

중복될 경우에는 자가진단, 자동주기시험, 정기검사의 순으로 우선순위

를 부여한다.

· 자가진단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고장검출 간격은 0 이며, 자동주기

시험의 주기는 48시간으로 설정하므로 오류검출간격은 48시간이다.

· 아날로그 입력모듈 및 디지털입력모듈의 정기검사 간격은 18 개월이며,

나머지 모듈의 정기검사 간격은 30일이다.

· 모든 고장의 평균적인 보수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한다. 정기검사시 발견

되는 고장에 대한 보수시간은 무시하나, 자동주기시험 시 발견되는 고장

은 보수시간을 고려한다.

·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의 불가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NUREG/CR-2300

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장수목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 고장수목모델의 정점사건은 증기발생기 저수위시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트립시키기 위한 원자로 트립 차단기의 개방실패로 정의한다. 고장수목

모델에는 각 하드웨어 제어기기들의 독립고장, 공통원인고장, 운전원 오

류로 인한 불가용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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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iPS RPS의 고장은 원자로트립 요구 시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트립시

키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 IDiPS RPS의 불가용도 분석시, 계통의 트립기능 중에 하나인 증기발생

기 저수위트립에 대하여 계통이 원자로를 트립시키지 못할 경우에 한하

여 분석을 수행한다.

· 계통의 기능수행에 관여하는 모든 기기들이 전원상실시 트립신호를 발

생시키는 원칙하에 오류안전개념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전원상실로 인한

기기의 기능수행 실패확률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통원인고장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기 그룹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beta factor 모델을 사용하여 확률을 추정하며, beta factor의 값을 0.05

로 가정한다.

· 각 기기의 고장확률은 지수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 소프트웨어에 의한 시스템 고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소프트웨어의 고

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표 2.5-9는 자동오류검출기능이 없는 경우, 자가진단기능만 존재하는 경우, 자

동주기시험과 자가진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구한 디지

털 원자로보호계통의 불가용도이다. 자동논리시험을 이용하여 주기시험을 자

동화할 경우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은 약 4 배의 안전성 향상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5-9 주기시험 자동화에 따른 원자로보호계통 안전성 향상 효과

CASE 자동고장검출기능 유무
원자로보호계통 중

디지털 부분 불안전도
비고

1 자동고장검출기능 없을 경우 8.55E-07

2 자가진단만 존재하는 경우 2.55E-07

3
자동논리시험과 자가진단이

존재하는 경우
6.41E-08

이외에도 주기시험 자동화에 따른 채널우회 최소화 효과를 검토하였다. 기존

디지털 기반 발전소보호계통의 정기검사 (30일 주기)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은 약 일주일 정도이므로 한 개의 채널이 우회되는 시간은 7일이다. 정기검사

기간 외에는 네 개의 채널 모두 정상 동작한다면 한 달 동안의 한 채널의 운

전모드 비율은 우회운전(2/3 논리) 23.3%, 정상운전(2/4논리)이 76.7%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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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평균적인 신뢰도 손실효과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5-7)

여기에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인적오류 요인 등을 포함하여

채널 우회로 인한 안전성 감소효과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2.5-8)

따라서 주기시험 자동화에 따른 채널 우회시간 단축만으로 약 10% 정도의 안

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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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분야

분기별 추진일정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QA/형상관리 이행 및 감사

안전등급 PC 각종시험 및 품질인증

안전등급 PC 기기검증 시험

안전등급 PC/RTOS 상용인증 문서
작성

안전등급 PC/RTOS TR 작성

통신망 단위․통합․기능․성능 시
험

통신망 HW/SW 제작․구현 보완
및 독립검증

통신망 설계문서 작성․개정 및 독
립검증

통신망 TR 입력자료 작성

자동논리시험 설계․시제품 구현․
시험

자동논리시험 대책/입증자료 확보

자동논리시험 설계문서 작성

CPLD/FPGA 개발/검증기법 적용
Case study 및 독립검증

CPLD/FPGA 개발/검증 최적화방
안 제안

CPLD/FPGA 개발방안 원전적용
타당성 검토

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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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
정

번
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연차

실적물

형상
등록

1 RNV-PCD-RR101
안전등급 PC
중요특성 분석
보고서

00 09.04.08 이현철 박원만
필수
기술
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1차년도 OK

2 RNV-CMN-SR10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B-NSDN)
설계요건서

00 09.06.02 김동훈 박기용
필수
기술
개발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차년도 OK

3 RNV-CMN-SEP102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B-NSDN)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서

00 09.06.05 박기용 김동훈
필수
기술
개발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차년도 OK

4 RNV-CFP-DG101
CPLD/FPGA
설계지침서 00 09.07.31 박기용 김동훈

필수
기술
개발

CPLD/FPGA 1차년도 OK

5 RNV-CFP-SCG141
CPLD/FPGA
코딩지침서 00 09.07.31 박기용 김동훈

필수
기술
개발

CPLD/FPGA 1차년도 OK

6 RNV-PCD-RR102
안전등급 PC
선정보고서 00 09.07.31 이현철 박원만 필수

기술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1차년도 OK

2. 연구개발 추진 실적

가. 안전등급 컴퓨터 원전적용 추진 실적

- 2009년 4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신울진 1,2호기 MMIS에 적용을 위한 171

대의 PC 및 181대의 LCD에 대한 견적을 의뢰받아 (주)엘림시스가 기술사

양 및 견적을 제출함.

- 2009년 11월 원전 계측제어심포지움(NuPIC) 행사에 (주)엘림시스의 원전

안전등급용 PC 및 LCD 전 제품을 전시함.

- 2010년 5월 SMART원전용 Soft control에 적용할 일체형 PC를 한국원자력

연구원 SMART표준설계팀에 공급함

- 2010년 7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신울진 1,2호기 MMIS에 적용을 위한 189

대의 PC 및 LCD에 대한 견적을 의뢰받아 (주)엘림시스가 견적서를 제출

함.

- 2010년 8월 대한전기협회 주관의 "2010 KEPIC-Week"에 (주)엘림시스의

원전 안전등급용 PC 및 LCD 전 제품을 전시함.

- 2010년 8월말에 두산중공업의 입찰초대를 받아, 신울진 1,2호기 MMIS용

안전등급 PC (약 200대) 및 LCD (약 200대)에 대한 제안서를 9월에 제출

함(Westinghouse, GE 등의 해외 공급사와 경쟁중이나 기술 및 가격면에

서 경쟁력이 있어서 채택가능성이 높음).

나. 원전 계측제어 안전계통 국산화 설계문서 개발 실적

[최종 형상상태기록장부 상황(2010.8.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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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
정

번
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연차

실적물

형상
등록

개발

7 RNV-CFP-SDG131
CPLD/FPGA
설계명세 작성
지침서

00 09.08.07 오인석 김동훈
필수
기술
개발

CPLD/FPGA 1차년도 OK

8 RNV-CFP-SRG121
CPLD/FPGA
요구사항명세
작성지침서

00 09.08.07 황인구 김동훈
필수
기술
개발

CPLD/FPGA 1차년도 OK

9 RNV-CMN-IR10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연계사양서

00 09.08.11 김동훈 박기용
필수
기술
개발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차년도 OK

10 RNV-CMN-DS10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설계사양서

00 09.08.12 박기용 김동훈
필수
기술
개발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차년도 OK

11 RNV-PTA-RR101
주기기능시험
자동화 인허가
대책보고서

00 09.08.12 허섭 박재창
필수
기술
개발

주기시험
자동화 1차년도 OK

12 RNV-PCD-SEP101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계획서 00 09.08.13 박원만 이현철

필수
기술
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1차년도 OK

13 RNV-CMN-DS102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프로토콜
명세서

00 09.08.14 김동훈 박기용
필수
기술
개발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차년도 OK

14 RNV-PTA-RR102
주기기능시험
자동화 적합성
평가보고서

00 09.08.14 허섭 김정택
필수
기술
개발

주기시험
자동화 1차년도 OK

15 RNV-CMN-SRS12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00 10.01.19 김동훈 박재창
필수
기술
개발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2차년도 OK

16 RNV-CFP-SRS12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
모듈(DMS5012C)
FPGA 로직
요구사항명세서

00 10.01.20 황인구 김동훈
필수
기술
개발

CPLD/FPGA 2차년도 OK

17 RNV-PCD-QTP101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절차서

00 10.01.25 이현철 박원만
필수
기술
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2차년도 OK

18 RNV-CFP-SDS13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
모듈(DMS5012C)
FPGA 로직
설계명세서

00 10.03.06 박재창 김동훈
필수
기술
개발

CPLD/FPGA 2차년도 OK

19 RNV-CFP-STG15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모듈(DMS
5012C) FPGA
로직
통합시험계획서

00 10.03.10 최종균 차경호
필수
기술
개발

CPLD/FPGA 2차년도 OK

20 RNV-CFP-SCS14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
모듈(DMS5012C)
FPGA 로직
코딩명세서

00 10.03.20 오인석 김동훈
필수
기술
개발

CPLD/FPGA 2차년도 OK

21 RNV-CMN-SDS13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00 10.04.30 김동훈 박재창 필수
기술

대용량
통신망 개발

2차년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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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
정

번
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연차

실적물

형상
등록

SDN)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개발 및 검증

22 RNV-CMN-STR10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시험계획서

00 10.05.07 손광섭 박기용
필수
기술
개발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2차년도 OK

23 RNV-CMN-STP10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시험절차서

00 10.05.18 손광섭 박기용
필수
기술
개발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2차년도 OK

24 RNV-CFP-STR15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모듈(DMS
5012C) FPGA
로직
통합시험보고서

00 10.06.15 최종균 차경호
필수
기술
개발

CPLD/FPGA 2차년도 OK

25 RNV-CMN-STR14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단위모듈
시험보고서

00 10.06.17 손광섭 박기용
필수
기술
개발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2차년도 OK

26 RNV-PCD-RR102
안전등급 PC
선정보고서 01 10.07.16 이현철 박원만

필수
기술
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2차년도 OK

27 RNV-PTA-RR103
주기기능시험
자동화설비
개발보고서

00 10.07.16 허섭 황인구
필수
기술
개발

주기시험
자동화 2차년도 OK

28 RNV-PCD-RR101
안전등급 PC
중요특성
분석보고서

01 10.07.19 이현철 박원만
필수
기술
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2차년도 OK

29 RNV-PCD-SEP101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계획서 01 10.07.20 박원만 이현철

필수
기술
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2차년도 OK

30 RNV-PTA-SVR122

주기시험
자동화에 따른
신뢰도/안전성
분석보고서

00 10.08.03 허섭 황인구
필수
기술
개발

주기시험
자동화 2차년도 OK

31 RNV-PCD-QTR101
안전등급 PC
성능검증 보고서 00 10.08.15 이현철 박원만

필수
기술
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2차년도 OK

32 RNV-PCD-RR103
안전등급 PC
상용인증보고서 00 10.08.20 이현철 박원만

필수
기술
개발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2차년도 OK

33 RNV-CMN-STR16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계통시험
보고서

00 10.08.27 손광섭 박기용
필수
기술
개발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2차년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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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가. 특허

번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등록번호
발생

차수

1 발명특허

디지털 원자로 보호

계통의 자가 논리 시험

장치 및 방법

2009-07-28

(2009-00695

15)

한국 1차년

2 발명특허
디지털 공학적

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2009-07-28

(2009-00695

16)

한국 1차년

3 발명특허

AUTOMATED

PERIODIC

SURVEILLANCE

TESTING METHOD

AMD APPARATUS

IN 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2010-04-01
미국,

중국
2차년

4 발명특허

디지털

발전소보호계통의

주기적 건전성 시험의

자동화 방법 및 장치

2009-12-23

(2009-01298

18)

한국 2차년

나. 프로그램 등록

번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등록번호
발생

차수

1 프로그램

Switching Mac

Board의 송수신 H/W

제어 프로그램

2009-12-15 2009-12-15 한국 2009-01-243-007347 2차년

2 프로그램

PLC와 광통신을

이용한 Switching Data

자동수신 프로그램

2009-12-15 2009-12-15 한국 2009-01-243-007349 2차년

3 프로그램

PLC와 광통신을

이용한 Switching Data

자동 송신 프로그램

2009-12-15 2009-12-15 한국 2009-01-243-007345 2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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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논문

게재 or

학회발표)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

(국내

,

국외)

SCI

여부

발생

차수

1 논문게재

원자력발전소

안전필수시스템

고장허용능력에 대한

자가진단기능 저하

영향분석

허섭 등 대한전기학회지 2010-08 국내 x 2차년

2 논문게재

computational model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attention, memory, and

mental models on

situation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

operators

이현철

등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

2009-08 국외 0 2차년

3 학회발표
CPLD/FPGA 국내외

기술기준 및 표준
최종균 한국원자력학회 2009 국내 x 1차년

4 학회발표

Experiences of an

FPGA-based

Safety-critical System

Development for an

Application to Nucelar

Power Plants in Korea

최종균

1st Workshop on

the Application of

FPGA in NPP

2008 국외 x 1차년

5 학회발표

A New Automatic

Periodic Test Method

For The 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허섭 등
ANS

NPIC/HMI-2009
2009-2-9 국외 x 1차년

6 학회발표

Analysis of Critical

Characteristics for

Safety Graded Personnel

Computers in the KNICS

Architecture

이현철

등

2009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05 국내 x 1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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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제품

1)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시제품

본 과제에서는 1종의 PC 및 4종의 LCD를 상용인증하였다. 상용인증시 필

수적인 기기검증(EQ)을 수행하기 위하여 5개의 모든 제품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기구(fixture)를 설계.제작하였다.

기구는 실제 제품이 설치되는 캐비닛과 판넬의 특성을 고려하여 컴퓨터 코

드를 사용한 해석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계하였고, 이동 및 기능시험

을 위한 손잡이, 바퀴, 케이블통로, VGA분배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3.1-1에서는 19인치 LCD와 12.1인치 LCD가 Rack과 판넬에 설

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1-2에서는 상단부터 17인치 LCD, 6.4

인치 LCD, 그리고 PC가 설치된 장면이다.

그림 3.1-1 19“와 12.1” LCD 장착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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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17“, 6.4”LCD와 PC 장착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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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용량 안전통신망 시제품

그림 3.1-3 은 제작된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통신 교환장치이다. 각 장치

간 통신은 광케이블을 이용한 Full duplex 방식으로 통신한다. 통신 교환장

치는 SCM(Switching Control Module)과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로 구성된다. SCM(Switching Control Module)은 수신된 메시지를

분석하여 목적지 주소로 스위칭하는 역할을 하며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은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3.1-4 참조).

그림 3.1-3 제작된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 통신 교환장치

그림 3.1-4 제작된 SCM(Switching Control Module)과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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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제작된 통신 노드장치의 통신 모듈(좌:PC용 우:PLC용)

그림 3.1-5 은 통신 노드장치에 장착되는 통신 모듈이다. 통신 노드장치의

통신모듈은 NIM(Node Interface Module)과 PIM(PC/PLC Interface

Module)로 구성되고 NIM(Node Interface Module)과 PIM(PC/PLC

Interface Module)은 그림 3.1-6와 같이 하나의 보드로 제작하였다. PC용

통신 모듈은 PCI 버스를 이용하여 PC와 연계하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용 통신 모듈은 POSAFE-Q의 프로세서 모듈과 버스를 통

해 연계한다.

3) 자동주기시험 입증기술 시제품

본 연구를 분류하면 주기시험 자동화 적합성 평가, 주기시험 자동화 설비

개발, 그리고 주기시험 자동화 입증자료 개발이다. 주기시험자동화 적합성

평가에서는 자동논리시험의 인허가 적합성, 기능 및 성능 적합성에 대한 평

가를 수행하였다.

주기기험 자동화설비 개발에서는 자동논리시험을 주기시험에 활용할 때 필

요한 논리개선사항과 시험 지원설비를 개발함으로써 실제 발전소 적용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기시험 자동화 입증자료는 자동논리시험과 주기시험

자동화설비를 정기검사에 활용할 경우에 대한 안전성과 가용성 향상 정도

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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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자동주기시험 입증기술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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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시험 자동화 설비는 시험 및 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 시험 및 진단

이력 디스플레이 등을 위해 산업용 컴퓨터로 구성되며

원자로보호계통과는 단방향의 이더넷으로 연결된다.

주기시험 자동화설비의 구성은 시제품과 같이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보수요원이 상주하는 공간에 배치할 수도 있고 제어실

정보계통의 한 모듈로 장착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휴대용으로

만들어 보수요원이 기기실 시스템 캐비닛에 직접 연결하여 주기시험시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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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1. 각 기관/기업별 역할 및 추진 내역

그림 3.2-1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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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인증을 위한 기기검증(EQ)와 품질보증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탁기관인

(주)엘림시스가 주로 담당하고 전체적인 상용인증을 위한 분석 및 평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당하였다. 상세한 기관별 역무 분담이 그림 3.2-1에

나타나 있다.(주)엘림시스는 본 과제의 2차년도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되

어 1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엘림시스는 기기검증 및 신뢰도 분석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시하여, 본 과제에서 상용인증을 위한 필수특성 확인 및 수락평

가시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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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1.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국내 원전에서 안전등급 컴퓨터는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시스템인

원자로보호계통(RPS),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 노심보호연산

기계통(RCOPS) 등의 보호계통과 주제어실 안전정지반(safety console)에 설치

되는 운전원모듈, 지시 및 경보계통(QIAS-P), 그리고 운전원 워크스테이션과

안전정지반에 사용되는 소프트제어기(soft control) 등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신울진 1,2호기 기준으로 안전등급용 PC 및 LCD의 수요량은 한 호기당 100여

대 수준이며, 국내 최초 디지털보호계통을 도입한 울진5,6호기부터 계속하여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안전등급용 PC 및 LCD는 원전 품질보증체계인 ASME NQA-1에 따라 설계

제작된 제품은 전무하며, 상용인증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제품을 확보하는게 상

례이다.

본 과제를 통해 국내업체의 PC 및 LCD를 상용인증함으로써 외국산 제품보다

고성능이며 경제성있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품을 확보하게 되었다.

두산중공업은 수 차례 본 과제에서 상용인증한 (주)엘림시스 제품들에 대한

상용인증 과정과 경제성을 타진해왔으며, 2010년 8월에 신울진 1,2호기 MMIS

에 적용할 안전등급용 PC 및 LCD에 대한 입찰에 초대하였다.

상용인증한 PC 및 LCD는 신뢰성, 성능, 경제성, 유지보수성 등의 측면에서 장

점을 가지고 있어서, 신울진 1,2호기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 자동주기시험 입증기술

원전 안전계통은 정기적인 검사 (주기시험)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아

날로그 방식의 안전계통은 기존의 주기시험방식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지만 디

지털 방식의 안전계통의 주기시험은 현재 아날로그 기반 계통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디지털 기잔 시스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

고 있다.

향후 국제적으로 건설되는 모든 안전계통은 디지털 기반 시스템으로서 주기시

험의 자동화는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시험을 자동화할 경우 호기 당 약 일주일 소요되던 주기시험 시간을 1일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전계통의 가동률과 안전성 향상 효

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호기당 일년에 약 100 man-day 정도의 인건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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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디지털 안전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지 확률이

약 3 배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따른 경제성 향상효과도 있다.

향후 건설될 모든 신규원전과, 적어도 한번 이상 수행될 가동원전의 노후화된

설비교체에는 컴퓨터 기반의 안전계통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신규원전 건설 및 가동원전에 필요한 디지털 안전계통 설치 대수가 821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및 가동원전의 원전 1호기 당 주기시험 자동화

에 따른 경제성 제고 비용을 년간 약 0.5억원이라 추정하였을 때, 2030년까지

821기 * 0.5억* 20년 = 약 8 천억원에 이를 것이다.

3. 대용량 안전통신망

현재 원전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망은 웨스팅하우스의 HSL과 AF-100, 지멘스

의 SINEC H1, L2 및 국내 POSAFE-Q의 HR-SDL과 FMS이다.

안전필수 제어망에 사용되고 있는 HSL, SINEC H1, HR-SDL은 모두 일대일

데이터 링크 방식으로서 궁극적으로 고 용량의 다대다 통신망 방식이 아니다.

AF-100, SINEC L2, FMS는 다대다 통신망 방식으로서 안전상태 데이터 전송

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효 전송용량이 1~3 Mbps에 불과하다.

개발된 B-NSDN 통신망은 다대다 통신망으로서, 실효용량이 20 Mbps를 넘으

며, 안전필수 및 상태 데이터 전송망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계통기능의 확대 개선에 따른 대용량 통신망의 요구는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신규원전의 사용은 물론이고, 기존 원전의 개선시에도 기존 통신망의 대체에

사용될 것이며, 그 시장성은 수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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