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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S 원천기술 도출

Ÿ IT 융합 신개념 계측제어 구조 제안

Ÿ IT 융합 기술에 의한 원전성능 및 이용률 향상위한 방안

Ÿ IT기술을 활용한 원전 자동화 수준 향상

Ÿ 통합 감시.진단.예측. 정비시스템 개발 타당성

Ÿ 디지털 IT기반 주제어실의 운전성 향상 방안

Ÿ MMIS 이머징 인허가현안 대책기술

2.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Prototype 개발

Ÿ Halden Reactor Projec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도구선정

Ÿ 원자력-IT 융합 Prototype 개발

Ÿ Prototype 성능분석 및 평가

3.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원천기술 개발

과제 제안

Ÿ MMIS 원천기술과 Prototype에 기반한 과제제안서 작성

Ÿ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과제 제안서 선정

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원천기술 개발 기획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디지털 원자로 안전계통(하드웨어 플랫폼)을 국산화 달성후 신울진 1,2호기

적용하여 세계 3강 수준의 기술력 확보하고, 세계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는 IT융합 기술 기반한 소프트웨어, 컨텐츠분야의 원천/핵심기술 개발 필요성 대

두되어 원자력-IT 융합에 기반한 MMIS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이 필요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최종 목표

• 원전 MMIS분야의 변화하는 기술추이에 맞추어 원전 MMIS에 원자력-IT 융

합 기술을 적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과

제를 도출하여 중장기 신규과제로 제안하기 위한 기획 및 사전연구

2.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Ⅳ. 연구개발결과

l 원전 계측제어 구조에 신개념 미들웨어 적용, 미래 원전 운전자동화,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원전 주제어실 설계 및 검증 기술, 소프트웨어 Dependability 및 사

이버보안 기술 등 도출

l 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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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에 상주하는 원자로운전원 (Reactor Operator, RO)이 현

장운전원 (Local Operartor, LO)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수행내용이 RO가 의

도된 바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프로토타입 완성

l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발” 과제

기획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원자력-IT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기획된 과제를 수행하므로써 미래 MMIS 패

키지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MMIS 구축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후속 상용원전 또는 제4세대 원전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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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objectives Contents and Scope

1. Driven MMIS core

technology based on

nuclear-IT convergence

Ÿ Propose a new concept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cheme

based on IT convergence

Ÿ Suggest a method to improve plant performance and

utilization through IT convergence technology

Ÿ Increased levels of plant automation utilizing IT technology

Ÿ Feasibility of the development for the integrated monitoring

diagnostics prediction and maintenance system

Ÿ Suggest a method to improve operability of digital IT-based

main control room

Ÿ licensing issues of the MMIS emerging technology

2. Development of

MMIS Prototype based

on nuclear-IT

convergence

Ÿ Selection of software tools developed by Halden Reactor

Project

Ÿ development of the prototype based on nuclear-IT

convergence

Ÿ Performanc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developed

prototype

SUMMARY

I. Title: Plann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MMIS Core Technology based on

Nuclear-IT Convergence

II. Objective and Necessity

After the localization of the digital reactor safety systems (hardware

platform), it is being applied to the Shin-uljin unit 1&2 construction. We

established the world's third level technology. But in order to ensure global

competitiveness, nuclear-IT convergence technology-based core technology of

software and content areas need to develop is emerging. The Plann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MMIS core technologies based on nuclear-IT convergence is

required.

Ⅲ. Content and Scope of Research

1. Final Objectives

It is the planning and pre-study to propose a new long-term project which

develop core technology equipped with global competitiveness to meet the

changing technology in the field of nuclear power plant based on nuclear-IT

convergence technology.

2. Detailed Research Contents and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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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pose the long term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MMIS

core technology based

on nuclear-IT

convergence

Ÿ Write project proposals for the MMIS core technology

based on developed Prototype

Ÿ Selection of the proposed proposal for long-term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Ⅳ. Research Results

Ÿ Drive nuclear-IT convergence technologies such as middleware applied new

concept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architecture, automated operation

of future nuclear power plant, virtual reality/augmented reality, design and

verification technology of a nuclear power plant main control room, software

dependability, and cyber security technology

Ÿ Write state-of-the-art report for the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based

on IT convergence

Ÿ A prototype which implemented related equipment and software subject to

nuclear reactor operator that reside in the main control room (Reactor

Operator, RO) order to a on-site operator (Local Operartor, LO) and confirm

the task performance matches the RO's intension

Ÿ  "IT Convergence intelligent instrumentation and control technology" project

planning for the Fourth Nuclear Powe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long-term plan

Ⅴ. Other ap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Through the convergence of nuclear-IT technology planned to perform tasks

in doing MMIS package needed to build the future by developing the core

technology. It will be established the world's highest technology in the MMIS to

obtain core technology. It also can be applied to the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or the fourth-generation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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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원전 계측제어 연구분야에서는 원자력중장기 연구개발 초기에 참여

하여 확보한 원천/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원자로 안전계통(하드웨어 플랫

폼)의 국산화를 달성하였다. 원전 디지털 원자로 안전계통에 공통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등급 디지털 제어기기(PLC)를 안전등급 제어기기에 요구되

는 모든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 따라 개발하였으며,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의

최대 현안인 철저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을 수행하여 규제기관의 인허가 승인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PLC 플랫폼

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원자로 안전계통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원자로 안전계

통은 원자로 보호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으로 구성된다. 원자로 보

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은 원전에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원자

로를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플랫폼으로 안전등급 제어

기기를 사용하며, 원자로 정지가 필요할 때 항상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4중화 구조로 설계하며, 세계 최초로 자동주기시험 기능을 채택하

였으며, 규제기관의 인허가 승인을 획득하였다.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

어계통(Engineered Safety Feature-Component Control System, ESF-CCS)은

원전에 사고 상황이 발생하면 원자로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핵심

안전기능을 수행하며, 규제기관의 인허가 승인을 획득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

는 신울진 1,2호기 적용하여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세계 3강 수준의 기술력 확

보 및 산업체 기술이전하였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기술만으로는 글

로벌 경쟁력 학보가 어려우므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T기술(Information

Technology)를 기존 원자력 기술과 융합하여 추후 적용 가능한 MMIS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과제의 기획이 본 과제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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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가. 기술적 측면

세계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T융합 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컨텐츠분야의 원천/핵심기술 개발 필요성 대두되었으며, 하드웨어 플랫폼 개량

과 원전 MMIS 소프트웨어 분야 원천기술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

하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IT기술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예산 투입없이 기술

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이다. 원자력과 융합이 가능한 IT기술은 원자력분야 뿐

만아니라 비원전분야에서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산업인 국방산업, 항공우주, 고

속철도, 방사선의료기등의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선진국에서 개발중이거나

개발된 기술의 이전을 기피하는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기

술자립을 이룩함은 물론이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원전 분야에서 IT기술과 융합한 첨단 기술의 자립은 국내 원전기술에 대

한 대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 및 신

뢰성을 향상시켜 대 국민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에서의 정보화 마인드

를 확산할 수 있다.

2. 현기술 상태의 취약성

IT기술과 융합한 무선통신 기술,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검증시험과 관련 인허가요건이 확

보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앞으로의 전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규제기관의 인허가/규제 입장도 변화할 것이며, 따라

서 앞으로 원자력-IT 융합기술이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에 까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원자력-IT 융합기술을 원전에 접목하므로써 안전성 향상과

이용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한 계측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므로 비상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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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미래원전기반 IT융합

기술 개발 과제 도출

- 미들웨어 기술 적용한 IT융합 신개념 계측제어구조 제안

- 지능형운전지원시스템

- 원전 자동화 수준 향상

- 통합 감시.진단.예측. 정비 시스템

- 가상현실/3D 정비훈련시뮬레이터

2. 디지털 IT기반 주제어

실의 운전성 향상기술 개

발 과제 도출

- 디지털 작업 환경의 협업 지원 Interface

- 디지털 환경의 운전 수행 능력 평가 방법

- e-plant를 위한 최적 운전조 구성 및 기능 할당

3. MMIS 이머징 인허가

현안 대책기술 개발 과제

도출

- 디지털 시스템 안전 기술

- 디지털 시스템 보안 기술

- 첨단 IT 기술적용에 따른 인허가현안대책기술

목 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원천기술 도출

- IT 융합 신개념 계측제어 구조 제안

- IT 융합 기술에 의한 원전성능 및 이용률 향상위한 방안

- IT기술을 활용한 원전 자동화 수준 향상

- 통합 감시.진단.예측. 정비시스템 개발 타당성

- 디지털 IT기반 주제어실의 운전성 향상 방안

- MMIS 이머징 인허가현안 대책기술

2.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Prototype 개발

- Halden Reactor Projec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도구

선정

- 원자력-IT 융합 Prototype 개발

- Prototype 성능분석 및 평가

3.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원천기술 개발

과제 제안

- MMIS 원천기술과 Prototype에 기반한 과제 제안서

작성

-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과제 제안서 선정

- World Best Software 과제 제안서 선정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가. 최종 목표

원전 MMIS분야의 변화하는 기술추이에 맞추어 원전 MMIS에 원자력-IT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를 도출하여 중장기 신규과제로 제안하기 위한 기획 및 사전연구

2.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가. 1차년도

가.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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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EU의 아레바는 Teleperm-XS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개발하여 유럽의 신

규원전 뿐만 아니라 가동원전 시장을 석권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NRC 인허가를 획득

◉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AC160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머지않

아 폐기하고 개선된 성능을 갖는 새로운 제어기기를 상용인증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시바는 산업용으로 사용된 미쓰비시 제어기기를 상용인증한 후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 NRC에 인허가를 신청하였음

◉ 대만은 발달된 산업전자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 MMIS를 완성한 후 중

국 본토 원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TAINICS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후쿠시마 사태이후 중담됨

◉ 노르웨이 할덴에서는 원전 주제어실 설계 및 검증에 가상현실/증강현실

을 이용하고 있음. 원전 주제어실 설계에서는 워크스테이션의 배치, 운

전원의 시야 범위와 시야 각(角), 디스플레이 장치의 위치, 운전원의 표

준 치수를 고려한 제어반의 높이와 크기 조정, 주제어실 내에서의 운전

원들의 소통과 시선교차 실험에 활용하고 있음.

◉ 노르웨이 할덴에서는 IT를 활용하여 운전절차서 전산화, 진단시스템, 사

고진단시스템, 노심감시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유럽 일부 국가의 원전에

시범 적용하고 있음.

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실적

◉ 산업계 동향 :

- 두산중공업과 포스콘(현 포스코ICT)는 2001년부터 7년간 원전계측제

어시스템개발 사업단 과제에 참여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원전 안전등급 제어기기 및 디지털 원자로 안전계통(RPS, ESF-CCS)

국산화 달성하였으며, 사업자 주도로 엄격한 기술 평가를 통과하여 신

울진 1,2호기 적용 결정

- 원자력발전소의 각 계통을 3차원 형상을 이용하여 모의하는 윈도우

기반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시뮬레이

터 시제품 개발

◉ 학계 동향 :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원전 정비지원시스템을 대학에

서 Prototype 수준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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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 동향 :

- 2001년부터 7년간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 사업단 주도로 원전 안전

등급 제어기기(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코ICT)와 디지털 안전계통(한국

원자력연구원, 두산중공업) 개발하여 규젝기관의 인허가 획득.

- 디지털 기술의 원전적용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요건 및

변화된 사업자의 기능/성능요건을 만족하는 틈새기술을 완성하여

MMIS 패키지의 원전적용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

+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자동논리시험 원전적용 연구

+ 대용량 안전통신망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FPGA/CPLD) 원전적용 연구

- 가동중 원전에서 종사자 인적오류 대책 및 인적요소관리체계 개발

[국내외 동향분석]

◉ 통합감시진단 운전지원시스템은 발전소 운전상태 및 주요기기의 성능을

감시하여 그 정보를 주제어실에 디스플레이하는 감시시스템(Monitoring

System), 원전에서 이상상태 발생시 생성되는 많은 경보들을 표시하는

경보시스템, 발전소 기기나 프로세스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예

측 및 진단하는 고장진단시스템(Fault Diagnosis System)으로 구성된

다. 운전지원을 위해 수행되는 작업 중 가장 핵심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원의 원전 상황 판단을 지원하며, 원전의 각종 운전 정

보를 받아서 원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수행한다.

◉ 운전절차전산화시스템은 모든 운전절차서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운전원은 전산화절차서 시스템을 통하여 원하는 절차서를 검색하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운전 절차서들이 전산화됨으로써 운전

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절차서를 더 찾고 보기 편하게 만들고, 여러

기능들을 넣어서 운전원의 실수를 줄여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COMPRO(Computerized Procedures), ImPRO, COPMA(Computerized

Procedure Manual) 등의 전산화절차서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COMPRO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각 스텝을 넣어 개발하였고

COPMA는 Basic 같은 절차서 언어를 통하여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 방사선 또는 고온의 위험구역에 위치한 원자력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

하여 작업자는 빠른 시간 내에 보수작업을 완료하고 위험지역에서 벗어

나야 하므로 사전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충분히 숙달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실제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가상현실 기술은 3D 기술과 접목하

여 현실 세계를 시각화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으므로 가상현실/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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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응용한 훈련설비를 개발하여 안전한 훈련환경으로 제공한다.

◉ 주제어실 설계 공정에서 초기단계부터 검증활동이 개입되면 주제어실

레이아웃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상현실

환경은 설계 초기부터 검증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설계 공정 후

반부에 발견될 설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가상현실 주제어실 환

경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최근 분산컴퓨팅 도입이 확산 되면서 센서, 하드웨어 플랫폼, 프로토콜

및 통신 등을 연결하여 통신 및 인터페이스가 이기종간 및 다양한 플랫

폼에서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들웨어 필요성이 등장

함에 따라 점차 하드웨어 플랫폼이나 운영체제와 독립적으로 응용 소프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미들웨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세

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미들웨어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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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원천기술 도출

국내에서는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PLC와

DCS를 개발하였으며, 디지털 안전계통/비안전계통 등을 개발 완료하여 원전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분야 원천기술 확보로 원전 MMIS의

국산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T융합 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컨텐츠분야의 원천/핵심기술을 개발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적용기술을 도출하였으

며, 관련 기술현황분석보고서로 작성하였다 [1]. 본 보고서에서는 원전에 적용되

는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중심으로 IT 기술에 대하여 언급하고, 최첨단의

IT 기술을 원전과 융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

술현황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전에 적용되는 IT 기술

- 원자력-IT 융합기술

+ 무선통신 기술 원자력 응용

+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

+ 포켓용 전산장비 응용

+ 가상현실과 모바일 기기의 융합

+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기 또는 프로세스 고장 진단

+ 경보원인추적 기술

- 적용 가능한 IT기술

+ 소프트웨어 안전성숙도 기술

+ 미들웨어 기술

+ 사이버보안 기술

제 2 절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프로토타입 개발

1. 프로토타입 개요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3D모델링과 가상현실 플랫폼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나 본 과제 구

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으로 OECD/NEA 산하 Halden Reactor

Project에 참여 연구원(이현철박사)을 파견하여 수행하였다.

본 프로토타입의 목적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이 원자력발전소 운전원간의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도구임을 보이는 인터페이스 프로토타

입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실감형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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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기술은 전통적으로 운전원의 교육과 훈련에 국한하여 그 효용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운전원간의 의사소통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

다. 이런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통해 차기 과제 발굴 및 OECD/NEA HRP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국내에서 개발하지 못하고 OECD/NEA HRP의 도움

을 통해 구현하려는 이유는 우선 OECD/NEA HRP가 약 20여년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현재도 활발히 연구활동을 수행하

고 있기에, 그동안 쌓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빠른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또한 원자력분야에 특화된 연

구성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KAERI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한다면 OECD/NEA HRP와의 협력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등의 시간적,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

다.

2. OECD/NEA Halden Reactor Project

1961년에 설립된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opment)라 불리우는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96에 29

번째로 가입하였다. 2011년 현재 34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

에 두고 있다.

OECD산하기관인 NEA는 Nuclear Energy Agency이며 30여개 나라가 가입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다.

HRP (Halden Reactor Project)는 OECD/NEA의 후원하에 참여국(회원국)들

이 매년 일정금액을 공동제공하여 운영하는 국제기관으로서, 원전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분야는 MTO (Man, Technology and Organization)라고 불리우며, 주

로 인간공학 및 운전자동화, 운전원지원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인 인간기계연계시

스템(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 1]은 현재 HRP의 조직 및 구성원을 보여준다. 현재 최고 지

위인 Program Manager는 20년이상 MTO분야를 담당하여온 Mr. Øwre가 맡고

있다. 2011년 현재 이탈리아가 중도 탈퇴하였다가 재가입한 상태이고, 중국이

곧 새로운 가입국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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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RP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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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토타입 개발

개발하려는 원자력-IT융합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프로토타입은 하나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아니다. 여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정보통신 기술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보통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 프로토타입에 포함된다.

프로토타입은 일련의 작업과정으로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개발하려는 프

로토타입은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에 상주하는 원자로운전원 (Reactor

Operator, RO)이 현장운전원 (Local Operartor, LO)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수행내용이 RO가 의도된 바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

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토타입은 하나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아닌, 각 정보통신기

술이 활용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형태의 동영상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

작업을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려는 작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2005년 울진 3발전

소에서 주제어실 운전원과 현장운전원과의 의사소통상의 문제(상호 확인 불충

분)로 인해 발전소가 불시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일 정보통신기

술이 의사소통을 잘 지원한다면, 원자로운전원이 현장의 작업을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울진 3발전소에서의 불시정지와 같은 사고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HRP측에서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소개를 먼저 요구하였다. 원하는 프로토타

입을 파악하고 적용가능한 기술을 규명한 후, 기간내 완성할 수 있는 지를 평가

해보고 개발작업을 진행하려는 의도였다. KAERI가 작성한 프로토타입의 초안

(스토리보드)은 다음 [표 1]와 같았다. 그리고 작성한 초안을 HRP 담당자에게

설명하였고, 각 기술에 관련된 HRP 담당자와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 그리

고 주어진 시간내에 구현 가능성 등을 토의하여 다음 [표 2]과 같이 스토리보드

를 수정하였다.

프로토타입을 위한 각 소프트웨어 작업 및 하드웨어 준비는 주로 2주와 3주

차에 수행하였다. 프로토타입의 시연환경은 HRP측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즉 발전소 건물배치 및 주제어실, 현장제어반 등의 운전환경은

모두 HRP측이 프랑스의 EdF 시설과 Halden Reactor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데이터들은 HRP의 연구수행을 위해 활용하였거나 사용

하고 있는 데이터들로서 Joint Program하에서 취득한 내용이어서 KAERI가 활

용가능하였다.

먼저, 제어실에 상주하는 RO와 현장제어반으로 이동하여 현장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는 LO 사이의 통신수단인 video conferencing을 위해 VNC (Vir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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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rom

(Subject)
To Content Required Interfaces Potential technologies that 

HRP has developed
Comments for video 
recoding

1 RO LO

Ask LO to go to Local 
and to perform 
maintenance job on the 
basis of a related 
procedure

Paging or phone call VR(?, maybe nothing-real 
phone?)

splitted screen: RO at left 
side, LO at right side

2 LO LO
Go to Local and confirm 
the component (or Local 
control panel)

(1) navigation program 
and artificial messages 
near the component that 
include unique label, 
description, related 
maintenance procedures 
and manuals
(2)targetcomponent,suchasa
valveorpump

(1) Tablet (Alex): add 
navigation arrows and 
messages appearred near 
the component
(2)VR(HAMLAB,assemblean
ddisassemble),ormultitouchi
nterface

video catches LO move by 
using navigation inforation 
on the tablet, and confirm 
the component by looking 
at the massages

3 LO LO

Perform a step in the 
procedure ( for instance, 
LO  disassemble and 
assemble the component)

(1) procedure steps are 
shown on the tablet
(2)targetcomponent,suchasa
valve,pump,orassemblyshow
nattheVRroomorsecondaryc
ontrolroom(SCR)

(1) Tablet (Alex): add 
procedure steps appearred 
near the component or on 
a pop-up windows
(2)VR(HAMLAB,assemblean
ddisassemble),ormultitouchi
nterface

video catches LO looks at 
the tablet which shows 
procedure steps, and then 
catches LO is acting to 
control the component

4 LO LO Takes a snapshot 

Camera to capture 
pictures showing that the 
work has done well and 
program to show recorded 
pictures 

Tablet (Alex): camera
video catches LO is taking 
pictures and checking the 
recorded pictures

5 LO RO Send pictures to RO button labeled "send 
pictures"

Tablet (Alex): camera or 
dedicated button

video catches LO is 
pressing the button on 
the tablet

6 RO RO Identifies a new data indication such as a 
flashing indicator

monitor in the SCR: 
showing a LO send 

video catches RO 
recognize an indication by 

[표 1] 스토리보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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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rom

(Subject)
To Content Required Interfaces Potential technologies that 

HRP has developed
Comments for video 
recoding

pictures through an 
indication. looking at the monitor

7 RO RO Inspect pictures to know if 
a step has done correctly

procedure steps and 
pictures sent by LO

monitor in the SCR: 
showing (1) procedure 
steps that LO should 
follow and (2) pictures 
sent by LO

video catches RO compare 
procedure steps and 
pictures

8 RO LO

Send a confirm message 
to LO so that LO can 
move the next step in the 
procedure

button labeled "confirm"
monitor in the SCR: 
provides a button labeled 
"confirm"

video catches RO press 
the button

9 LO LO Receive the confirm 
message

a pop-up message saying 
"the step is confirmed. Go 
to next step!"

Tablet (Alex): generate a 
pop-up window

video catches LO read the 
message on the tablet

10 LO LO Press the pop-up message

in case LO press the 
pop-up window, the 
pop-up message 
disappeared and the next 
step appear on the tablet

Tablet (Alex):close the 
pop-up window and then 
shows the next step

video catches LO press he 
pop-up window and 
system shows LO the next 
procedure step

  



- 13 -

No
From

(Subject)
To Content Required Interfaces Potential technologies that 

HRP has developed
Comments for video 
recoding

1 RO LO

Ask LO to go to Local 
and to perform 
maintenance job on the 
basis of a related 
procedure

Paging or phone call Tablet(Alex): Video 
conferencing

splitted screen: RO at left 
side, LO at right side

2 LO LO
Go to Local and confirm 
the component (or Local 
control panel)

(1) navigation program 
and artificial messages 
near the component that 
include unique label, 
description, related 
maintenance procedures 
and manuals
(2)targetcomponent,suchasa
valveorpump

(1) Tablet (Alex): add 
navigation arrows and 
messages appeared near 
the component

video catches LO move by 
using navigation 
information on the tablet, 
and confirm the 
component by looking at 
the massages

3 LO LO

Perform a step in the 
procedure (for instance, 
LO  disassemble and 
assemble the component)

(1) procedure steps are 
shown on the tablet
(2)targetcomponent,suchasa
valve,pump,orassemblyshow
nattheVRroomorsecondaryc
ontrolroom(SCR)

VR (HAMLAB, assemble 
and disassemble), or 
multi-touch interface

video catches LO is acting 
to control the component

4 LO LO ITakes a snapshot and 
send picture to RO

Camera to capture 
pictures showing that the 
work has done well and 
program to show recorded 
pictures 

Tablet (Alex): camera 
video catches LO is taking 
pictures and checking the 
recorded pictures

5 RO RO Inspect pictures to know if 
a step has done correctly pictures sent by LO

monitor in the SCR: A 
pop-up window showing 
pictures sent by LO

video catches RO compare 
pictures sent by LO

[표 2] 수정된 스토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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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omputing)를 이용한 통신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제어실 원자로운전원은

workstation에 위치하고 있어서 Vidual Display Unit(VDU)를 통해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현장운전원은 현장에 있으며 휴대용단말기인 handheld device(갤럭시탭, 아이패

드 등)를 휴대하고 있음을 가정한 상황이다. 각 사용자의 인터페이스(RO의 경우 주제어실

전화나 VDU, LO의 경우 handheld device)에 실제 video conferencing을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시간제약상 구축이 불가능하므로, VNC를 사용해서 RO의 모습과 절차서 항목, 그리

고 현장운전원이 제어할 하드웨어 및 작동방법 등이 나타나는 화면을 VNC를 통해 LO의

handheld device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용한 VNC 소프트웨어는 UltraVNC이다.

VNC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컴퓨터에서 통신을 통해 원격제어를 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

어이지만, 본 프로토타입 개발에서는 video conferencing 수행을 모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한 것이다.

[그림 2] Handheld device상에 나타나는 Video Conferencing Prototype

현장운전원은 이 화면으로 원자로운전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관련 절차서 내용 및 제

어방법 등을 문자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andheld device는 LO가 현재의 위치에서

제어대상 기기를 찾아가는데 위치 및 방향을 지시해주는 navigator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handheld device에 공간이동을 위한 3D 모델과 위치기반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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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D 모델 및 데이터는 이미 handheld device내에 저장되어 있던 EdF시설 데이터를 활용

하기로 하였으며, 위치에 따라 현장운전원의 위치(3D 모델)가 변경되도록 하였다([그림 3]

참조). 또한 [그림 4]와 같이 현장운전원이 제어대상 기기를 찾아가는데 방향 및 안전경로를

지시해주는 화살표 및 대상기기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3D 모델내에 추가 구현하였다. 이는

현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AR(augmented reality)을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3D

virtual environment내에 AR기법을 모사한 것이다.

[그림 3] Handheld device내에 대상기기 표식을 추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작업수행화면

[그림 4] Handheld device에 Navigation을 위한 화살표를 추가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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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 핑크색 화살표는 현장운전원이 대상기기에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안전하

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표시한다. 화면 중앙근처의 폭발모양은 방사선 오염이나 열 등

작업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원인의 위치 및 강도를 나타낸다.

프로토타입은 짧은 시간내에 가용한 자원으로 구현해야 하므로, 현장운전원의 작업공간

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3D virtual environment를 활용하여야만 하였다.

HRP는 VR-Lab (virtual reality laboratory)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VR-Lab에는 3D

virtual environment 구현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있고 또한 관련 3D 모델 및 데이터를 보

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3D 모델내에서 현장제어기

기로 적합한 밸브제어용 핸들을 상대로 현장운전원이 핸들을 회전시키는 것을 모사가능하도

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결국 현장운전원의 수동조작은 3D virtual environment 환경하

에서 마치 실제로 조작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구현하였다.

스토리보드에 대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준비된 후 작업흐름에 따라 해당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가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림 5] 현장기기 수동조작에 따른 3D virtual environment 조작 스냅샷 – 수동조작에

따라 화면상의 핸들이 회전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였다.

4. 프로토타입 시연

개발된 프로토타입은 동영상의 형태이다. 원자로운전원과 현장운전원간의 의사소통이

개별 정보통신기술에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은 HRP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프로토타입을 통해 전달하려는 정보통신 기술

및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지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적용한 기술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인식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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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토타입 평가

개발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성 및 적합성을 인간공학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HRP

인간공학 전문가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방법은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정보통신 기술을 설명

하고 원자로운전원과 현장운전원간의 의사소통 및 작업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배경지식으

로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국내 원전(울진3발)에서 발생한 불시정지 사례를 간략히 설명하였

다. 이런 설명후 각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사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설

계자체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였다.

설계 적합성은 handheld device의 경우 video conferencing시 화면분할 및 기능에 대해

그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였다. 전문가들은 모두 화면분할 및 배치는 문제가 없으나, 통신상

의 지연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동영상전송 등에 상용 무선통신(Wi-Fi)을 이용하

였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발전소

에 적용시 상용 통신수단이 아닌 별도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게될 것이므로 이는 현재의 프로

토타입에만 국한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장운전원의 작업내용을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원자로운전원에게 전송하는 기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장운전원이 단독으로 작업하는 경우나 모든 현장운

전원이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할 인원이 없으므로 동영상은 특정

한 상황하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을 여러장 다각도에서 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이 보다 간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토타입에서 의도한 정보통신 기술의 응용은 현장운전원과 원자로운

전원간의 의사소통을 확실히 하게함으로써 미흡한 정보전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6. 관련 IT 기술

[1] ProcSee

l Advanced interactive GUI editor

l Highly flexible definition of customised objects with dynamic graphics and

operator dialogues

l Easy integration with process data acquisition systems, simulators, and real-time

databases

l Optimized for large amounts of data and frequent display updates

l Highly configurable historical trend data log and curve display system

l Supports immediate testing of GUI behaviour

l Platform independent with cross-platform data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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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ndheld Device

Key features of the 2008 prototype: 
HAMMLAB in your hand 

• Slight ly modified version of HBWR data 
monitoring system 

- Familiar to users 

- avallable In the control room and from 
。ffìçe PCs 

• Functions: 

- Process mimics 

- Trend-diagrams with operator’'s favourlte 
set of slgnals 

• Enable research into future p ìlot 

applications 

- Developers’ and users’ experiences from 
small-scale field testìng; of prototypes 

Key features of the 
2011 prototype: 

Handheld Radiation 
Visualisation 

ILFf;;Tf헬 

• Native Application (runs 10callV on the device) 
- Radiation ca’culation-module working in real-time 
- Position t racking system and device sensors for 

location and orientation of the devlce/field worker 

• Functions 
- Virtual Reality based visualisation of facility and 

radiation 

• Enable research into fut ure pilot applications 
- Knowledge of native application development 
- Oevelopers’ and users’ experiences from small-scale 

fleld testing of prot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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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mEditor (Simulation Editor)

l The objective of this system is to explore techniques for developing and

deploying VR-based training, to enable rapid deployment of advanced training

technologies and optimise the development of training scenarios for training

studies in the MTO-lab.

l The Simulation Editor is software to create and train training simulations. An

editor application is used to create a virtual world with behaviour connected to

the 3D objects. A viewer application is used to train on the simulation created

with the editor.

l The Simulation Editor is primarily intended for use on a desktop computer.

Stereoscopic rendering will be supported by the viewer application. The software

will therefore be implemented using Java and Java 3D, so that it can be run on

most common computer platforms and will have support for advanced virtual

reality display systems.

[4] Halden Planner

l The Halden Planner will be used to model radiological conditions, plan a sequence

of activities in the modelled environment, and produce job plan reports with dose

estimates.

l The software will also be used as an aid to producing post-work review reports,

with the possibility to refine the radiological model to improve the accuracy of

estimates.

l The software will also provide support for presenting information to different

types of users for briefing and decision-making, as an aid to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 an intervention.

l A key feature of the software will be support for real-time calculation of

shielding effects, doses, and relative contributions to dose by different isotopes

enabling the rapid evaluation of different scenarios.

l To support the user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calculations, the software will

provide charts, graphs, and 3D radiation visualisation that are updated

immediately to reflect any changes to the modeled radiological condition, such as

changing shielding materials and human activities over time. It is intended to

support users in carrying out existing work plann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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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원천기술 개발 과제 제안

1. 수요조사 제안

2010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원자력 진흥종합계획과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지속적으로 입력을 제공하였다. 먼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원천분과에 “IT융합

e-NPP 계측제어 원천기술 개발[부록 1]”을 수요조사에 제안하였다. IT 기술을 원자력 기술

과 융합하여 e-plant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e-plant보다는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e-NPP로 하였다. 2011년 3월에 추가적으로 수요조사 제안을 받아 “원전 운전자동화를 위한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 개발[부록 2]” 수요조사서를 제안하였다.

원천분과 기획에서는 제안한 두건의 수요조사서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IT 융합

계측 제어 지능화기술 개발”로 제목을 수정하여 기획을 진행하였다.

2. “IT 융합 계측 제어 지능화기술 개발” 과제 기획 입력 제공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원천분과 기획에 다음과 같은 입력을 제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작성된 RFP(Request for Proposal)은 본 섹션 마지막에 기술하였으며, 원천분과

기획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중 본과제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부록 3]에 수록하였다.

“IT 융합 계측 제어 지능화기술 개발” 과제 기획 입력 자료

과제 개요
◇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기술은 ①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 이후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

한 계측/감시기술, ②운전자동화 기술, ③IT 신기술적용에 따른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신규 인허가현안 및 대책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계측제어시스템

(MMIS) 구축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함

※ IT 신기술 → 비상대응능력강화 계측/감시/운전 → 인허가 현안 대책 → 중대사고 대처 

1. 개 요1. 개 요1. 개 요

□ 연구목표

❍ IT 기술융합을 통해 원전 비상대응능력 강화하고 미래 MMIS 패키지 구축에 필요

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MMIS 구축 원천기술 확보

□ 연구내용

❍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 원천기술 개발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기술개발
❍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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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및 파급효과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ElectroMagnetic Pulse) 계측제어기기 시작품

: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1 Man Operation )

: 지경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상용화연구를 추진하여 원전에 적용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작품

: 지경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상용화연구를 추진하여 원전에 적용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구축

: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 이머징 IT 신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총 5년(2+3)/ 180억원
구분

1단계 2단계
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요예산(억원) 30 30 40 40 40 180

2. 연구개발 내용 및 소요예산

□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구 분
1단계 2단계

2012~2013 2014~2016

연구목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핵심기술 개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구현기술 개발,

시작품제작 및 적합성평가

연구내용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시스템 핵

심기술 개발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인허가 해

결방안 연구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시스템 구

현기술 개발, 시작품제작 및 원전 적합

성 연구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구현기술

개발, 시작품제작 및 원전 적합성 연구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인허가 적

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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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연구내용
소요예산

(억원)

1단계

1차

년도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상세기술기준 개발

-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시스템 원천기술 요구조건

개발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 요구

조건 개발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장치 요구조건 개발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요구조건 개발

12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범위 및 방법 개발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방법 도출

․가열 및 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 범위 및 방법 개발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 범위 및 방법 개발

12

-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도출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현안기술 도출

․이머징 IT 신기술(무선통신, 증강현실 등) 원전적용을 위한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도출

6

1단계 1차년도 소계 30

2차

년도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핵심기술

개발

-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 핵심

알고리즘 및 회로설계기술 개발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장치 핵심 데이터 전송

논리 및 장치 구조개발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핵심 제어/감시 논리

및 제어실 구조개발

12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가열 및 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핵심자동화운전논

리 및 시스템 구조개발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핵심자동화운전논리 및 시

스템 구조개발

12

-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인허가 핵심기술 개발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핵심보안논리 개발

․이머징 IT 신기술(무선통신, 증강현실 등) 원전적용을 위한

안전성보장 핵심기술 개발

6

1단계 2차년도 소계 30

2단계
1차

년도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구현기술

개발

-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시스템 구현기술 개발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 구현

회로 및 제어기기 상세 구조 개발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장치 데이터 전송논리

구현 및 장치 상세 구조개발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제어/감시 논리 구현 및

제어실 상세 구조개발

16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구현기술 개발

․가열 및 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자동화운전논리 구
16

□ 연도별 연구내용 및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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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및 시스템 상세구조개발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자동화운전논리 구현 및 시

스템 상세구조개발

-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인허가 해결방법 연구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보안논리 구현

․이머징 IT 신기술(무선통신, 증강현실 등) 원전적용을 위한

안전성보장 구현기술 개발

8

2단계 1차년도 소계 40

2차

년도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시작품 개발

-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 시작품 제작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 시작

품 제작 및 기능시험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장치 시작품 제작 및 기

능시험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제작 및 기능시

험

16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스템 시작품 제작

․가열 및 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작품제작 및 기

능시험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작품제작 및 기능시험

16

-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안전성 평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보안논리 안전성 평가

․이머징 IT 신기술(무선통신, 증강현실 등) 원전적용 안전성

평가

8

2단계 2차년도 소계 40

3차

년도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적합성평가

-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시스템 원전 적합성 평가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 성능

시험 및 원전적합성 평가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장치 성능시험 및 원전

적합성 평가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성능시험 및 원전적합성

평가

16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원전 적합성 평가

․가열 및 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성능시험 및 원전

적합성 평가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성능시험 및 원전적합성 평

가

16

-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인허가 적합성 평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보안논리 인허가 적합

성 평가

․이머징 IT 신기술(무선통신, 증강현실 등) 원전적용 인허가

적합성 평가

8

2단계 3차년도 소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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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계획 중 추진 현황

□ 지원과제 현황 및 성과   

연구과제명 원전 계측제어 안전계통 국산화를 위한 필수기술 개발(지식경제부)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투자실적 2008 2009 계

연구비(억원) 14.5 25.0 39.5

인력(M·Y) 9.9 10.6 20.5

주요

연구내용

․KNICS(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8. 4월까지 인허

가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상기과제는 KNICS 연구결과물의 인허가심사 종료를

위한 후속과제 성격으로 추진되었음

주요

연구성과

․KNICS 안전등급 제어기기(상품명 POSAFE-Q PLC) 및 안전계통(상품명 IDiPS

RPS 및 IDiPS ESF-CCS) 인허가획득

□ 제3차 계획 중 추진된 연구 내용과 제4차 계획상의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연계성 ․관련 없음

차별성

․ 4차 원자력중장기과제로 기획 중인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

발”은 새롭게 연구되는 분야로서 본 과제를 통해 원천 및 기반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산업체 기술이전 또는 지경부 원자력융합원천기

술개발사업으로 상용화연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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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현황 및 추진 필요성

❍ 기술현황

선진국 동향 및 수준

․일본은 정상운전 조건에서 기동-출력-정지운전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Ohi 원전에 설치하였음

․미국은 유비쿼터스, 스마트센서, 무선통신(RFID/USN), SoC(System-

on-a-Chip) 등의 IT 기술을 부분적으로 원전에 적용하고 있음

․Siemens 등 유럽의 제어기기 제작업체들은 네트워크 기반의 극한환경용 제어장

비를 개발하여 적용단계에 이르고 있음

국내 동향 및 수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가열운전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예비타당성 연구를 수

행한 경험이 있음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KNICS)을 통해 안전계통에 적용될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국산화하였고, 신울진1,2 원전적용이 확정됨

․KINS는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설계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허가 확보를 요구하

고 있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현수준 80%

․디지털 안전등급 제어기기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고온/내방

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 개발 기술은 아직 성숙

되지 않았음

․지능형 자동운전시스템 기술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경

험은 있지만 원전적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국내 IT 기술 또한 세계 최고수준이나, 이를 원전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융합은 초기단계임

종료후

수준
100%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극한환경용 제어

장비를 개발하여 사업화함

․가열/정상/냉각운전모드를 자동으로 운전하는 지능형 자동운전시스

템을 개발하여 상용화함

․세계 최고수준인 국내 산업용 IT 기술의 원전접목 및 이들 신

기술 채택에 따른 신규 인허가현안 대책기술을 개발함

❍ 추진 필요성

정부지원 필요성

․원자력 안전성확보 및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합됨

․원전 비상대응능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

부차원의 원천기술개발이 필요함

․향후 원자력발전소는 자동화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최소 인력으로 운전할 수 있

는 운전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 선점이 필요함

연구개발 시급성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예상되므

로 IT 기술의 원전적용을 통한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시스템 개발이

시급함

․원자력발전소의 자동화수준 향상은 최소인력으로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 향상 및 운전원 오류에 의한 불시정지빈도를 감소시켜 원전 안전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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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가동원전 뿐만 아니라 신규원전에도 원전의 안전성 강

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예상됨. 본 제안을 통해 개발될 IT 융합 계측제어 지

능화기술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수입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국산원전

의 해외 수출에 기여함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스템 기술은 원전뿐만 아니라

극한환경 산업체, 우주항공, 군사용 장비에 사용되는 원천기반기술임. 이 기

술을 산업체에 이전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므로써 수입대체효과 및 해외

수출에 기여함

․IT 기술융합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사례 대책기술의 접목을 통해 미래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선도기술을 확보함

사회적 파급효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고시 원전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IT 융합 계측

제어지능화기술을 개발하므로써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IT 융합 계측제어지능화기술은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

한 사업화 하므로써 기술저변확대가 기대됨

ㅇ중점연구항목 정의

- 미래 계측제어시스템(MMIS)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 이후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계측/감시기술 개발

- IT 신기술적용에 따른 MMIS 신규 인허가현안 및 대책기술 개발

- 키워드 : 운전자동화, 비상대응, 무선통신, 보안기술, 지능형, 계측제어, MMIS,

IT신기술, 이동형 제어실, 내방사선, 증강현실

ㅇ기술개발 추진 현황

- Invensys 등 세계적 SCADA 메이커에서는 극한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로컬 제어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산업체 제어시스템 운전 및 유지보수에 가

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실감형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은 Ohi 발전소에 세계최초로 기동 및 정지운전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존

수동운전에 비해 조작빈도 60%, 감시빈도 75% 정도로 운전원 업무부하를 감소시켰

으며, 미국의 ALMR에서는 3개의 원자로가 하나의 BOP에 연결된 새로운 개념의

액체금속로 원전에 계층적 구조를 갖는 supervisory control 방법을 적용하여 1인

운전이 가능한 제어시스템 개념을 개발하였음.

ㅇ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 향후 IT 신기술(Wireless, SoC (System on Chip) 등)이 원전에 적용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및 전자파 등 원전 안전성 보장기술과 인허가 현안 및 대책

기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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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핵심발전 동인

견인요인 저해요인 잠재요인

위기상황대응능
력강화 

계측제어 
원천기술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극한환경용  계측제어기술개발 

경험 부족

KNICS 국산화과제를 통해 
안전등급 제어기기 및 제어실 

개발기술 확보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 미래 원자력 
운전자동화 실현

coordinator 기반과 같은 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동화 구현 

경험 부족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한 가열운전 
자동화 기술 확보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경제성이 향상된 미래 원자력 
계측제어시스템 실현

통신보안 등 IT 융합기술 인허가 
현안 및 대책방안 know--how 

부족 

KNICS 국산화과제를 통해 
안전등급 통신기기 인허가 경험 

확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성과 목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상세기술기준 
개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핵심기술 개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구현기술 개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시작품 
개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적합성평가

-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사고 시에는 고방사능, 고온, 고압환경이 되므로 가혹한 환경

조건하에서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계측제어기기와 방사능 누출

시 발전소 외부 원거리에서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는 비상용 제어실이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함.

ㅇ국내 기술경쟁력 분석

- 국내에서는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성능을 갖는 극한환경용 계측제어기

기 개발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군사용으로 국한되어 수행되고 있는 실

정임.

- 산업체에서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실감형 인터페이스 기술이 이미 성숙단계

에 진입하고 있음. 이 기술을 보완하여 원전 제어실에 적용하면 운전원간의 의사소통

등으로 인한 운전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미래 원자력발전소는 최소한의 운전원이 운전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이며, 이를 위

해서는 자동운전 수준이 현재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동운전 (저온정

지에서 원자로출력 5%까지) 및 냉각운전 (원자로출력 100%에서 저온정지)과 같이

수동운전이 많은 운전조건에서 운전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동화가 필수

적임.

- 현재까지 운전자동화 관련 연구로는 기초연구로 가열운전 자동화일부를 수행한 적이

있지만, 발전소 전 운전모드에 대한 운전자동화연구는 체계적으로 연구 사례 없음.

- Wireless, SoC(System on Chip)등 IT 기술을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현

안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 시급함.

ㅇ핵심발전 동인

ㅇ성과목표 및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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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발

  위기대처 능
력 강화 계
측제어 원
천기술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
  내EMP 계측제어시스템 핵심기
술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
뢰화 핵심기술 

- 위기대처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핵심기술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
시스템 적합성평가 기술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방법  적합성평가 기
술

- 위기대처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적합성
평가 기술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기술개발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범위구축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핵
심기술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구현 및 적용성 
기술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개발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
체계 핵심기술 

- 이머징 IT 신기술(Wireless, SoC 
등) 원전적용을 위한 안전성보
장 요소기술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합보안관리체계 적합성 
평가  

- 이머징 IT 신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적합성 
평가 

【기술지도】

ㅇ연구개발 목표

IT 기술융합을 통해 비상대응능력 강화하고, 미래 MMIS 패키지 구축에 활용할 핵

심기술 확보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 시작품 제작

- 실시간 제어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통신 전송 오류 (BER) : 10-10)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제작 (1 Man operation )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작품 제작 (가열운전모드, 정지운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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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 
원천기술 

개발

 ❍ 1단계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 기술개

발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기술개발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기술 대안 평가

2012.-2014 4,000

 ❍ 2단계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 시작품 

개발 및 적합성평가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시작품 개발 및 적합성평가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개발 및 적합성

평가 

2015-2016 3,000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기술개발

❍ 1단계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범위구축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핵심기술개발 

2012-2014 4,000

 ❍ 2단계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구현기술개발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기술 적용성 연구

2015-2016 3,000

정상운전모드에 대한 운전자동화 포함)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구축 (발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요구사항

만족)

- 이머징 IT 신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확보 (무선통신, 증강현실, 유비쿼터스

등 원전 적용 안전성 입증)

ㅇ중점연구분야

❍ 기술특성

경쟁우위 확보성 정부지원타당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 ●●●●◐ ●●●◐◯ ●●●●◐

기술특성 기술확보방안 연구개발주체 역할 분담

자체개발 (◯)

국제공동 ( )

기술도입 ( )

학( ), 연( ), 산( )

학․연( ), 학․산( ),

연․산( ), 학․연․산(◯)

ㅇ추진전략

-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KNICS) 사업으로 국산화된 MMIS 패키지에 IT기술을 융합

하여 비상대응능력을 갖는 원천기술 확보

- 유비쿼터스, SoC(System on Chip), 무선통신 등의 이머징 IT 신기술을 확보한 대학

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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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3년 동안은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 2년간은 적합성평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 원전 적용 방안을 확보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는 개발 완료 후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장치는 개발 완료 후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사

업화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은 개발 완료 후 지경부 융합원천을 통해 상용화연

구 추진

- 지능형 운전자동화시스템은 개발 완료 후 지경부 융합원천을 통해 상용화연구 추진

- IT 신기술 (무선통신, 증강현실 등) 안전성보장 기술은 개발 완료 후 산업체 기술이전

을 통한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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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연구목표
❍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핵심기술 개발

구분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물

1차년도

위기대처 능력 강화 계측제

어 원천기술 요구조건 개발

고온/내방사선 계측제어시스템

요구조건 개발

고온/내방사선 계측제어시스템 요

건 및 사양

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

시스템 요구조건 개발

전력용/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요건 및 사양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

화 장치 요구조건 개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시

스템 요건 및 사양

비상시 원격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요구조건 개발

위기대처 원격 감시/제어를 위한

안전운전용 원격 제어실 요건 및

사양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운전최적화 방안 개발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범위 및 방법

개발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범위 및 최적

화방법론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진단 범위

및 방법 개발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진단 최적화

방법론 특허

발전소 운전상태 예측 범위 및 방

법 개발

발전소 운전상태 예측 최적화 방법

론 특허

가열 및 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

범위 및 방법 개발

가열/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 최

적화 방법론 특허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 범위 및

방법 개발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 최적화

방법론 특허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 개발” 과제 RFP

최종 연구목표

❍ IT 융합을 통해 선진형 MMIS 패키지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발

전소 사고 및 정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이 강화된 세계 최고수준의

MMIS 구축 원천기술 확보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스템 시작품 제작

- 실시간 제어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통신 전송 오류 (BER) : 10-10)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제작 (1 Man operation )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작품 제작 (가열운전모드(저온정지-

원자로출력 5%), 정지운전모드(원자로출력 100%-저온정지), 정상운전모드

에 대한 운전자동화 포함)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구축 (발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요구사항

만족)

- 이머징 IT 신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확보 (Wireless, SoC 등 원전 적용 안

전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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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도출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

계 현안기술 도출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

계 요건 및 사양

통신접근 및 인증방법 도출 통신접근 및 인증방법 요건 및 사양

Wireless 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

술 도출

Wireless 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

술요건 및 사양

SoC(System- on-a-Chip) 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도출

SoC(System- on-a-Chip) 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요건 및 사양

2차년도

위기대처 능력 강화 계측제

어 핵심기술 개발

고온/내방사선 계측제어시스템 핵

심알고리즘 및 회로설계기술 개발

고온/내방사선 계측제어시스템 알

고리즘 및 시스템 설계도

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핵심알고리즘 및 회로설계기

술 개발

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알고리즘 및 시스템 설계도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

화장치 핵심 데이터 전송논리 및

장치 구조개발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

화시스템 핵심 데이터 전송 알고

리즘 및 시스템 설계도

비상시 원격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핵심 제어/감시 논리 및 제

어실 구조개발

위기대처 원격 감시/제어를 위한

안전운전용 원격 제어실 핵심 제

어/감시 알고리즘 및 제어실 설계

도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진단 핵심논

리 개발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진단 최적

알고리즘 및 설계도

발전소 운전상태 예측 핵심논리 개

발

발전소 운전상태 예측 최적 알고리

즘 및 설계도

가열 및 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

시스템 핵심자동화 운전논리 및 시

스템 구조개발

가열/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 최

적화 알고리즘 및 구조개발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핵

심자동화 운전논리 및 시스템 구조

개발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 최적화

알고리즘 및 구조개발

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인

허가 핵심기술 개발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

계 핵심보안논리 개발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

계 핵심보안 알고리즘

Wireless 기술 안전성보장 핵심기

술 개발

Wireless 기술 안전성보장 평가보

고서

SoC(System- on-a-Chip) 기술

안

전성보장 핵심기술 개발

SoC(System- on-a-Chip) 기술

안

전성보장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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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 

연구목표
❍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구현기술 개발, 시작품제작 및 적합성평가

구분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물

1차년도

위기대처 능력 강화 계측제

어시스템 구현기술 개발

고온/내방사선 계측제어시스템 상

세 구조 개발

고온/내방사선 계측제어시스템 상

세 알고리즘 및 제작설계도

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상세 구조 개발

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상세 알고리즘 및 제작설계

도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

화장치 상세 구조개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시

스템 상세 알고리즘 및 제작설계

도

비상시 원격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제어/감시 논리 및 제어실

상세 구조개발

위기대처 원격 감시/제어를 위한

안전운전용 원격 제어실 상세 알

고리즘 및 제작설계도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구현기술 개발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진단 논리

및 상세구조개발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진단 최적

알고리즘 및 구조개발

발전소 운전상태 예측 논리 및 상

세구조개발

발전소 운전상태 예측 핵심 알고

리즘 및 제작설계도

가열 및 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

시스템 자동화운전논리 및 상세구

조개발

가열/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 핵

심 알고리즘 및 제작설계도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자동화운전논리 및 상세구조개발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 핵심 알

고리즘 및 제작설계도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인허가 해결방법 연구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

계 보안논리 구현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

계 상세보안 알고리즘

Wireless 기술 안전성보장 구현기

술 개발

Wireless 기술 안전성보장 평가방

법론 개발

SoC(System- on-a-Chip) 기술

안

전성보장 구현기술 개발

SoC(System-on-a-Chip) 기술

안전성보장 평가방법론 개발

2차년도

위기대처 능력 강화 계측제

어 시작품 제작

고온/내방사선 계측제어시스템 시

작품 제작 및 기능시험

고온/내방사선 계측제어시스템 시

작품

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시작품 제작 및 기능시험

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시작품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

화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기능시

험

실시간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시

스템 시작품

비상시 원격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제작 및 기능시험

위기대처 원격 감시/제어를 위한

안전운전용 원격 제어실 시작품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스템 시작품 제작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진단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기능시험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진단 시스템

시작품

발전소 운전상태 예측시스템 시작

품 제작 및 기능시험

발전소 운전상태 예측시스템 시작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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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및 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

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기능시험

가열/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

템 시작품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기능시험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작품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안전성 평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

계 보안논리 안전성 평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

계 보안논리 안전성 평가보고서

Wireless 기술 원전 적용 안전성

평가

Wireless 기술 원전 적용 안전성

평가보고서

SoC(System- on-a-Chip) 기술

원전 적용 안전성 평가

SoC(System-on-a-Chip) 기술

원전 적용 안전성 평가보고서

3차년도

위기대처 능력 강화 계측제

어시스템 원전 적합성 평가

고온/내방사선 계측제어시스템

시작품 성능시험 및 원전 적합성

평가

고온/내방사선 계측제어시스템 원

전 적합성 평가보고서

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시작품 성능시험 및 원전

적합성 평가

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원전 적합성 평가보고서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

화장치 시작품 성능시험 및 원전

적합성 평가

실시간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시

스템 원전 적합성 평가보고서

비상시 원격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성능시험 및 원전

적합성 평가

위기대처 원격 감시/제어를 위한

안전운전용 원격 제어실 원전 적

합성 평가보고서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원전 적합성 평가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진단시스템

시작품 성능시험 및 원전 적합성

평가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진단시스템

원전 적합성 평가보고서

발전소 운전상태 예측시스템 시작

품 성능시험 및 원전 적합성 평가

발전소 운전상태 예측시스템 원전

적합성 평가보고서

가열 및 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

시스템 시작품 성능시험 및 원전

적합성 평가

가열/정지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

템 원전 적합성 평가보고서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작품 성능시험 및 원전 적합성

평가

정상운전모드 운전자동화시스템

원전 적합성 평가보고서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인허가 적합성 평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

계 보안논리 인허가 적합성 평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

계 보안논리 인허가 적합성 평가

보고서

Wireless 기술 원전 적용 인허가

적합성 평가

Wireless 기술 원전 적용 인허가

적합성 평가보고서

SoC(System- on-a-Chip) 기술

원전 적용 인허가 적합성 평가

SoC(System- on-a-Chip) 기술

원전 적용 인허가 적합성 평가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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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1.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원천기술 도출

-원전 계측제어 구조에 미들웨어 적용

(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경보원인추적 기술, Wireless 기술 등

(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미래 원전 운전자동화(“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발” 과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기 또는

프로세스 고장진단 (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가상현실/증강현실의 원전 주제어실

설계 및 검증 응용(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소프트웨어 Dependability 및

사이버보안 (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30 100

2.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Prototype 개발

-2D 화면설계도구: ProcSee

-3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가상현실

운용 환경): SimEditor

-VNC (virtual network computing)를

이용한 통신체계 구축

-휴대용단말기인 handheld

device(갤럭시탭)에 절차서 항목,

현장제어 하드웨어 구현

-설계 적합성 평가: 화면분할 및

배치는 적절하나, 통신상의 지연문제

발생

-현장운전원과 원자로운전원 간의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함으로 미흡한

정보전달로 인한 사고 방지

30 100

3.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원천기술 개발 과제

제안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발”

과제 기획

-과제 기획 결과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심의 통과

-“원전 운영정비 데이터 통합

운영최적화 시스템” 과제 제안

40 100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1. 1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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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착안점 목표달성도

1.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원천기술 도출 여부 및

기술현황분석보고서 발간 여부

-원전 계측제어 구조에 미들웨어 적용 (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경보원인추적 기술, Wireless 기술 등 (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미래 원전 운전자동화(“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발” 과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기 또는 프로세스 고장진단

(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가상현실/증강현실의 원전 주제어실 설계 및 검증

응용(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소프트웨어 Dependability 및 사이버보안 (원자력-IT

융합 계측제어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2.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Prototype 개발 여부 및 기획 반영

-2D 화면설계도구: ProcSee

-3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가상현실 운용 환경):

SimEditor

-VNC (virtual network computing)를 이용한 통신체계

구축

-휴대용단말기인 handheld device(갤럭시탭)에 절차서

항목, 현장제어 하드웨어 구현

-설계 적합성 평가: 화면분할 및 배치는 적절하나,

통신상의 지연문제 발생

-현장운전원과 원자로운전원 간의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함으로 미흡한 정보전달로 인한 사고 방지

3.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원천기술 개발 과제 제안 및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포함

여부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발” 과제 기획

-과제 기획 결과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심의

통과

-“원전 운영정비 데이터 통합 운영최적화 시스템” 과제

제안

2.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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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원자력-IT 융합기반 MMIS 프로토타입 개발

- OECD/NEA 할덴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IT융합의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프로

토타입은 Handheld device상에서 현장운전원은 개발된 화면으로 원자로운전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관련 절차서 내용 및 제어방법 등을 문자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andheld device에 현장운전원이 대상기기에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

는 경로 화살표 추가(화면 중앙근처의 폭발모양은 방사선 오염이나 열 등 작업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원인의 위치 및 강도 표시)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원자력-IT 융합

기술을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계측제어분야의 기술 융합 가능

성과 지능화에 기여함.

○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 개발” 과제 기획

- 과제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에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배

경을 마련하였으며,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원천기반분과에 과제 기획자료를

입력하여 과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 제공하였다. 제안하는 과제의 사업목표인 IT 기

술융합을 통해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미래 MMIS 패키지 구축에 활용할 핵심기술

의 확보는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원천기반분과 기획보고서 및 과제 RFP

작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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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기술적 측면

○ 원자력-IT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기획된 과제를 수행하므로써 미래 MMIS 패키지 구

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MMIS 구축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후속 상용원전 또는 제4세대 원전에 적용할 수 있

다.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스템 시작품 제작

- 실시간 제어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통신 전송 오류 (BER) : 10-10)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제작 (1 Man operation )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작품 제작 (가열운전모드(저온정지-원자로출력

5%), 정지운전모드(원자로출력 100%-저온정지), 정상운전모드에 대한 운전자동화 포

함)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구축 (발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요구사항 만족)

- 이머징 IT 신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확보 (Wireless, SoC 등 원전 적용 안전성

입증)

제 2 절 경제․사회적 측면

○ 원자력-IT 융합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토타입은 IT 기술의 융합과 원

자력 적용가능성 및 그 실효성을 판단하고자 개발한 것으로 앞으로 원전 MMIS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원전의 운전성과 효율을 향상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기획 내용중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기기,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장치,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및 지능형 운전자동화시스템은

개발 완료후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 추진하여 원전 가동율 및 운전성 향상

○ 원전 미래 MMIS 패키지 개발 완료후 원전 플랜트 해외 수출에 기여

제 3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없으며, 본 과제를 통하여 기획된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과제로 수행될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하여 미래 MMIS 패키지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제 4 절 기업화 추진방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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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홍보 자료]

현보릎 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005면 종합 10.5 x 18.1 cm 

앙명승 효댁행지력연구월 월장(왼쪽 네번째꾀 감흥남 단R 원장{윈쪽 다섯번째이 MOU 
처|결 후앙기관 입윈들과기념촬영율하고 있다.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뭉쳤다’ 
단RI.:한국원자력흙， 원자력-rr융합협력’ MOU 

인력 ·기술 쿄류 둥 원전-IT융합 R&D 협력 도모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놓이기 위해 원 

자력과 IT 업계가 힘을모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흥날)과 

한국원자력연구월(원장 앙명승)은 지난 
ìfJ낄 ‘원자력-IT융합협력’ MOU를체 

결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ETRI와 한국월자력연구 

원은 앞으로 원자혁과 lT용 융합하기 

위한 핵십기술율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원전 수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 원전 륭합 관리 기술 ‘원전 

선 통신기술 ‘양성자치료 기술등다 
양한분야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결과 

률얻어내려는것-
김홍남 ETRI 원장은 "0]번 MOU 
체결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 

울놓이는 데 일조하게 된다는접에서 

의미가 었다’며 “앞으로도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끊입없이 공동연구률 추 

진， 인력과 기술 교류 강화 등 ‘원자 

력-IT 융합 R&D' 를 위해 협력하겠 
다”고말했다. 

이진주기자아æ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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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률힐& 
Z011낸 I~월 뼈양 이a잉 01$엔 강파씨가 찌~， ~ 양.3 .. 

l"liIf，t.]딛 ~~후썩 ’M씨S’의 미래 ’ 

압력 ·온도 이상시 스마트폰 원격조정 

원전액 용정상허g 강시 잊 찌여하고. 이싱이 
양생하연 원지응g 잉헌하게 혀져시키는.el정확 
루뇌와 신경뼈 뼈당'al는 ’g정 껴혹제어시스댐 

(~ÐS)，용 몇년정껴지인 빼도 아날로그 녕식이 
었8 l'l도잉니다， 국내예 용명용씬 앙정 21기 용 

대부g이 01낭효그 빙혀으효찌어되고 있:i!. 쩌부 
디지엉회원 잉갱g 확싱 끼a뭉 훌g혀고 있e니 
다. 우리 잉싱생.~ 다를 ‘뼈를야어 UI쩌 다지 
텅호씨 훌장 찾은 g정 MMiS'f CII해 앙아보컸슐 
니다 

.3:α성 디지톨 MMIS 첫 도잉킹뼈년 장용원 
훌힌 씬!;l H!t기g 이징 g정을의 추짜여싱 모 
g용 상당혀 다용니다. 용징 엄정 5.6호기에 미 

빼스팅S얘스가 7뻐빵 디지딩 MMIS까 ~13 도 
잉꼈71 때용잉나다 

이전 원징톨은 얻정 작 부를에서 앙융어잉 이 
날효그 정보가 추짜어싱로 모었습ι|다 쭈제어잉 

은 좌우로 였다꼈}하는 야홉 71끼 싱어톨 보 

여쭈는 인디꺼이터나 랩E. 스워치기 션부었습니 

다. 엄휴터도 커억 없고 엉정 상g융 종항 굉혹t1 
수 있는 회염도 엉었g니다 힌찌 흘엉용인 g션 

21기 S 1&기가 이런 앙식으로 훈영되고 있g나 
다， 

울진 5.6효기와 신고리 l효기는 다찌영 MMIS 
카 도잉되연서 쭈째아싱 모@이 크꺼 뼈었&나 
다 업퓨터확 대엉혁연. 용징 용엉상Q를 보여추 

ξ l.l'D 슷져8 용이 찌리장았8니다. 파거에 이 
닝로그 짜기g이나 쩌로로 구현히면 강시 ·쩌어 
잊 보호기울의 대후짙이 31드쩌어 훌헛용을 기잉 

으로 $~능얘g혈 소프트훌|로 구현딩 것잉니다. 
이 시스냉용이 쩌스냉히우스가 깨없힘것엉니다 

무선룡신·가상현실 기술 적용 

사고상황 따악 대폭 해결 전망 

@쩌 건엉 앙잉 신고깅 2.3용끼와신원성 l용 
71에도 쩌스녕하우스으| 디지당 M~ÐS가 도，etil 
예정잉니다 • 

• 디지톨 MMIS 격상힐 성용행정 당~1Al스엉 
g 국H회가 싱CII혀으로 횟긴 했찌만 국내 g구 

진도 디져잉 M씨S 혹앙회에 성용혔a니다. 앙흑 
용지여g구앤화 염육션711!1구원， 투{병g엽， 포 

스고j야 동 국내 연구기l!ltf 기업률이 찌l년부 
터 ·원정져혹짜여시스g쩌앙시영단.울 구성， 

없16\:!끼쳐 약 면간 엄구 g에 이쩌녕 성찍었슐 

니다 

디지엉 MMlS는 크게 앙정，.륭짜 비인정껴용 

으로 구용필니다. 안전예용혼 다시 ‘잉진용급져 
어기기 ‘연지로보효1륭 ‘용뼈책안정상비「기 
기@써용으로 나눠g니다. 비인징계용은 i비 

앙징용곱 째여꺼기 ‘홉억쩨어쩌톨 ‘션써휴료 
구성옐니다. 이용 R심은 바로앙정툴급빼717) 
잉니다. 용8 안징찌 씩~8 정빼 시스g올 쩨여 
하농 시스영으로. 기용 국H쩍기 기장 협를었언 
께비흘이ll!야입니다 

원져혀언이 쭈l!7띤이 쩨 포스효ICTt엇 쪼스 
흰액 프로그태어g로획a트용려(Pl..CI톨 이용 

쩌 다지엉 인，l!l~급찌어기기톨 쩌왜. 2Jlæd ~ 
잉허가톨 찌톨힘 떼 이어 :m션 1ft 잉훌'，g 1.2 
효기 찍용이 확정al1r니다. 이 원징은 오는 2011 

년완용훨예g잉니다， 
+01원1!I!C1 두썩 1빠뉴앤8MMI~영 징화능 
여7써 gι}지 $슐니다. 전문71ft온 ζ:1'1트생서 ， 

￥션용신. 가생현써기슐 률이 미a 얻!;l외 모g톨 
바용 것이하고 션앙협니다. 

협l 씌르생서는 압해. 용도 용 윈션 상태기 
8상엉휘톨 엇어니영 이톰 양업주는억할양씬 아 
니라 엄싱 *훈으로 조g태 쩌 용징역 인정성을 

크께 ·앙여a 것으로 기때팀니다， 또 따ID/U~ 
기슐얘 기빙용 무선톨신 기농용 찍용히연 원찌혁 

안션g리 정연기가 원전에서 엉리 g어진 풋에서 

도 스미트용으5!. @!)이흘 노샘 용도톨 칙접 확잉 
하고대용힐수있깨업니다 

이g 힘쩌 가상현싱 또는 §강현생 기양을 원 
자쩍셜비 유지보수샤스*， 1에용. ，)싱 t1~에서 

미리 ~어지염에서역 유지보수 훈련율 앙 후 생 

}:I 상g에 쭈생활수 있슐나다， 7버앵잉 및 융강 

힌싣 기양은 횡션 쭈ÄGOf성 생져영 겁용에도 유 

8s써 쓰잉 수있슐니다. 잉용지lìVl울801용&‘ 
끼기나 시스g 고장g진딩하툴 시스엉도 갚임씨 
가 훌 것으로 끼이g니다. 원자혁언은현찌 쳐셰 

대 MMIS 기획훌 하고 있g여‘ 8부 g써혁1!I'i' 
찌빙 용장기 찌획이 나오는 대로 엄구에 확수~ 

져획잉니다. 엉자릭g 연기혼 내사는 ·밑환 후쭈 

시마 원정 AIj];7) 터징 후 71정 e li!.찌기 사고 
상g용 ... 대로 m획혀기 힘훌었다는 것인a 미a 
얻엉에서농 스마므π 기솥훌 이용헤 이엄 를재가 
상당쩍 뼈겁융 것·이라여 ·씨깨획잉 수걷억 rl'71 

*파 연자력 기*력을 ~뻔 셰져 혀고흘 만톨 
수있융 것·이리고지싱었a니다 

l!IiII‘ ’ l:q na.tlleanCI닝u: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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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획제안서

【원자력원천기반 분야】

과제명 : IT융합 e-NPP 계측제어 원천기술 개발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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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개발 대상 기술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IT 융합 스마트 하드웨어 기술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을 통한 e-NPP 계측제어 원천기술

동향분석

및

파급효과

기술 동향

국내

- 세계에서 5번째로 디지털 MMIS 패키지를 국산화하였으므로, 향후

IT 융합기술의 접목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는 기반

이 확보되었음

- 그동안 국내에서는 유비쿼터스, 스마트센서, 무선통신(RFID/USN),

SoC (System on Chip) 등의 이머징 IT 신기술에 대해 대학 실험

실 수준에서 원전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세계최초로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 원전에 적용하여 운전

원이 경보발생 원인을 조기에 판단하도록 지원하므로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원전 안전성 및 신뢰도 개선, 인적오

류 및 불시정지 빈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개발은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음

국외

-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원자력선진국은 디지털 MMIS 패키

지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IT 융합기술의 접목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착수하였음

- 미국은 유비쿼터스, 스마트센서, 무선통신(RFID/USN), SoC 등의

IT 기술을 부분적으로 원전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임

- 일본은 자동운전시스템, 이상상태 감시진단시스템과 같은 소프트

웨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원전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임

- 노르웨이 할덴에서는 원전 주제어실 및 운전원 지원 기능의 설계 및

검증에 가상현실/증강현실(VR/AR)을 이용하고 있음. 원전 주제어실

설계에서는 워크스테이션의 배치, 운전원의 시야 범위와 시야 각

(角), 디스플레이 장치의 위치, 운전원의 표준 치수를 고려한 제어

반의 높이와 크기 조정, 주제어실 내에서의 운전원들의 소통과 시

선교차 실험에 활용하고 있음

- 할덴에서는 IT를 활용하여 운전절차서 전산화, 진단시스템, 사고진

단시스템, 노심감시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유럽 일부 국가의 원전

에 시범 적용하고 있으나, 단위 연구개발에 국한되고 체계적인

MMIS 구조를 제안하지는 못함

- 모바일 포켓용 전산장비에 실시간 데이터와 사용자가 재구성 가능

한 트랜드 커브를 제공하거나 가상현실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응용

하여 모바일 장비에 현장 작업자 위치에서의 방사선 맵을 표시하

는 방안도 연구중

- 원자력 프로그램 지연으로 디지털 및 IT기반 기술의 원전 적용이

미비하며, Outage Control Room 및 현장 지원 설비 개발 등 소수

의 적용사례가 있음

파급효과

기술적

가치

- 미래 원전에 적용 가능(Cross cut Technology)

- 최첨단 IT 융합 기술 접목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 선도

가능

경제적 - 국내 고유기술로 지적재산권 보유

   Ⅰ.Ⅰ.Ⅰ. 기술개요기술개요기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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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 기술개발 완료시 산업체와 공동으로 상용화 연구 가능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현수준 80%
(사유 기재)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 또는 이상이나 IT 융합
기술과 소프트웨어 콘텐츠는 부족

종료후

수준
95%

(사유 기재)

IT 기술 접목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 달성

정부지원

타당성

정책과의 부합성

- 국가원자력기술지도(NuTRM) 인류 지적자산형성의 원천기술(비전 D) 신산업군 창

출에 계측제어 자동화 기술 포함

-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6-1 원자력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포함

공공성 및 정부주도

필요성

- IT 기술융합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원전 안전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

키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주도

연구개발 시급성

- 전자산업의 빠른 라이프사이클 특성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IT기술과의

융합이 없으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기술이 낙후되어 글로벌 선진국보다 경쟁력 약

화

추진이 안될 경우

파급되는 문제점

- 디지털 및 컴퓨터 기술의 적용 이후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운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어, 적기에 착수되지 않을 경우 기술

의 낙후성을 피할 수 없음

기타

지원과제 현황 해당없음

국가기술지도,

국가원자력기술지도

포함여부

국가원자력기술지도(NuTRM) 비전 D 인류 지적자산형성의 원천기술 신산업군 창출

(5) 고신뢰도 계측제어 자동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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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세부 기획 내용세부 기획 내용세부 기획 내용

 II-1 연구 목표

  가. 개발 대상 기술정의  가. 개발 대상 기술정의  가. 개발 대상 기술정의

❍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KNICS)을 통해 디지털 안전계통

플랫폼을 국산화하여 현재 세계 3강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

❍ 이미 국산화된 계측제어시스템 하드웨어 플랫폼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IT 융합스마트 기술과 소프트웨

어 콘텐츠를 접목하여, 완전히 전자화된 계측제어시스템(e-NPP)

을 개발함으로써, 원전 안전성 및 신뢰도 개선, 인적오류 및 불

시정지 빈도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패키

지 완성

  나. 최종 목표  나. 최종 목표  나. 최종 목표

❍ IT 융합 스마트 하드웨어 기술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을

통해 e-NPP 계측제어 원천기술 확보

  다. 단계별 목표 및 성과목표  다. 단계별 목표 및 성과목표  다. 단계별 목표 및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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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 로드맵
1단계 2단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부과제

1

( IT융합

기술 적용한

완전분산형

계측제어

구조 기술)

안전등급 스마트 디지털

장비

안전등급 스마트 디지털장비

요건 기술

안전등급 스마트 디지털장비

설계 기술

고온다습/방사능 구역에 설

치 가능한 로컬제어장비

고온다습/방사선 구역 설치

로컬제어장비 요건 기술

고온다습/방사선 구역 설치

로컬제어장비 설계 기술

원전용 고신뢰성 무선통신

프로토콜

고신뢰성 무선통신 프로토콜

사양 기술

무선통신 프로토콜 구조 설정

기술

무선통신 프로토콜 구현 기술

세부과제

2

(IT융합

e-NPP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술)

e-NPP 통합 감시.진단.예

측시스템

이상상태 영향인자추출기술

(Feature Extraction)

상태감시해석진단기술

상태예측기술

IT융합 기술 적용 e-NPP 상태대응지원기술

구 분
1단계 2단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단계목표 IT융합 e-NPP 시제품 제작
e-NPP 기능.성능.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주요 예상성과물
￭IT융합 계측

제어구조 원

천특허

￭진단.예측 알

고리즘

￭지능형 운전

지 원 시 스 템

구조

￭운전 .감시 .진

단 .예측 .정비

통합시스템

￭지능형 운전

지원시스템

￭사이버보안

취약성 및 위

험도 분석용

시험설비(Test

bed)

￭가상현실기반

의 주제어실

설계 및 작업

지원시스템

 II-2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가. 기술체계도  가. 기술체계도  가. 기술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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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구 내 용
소요예산

(백만원)

소요인력

(M·Y)

사업진도

(%)

운전지원 기술

상태복구지원자동화기술

상태대응지원표시기술상태대

응지원표시기술

스마트 환경기반 예방정비

지원 기술

상태정보수집/정보화 기술

스마트환경 정보표시/

가시화 기술

스마트환경 예방정비

대응/자동화 기술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링/검증 통합 소프트웨어

도구

FBD 테스팅도구

정형검증 도구

안전성 추적성 분석 도구

엔지니어링 도구

HDL 프로그램 검증도구

세부과제

3

(디지털

IT기반의

운전원 오류

방지 및 협업

인터페이스

기술)

인적 오류 허용 및 회복

주제어실 인터페이스 기술

오류 허용 인터페이스 개발

오류 자동 회복 기술 개발

가상현실(VR/AR) 기반의

주제어실 설계 및 작업지

원 기술 개발

VR/AR기반 가상 제어실 개발

가상 작업지원 기능 개발

디지털 운전 환경의 운전

원 협업 지원 인터페이스

쌍방협업 인터페이스 개발

다자간 협업 인터페이스 개발

e-plant 위한 종사자 수행

능력 개선 및 최적 운전조

구성 개발

수행능력 평가 체계 개발

최적 운전조 구성(안) 개발

세부과제 4

(원전 I&C 사

이버보안 원

천기술)

원전 I&C 시스템 통합보안

기술 개발

사이버보안 인증기술

침입방지/탐지 기술

통신망 트래픽 감시 기술

데이터 암호화 기술

I&C 시스템 운영 및 안전

성 평가기술 개발

I&C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기술

사이버공격 대응 운전전략

안전성 평가 요소

원전 무선통신 보안기술

개발

무선기기 및 사용자 인증기술

무선통신 암호화기술

I&C 기기 보안성 평가설비

구축기술 개발

외/내부 침투시험 기술

보안성 평가설비 구축 및

기기의 취약성평가 기술

원전 I&C 사이버보안기기

* FBD: Functional Block Diagram, 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 VR: Virtual Reality(가상현실), AR: 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나.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나.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나.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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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계

1차

년도

￭ IT융합 기술 적용한 완전분산형 계측제어 구조 개발

- 안전등급 스마트 디지털 장비 개발․
1,000 4.0

20

￭ IT융합 e-NPP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

- e-NPP 통합 감시.진단.예측시스템 개발

-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도구개발

1,000 4.0

￭ 디지털 IT기반의 운전원 오류 방지 및 협업 인터페이스 기

술 개발

- 인적 오류 허용 및 회복 주제어실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900 4.0

￭ 원전 사이버테러 대비 사이버 보안 원천기술 개발

- 원전 I&C 시스템 통합보안 기술 개발

- I&C 기기 보안성 평가설비 구축기술 개발

900 3.0

계 3,800 15.0

2차

년도

￭ IT융합 기술 적용한 완전분산형 계측제어 구조 개발

- 고온다습/방사능 구역에 설치 가능한 로컬제어장비 개발
1,100 5.0

40

￭ IT융합 e-NPP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

- IT융합 기술 적용 e-NPP 운전지원시스템 개발

- 응용 소프트웨어 검증 도구개발

1,100 5.0

￭ 디지털 IT기반의 운전원 오류 방지 및 협업 인터페이스 기

술 개발․

- 가상현실(VR/AR) 기반의 주제어실 설계 및 작업지원 기술

개발

800 3.0

￭ 원전 사이버테러 대비 사이버 보안 원천기술 개발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합보안 기술 개발

- 계측제어 기기 보안성 평가설비 구축기술 개발

1,000 4.0

계 4,200 17.0

3차

년도

￭ IT융합 기술 적용한 완전분산형 계측제어 구조 개발

- 원전용 고신뢰성 무선통신 프로토콜 개발
1,200 5.0

70

￭ IT융합 e-NPP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

- 스마트 환경기반 예방정비지원시스템 개발

- 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검증 공통 소프트웨어 도구개발

800 3.0

￭ 디지털 IT기반의 운전원 오류 방지 및 협업 인터페이스 기

술 개발․

- 디지털 운전 환경의 운전원 협업 지원 인터페이스 개발

1,000 4.0

￭ 원전 사이버테러 대비 사이버 보안 원천기술 개발․

- 계측제어 기기 보안성 평가설비 구축기술 개발

- 계측제어 시스템 운영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1,000 4.0

계 4,000 16.0

합계 12,000 48.0

2

단

계

4차

년도

￭ IT융합 e-NPP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

-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검증 소프트웨어 도구 통합 개

발

800 3.0

85
￭ 디지털 IT기반의 운전원 오류 방지 및 협업 인터페이스 기

술 개발

- e-plant 위한 종사자 수행능력 개선 및 최적 운전조 구성

개발․

1,000 4.0

￭ 원전 사이버테러 대비 사이버 보안 원천기술 개발 1,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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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시스템 운영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원전 무선통신 보안기술 개발

￭ 적합성 기능ㆍ성능시험 평가

- 기능.성능 시험 방법론 구축

- 정량적 평가 방법론

1,200 6.0

계 4,000 16.0

5차

년도

￭ 적합성 기능ㆍ성능시험 평가․

- 적합성 시험

- 기능.성능 시험

1,500 6.0

100

￭ 신뢰도 및 적용 타당성 평가․

- 신뢰도 평가

- 적용 타당성 평가 및 결과 통합

￭ 원전 사이버테러 대비 사이버 보안 원천기술 개발

- 계측제어시스템 운영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원전 무선통신 보안기술 개발

2,500 10.0

계 4,000 16.0

합계 8,000 32.0

총계 20,0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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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3 추진 전략 및 체계

  가. 추진전략  가. 추진전략  가. 추진전략

❍ 연구소에서 개발하며, 제3의 기관에서 성능검증 및 평가 수행

❍ 기술개발 완료시 산업체와 협력하여 상용화

  나. 세부 추진체계  나. 세부 추진체계  나. 세부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산업체 □대학 ■연구소 □제한없음

❍ 참여기관 : □산업체 ■대학 □연구소 □제한없음

❍ 국제공동연구(해당 시)

공동연구내용 국가명 연구기관
상대국

부담금(백만원)
공동연구기간

- 가상현실기반 주제어실 설계

- 컴퓨터기반 운전지원시스템
노르웨이

Halden

Reactor

Project

미정
2012. 3 ~

2017. 2

- 사이버보안 Test-bed 구축 미국
Idaho Nat.

Lab.
미정

2012. 3 ~

2015. 2

  다. 추진체계도(도식화)  다. 추진체계도(도식화)  다. 추진체계도(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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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양식 1] 기술수요조사서

 1. 연구개발사업명 1. 연구개발사업명 1.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술명)
원전 운전자동화를 위한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 개발

제안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울산( ), 광주(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학교( ), 정부기관( ), 연구소(●),

협회( ), 기타( )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N0302)

(원자력) - (원자력 계측제어기술) -

(계측/제어시스템 기술)
기초(●), 응용( ), 개발( )

기술유형

상위유형 하위유형

□ 원자력시스템 □ SFR □ VHTR □ 경/중수로 □ 기타( )

□ 핵연료주기
□ 핵연료개발 □ 선행핵연료 □ 후행핵연료

□ 폐기물처분/처리 □ 기타( )

□ 원자력안전
□ 원자력시스템안전(방사선안전포함)

□ 방사선안전(비발전 관련) □ 기타( )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이용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용 □ 방사선융합 □ 방사선기기

□ 방사선의학/생물(영상진단 포함) □ 비파괴 □ 기타( )

■ 기타(원천기반) ■ 기타( )

2010년 9월 기술수요조사 時

제출 여부
제출 ( ) 미제출 ( ● )



- 52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원전 안전성향상을 위한 전 운전모드 자동화 기술과 비상대응을 위한 모바일

감시/조작기술을 개발하여 계측제어 지능화 원천기술을 확보함

연구개발의 내용

l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 운전모드 자동화 기술 개발

- 정상운전 자동화 기술 개발

- 비상운전 자동화 기술 개발

l 비상대응을 위한 모바일 감시/조작 기술 개발

- 고온, 고방사능, 전원상실 및 무인환경하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계측 및

무선통신 기술 개발

- 모바일 제어실 기술 개발

예상 기술개발 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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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필요성

- 현재 국내▪외 원전의 계측제어시스템은 출력운전 구간에서는 자동운전되고

있지만, 운전모드 변경 시나 비상운전 시에는 자동으로 운전되지 못하고,

운전원이 개입하여 운전해야 함.

- 원전 비상운전 시 운전원은 안전계통에 의해 동작된 기기의 작동여부를 확인

해야하고,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고장 원인을 판

단하고 대처해야 하므로 업무부하가 가중됨. 이때 잘못된 판단과 조작 오류

로 인해 대형사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TMI 사고의 경우 운전원 판단오

류로 안전주입을 수동으로 차단한 결과 사고를 악화시켜 노심용융 사고로

확대되었음.

- 이러한 비상운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운전 시 운전원 부담을 최

소화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전 자동화 기술개발이 필요함.

-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에서와 같이 현재 원전에서는 운전원이

제어실이나 원격정지반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 발전소 외부에서 사고의 진행

여부를 감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고온, 고 방사능 및 전원상실 환경 하에서 온도 및 압력 등의 주요 감시변수

를 측정 전송하는 지능형 계측 및 무선통신기술과 발전소 외부에서 비상대

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감시/조작기술 개발이 필요함.

연구개발동향

국내

- 국내 원전 경우 전 운전모드에 대해 자동화한 사례는 없음. 출력운전 구간에

서는 자동운전이 되고 있지만, 운전모드 변경 시나 비상운전 시에는 운전원

개입이 필요함.

- 고온, 고방사능 및 전원상실 환경하에서 동작하는 지능형 계측기에 대한 연

구개발 사례가 없음. 다만, 고 방사능 환경하에서 동작하는 스마트타입 압력

전송기 개발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원전에 적용되지 못하였음.

- 운전원의 위치에 무관한 운전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바일 원격감시 및 조

작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진행된 바 없음.

국외

- 일본은 정상운전 조건에서 기동 및 정지운전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Ohi

발전소에 설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수동운전에 비해 조작빈도 60%, 감시빈

도 75% 정도로 운전원 업무부하를 감소시켰음.

- 미국의 ALMR에서는 3개의 원자로가 하나의 BOP에 연결된 새로운 개념의

액체금속로 원전개발에 계층적 구조를 갖는 supervisory control 방법을 적용

하여 1인 운전이 가능한 제어시스템 개념연구를 수행하였음.

- 이와 같이 부분적인 자동화는 시도된 사례가 있으나 전 운전모드에 대한 운

전자동화는 아직 연구개발 사례가 없음.

- 고온 또는 고방사능 환경하에서 동작하는 스마트타입 계측기 개발 사례는 있

으나 고온, 고방사능 및 전원상실 환경하에서 동작하는 지능형 계측 및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 사례는 없음.

- 노르웨이 Halden 에서는 모바일 장비에 현장 작업자 위치에서의 방사선 맵을

제시하는 기술을 연구하였음. 그러나 모바일 개념의 운전원 작업공간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음.

파급효과 - 원전 운전 자동화로 운전원 부담을 감소시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

례에서와 같이 최악의 원전 사고에서도 발전소 외부에서 비상대응을 할 수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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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본 제안을 통해 개발될 핵심 원천기술은 원자력 계측제어시스템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우주항공, 철강산업, 화학 플랜트 등에 활용됨.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시장

동향

국내

- 원전 정상/비상 자동화 운전기술의 원전적용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먼저 개발할 경우 원전 계측제어 분야 세

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10여기의 신규원

전이 건설될 예정이며, 정상/비상 자동화 운전기술을 원전 1호기당 약 100억

원으로 추정할 때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약 50억원 정도로 예상됨.

- 고온, 고방사능 환경하에서 지능형 계측 및 통신기술은 사고시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술로, 이 기술을 원전 1호기당 약 100억원으로 추정할 때 국내 시

장규모는 연간 약 50억원 정도로 예상됨.

- 모바일 원격 감시/조작 기술은 방사능 누출 사고시 발전소 외부에서 발전소

건전성을 감시하는 기술로, 이 기술을 원전 1호기당 약 100억원으로 추정할

때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약 50억원 정도로 예상됨.

국외 - 전 세계에서 향후 20년 내에 300여기 원전이 건설예정이므로, 세계시장 규모

는 연간 약 2,250억원 정도로 예상됨.

시장

규모

(억원)

국내 - 150억/년 (2018년 이후)

국외 - 2,250억/년 (2018년 이후)

산출

근거
- 시장동향 참조

나. 수출․입 효과

수출입효과

(억원)

수출액 337.5억/년 (2018년 이후), 산출근거 : 시장규모의 15%로 가정

수입대체 150억/년 (201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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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연구비

(백만원)

정 부 50억 50억 50억 50억 50억 250억

민 간 0 0 0 0 0 0

합 계 50억 50억 50억 50억 50억 250억

연구인력(M/Y) 25(M/Y) 25(M/Y) 25(M/Y) 25(M/Y) 25(M/Y) 125(M/Y)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o 주관기관 : □산업체 □대학 ■연구소 □제한없음

o 참여기관 : □산업체 □대학 □연구소 ■제한없음

o 세부 추진체계(도식화)

계측제어
원천기술

확보 

모바일 조작기술

모바일 감시기술

비상운전 자동화기술 

기동 및 출력운전 자동화기술

비상대응 
운전기술 

안전성 향
상 자동화

기술 

고온, 고방사능 및 전원상실 환경하
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계측 기술 

고온, 고방사능 및 전원상실 환경하
에서 작동하는 무선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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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대효과(활용분야 포함) 및 특기사항 6. 기대효과(활용분야 포함) 및 특기사항 6. 기대효과(활용분야 포함) 및 특기사항

o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될 핵심 원천기술은 원자력 계측제어시스템 뿐만 아니라 화력발

전소, 우주항공, 철강산업, 화학 플랜트 등에 활용되는 기술임. 특히, 고온/고방사능

및 전원상실 환경에서의 계측 및 통신기술은 항공우주산업에 널리 활용될 것임.

o 모바일 원격 감시/조작 기술은 기존 원전의 제어실 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

술로 이 기술로 인해 제어실의 공간이나 운전원 수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큰 잇점이 있음.

 7. 기존의 선행연구 7. 기존의 선행연구 7. 기존의 선행연구

가. 유사 선행연구 목록

부처명 과제명 연구기관 유사내용

해당없음

나.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

o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 운전모드 자동화에 대한 유사 선행연구 사례는 없음.

o 고온, 고방사능 및 전원상실 환경하에서 동작하는 지능형 계측 및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유사 선행연구 사례는 없음.

o 비상대응을 위한 모바일 감시/조작에 대한 유사 선행연구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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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 최고수준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기동 및 출력운전자

동화 기술
20

일본 Ohi 발전소적용

기동 및 정지운전 자

동화시스템

50%

기동 및 출력운전

자동화 기술을 개

발하여 운전원 작

업부하 80% 이상

감소

나. 비상운전 자동화 기

술
20

노르웨이 할덴의 운

전전산화 절차서
50%

비상운전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여

운전원 작업부하

85% 이상 감소

다. 고온, 방사능 및 전

원상실시 동작하는

지능형 계측기술

15
고 방사능 환경하에

서 동작하는 스마트

타입 계측기

50%

격납용기 내부환

경 및 전원상실시

동작하는 지능형

압력 및 온도 계

측

라. 고온, 방사능 및 전

원상실시 동작하는

무선통신기술

15 IT 산업용 무선통신 30%

격납용기 내부환

경 및 전원상실시

동작하는 고 신뢰

성 무선통신

마. 비상대응 모바일 감

시기술
15

노르웨이 할덴의 모

바일 장비를 활용한

방사선 맵 표시

40%

발전소 사고시

안전기능 감시에

필요한 정보표시

바. 비상대응 모바일 조

작기술
15

IT 산업용 가상현실

인터페이스
40%

발전소 사고시 안

전기능 작동에 필

요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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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원천기반 분야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12〜’16)

계획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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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사업 개요  

  Ⅱ. 현황 및 전망 

1.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계획 추진 성과

2. 국내 경쟁력 및 핵심 발전 동인

  Ⅲ. 사업목표 및 전략

  Ⅳ. 세부추진계획  

1. 기본방향

2. 중점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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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Ⅰ.Ⅰ. 사업 개요사업 개요사업 개요

   

선진 원자력기술 개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
술과 원자력분야의 기술선점 효과가 지대한 고위
험/혁신형 기술로서 국가 주도로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선도형 기반기술 적기 확보

Key Word 의 미

선진

원자력기술

원자력시스템 (상용원자로, 차세대원자로, 미래형원자

로) 및 첨단 원자력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보하

기 위한 핵심기술

핵심 원천기술 원자력기술 발전에 핵심이 되는 원천성이 강한 기술

기술선점 세계적으로 아직 실용화 되지 못한 기술

고위험/혁신형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 R&D 분야이면서 기술파급 효

과가 매우 크나 세계적으로 아직 실용화 되지 못한 창

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국가주도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장기간, 고투자가 필요하여 민간

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

선도형
개발 성공시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선점 효과가 높은

기술



- 61 -

- 원천 기술개발 사업의 일반적 정의 : 
     제품, 공정, 서비스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

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활동.
- 원자력 분야의 원천기반기술 정의 : 

미래 원자력 기술 및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원천성이 강한 기술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지대하지만 세계

적으로 실용화가 안 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 원자력 원천기반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다음의;

   • 미래 원자력산업에 파급성이 지대한 수요자 필요에 부응하는 기술

(Need Pull)
   • 세계 기술의 선점 및 선도를 목표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고

위험/혁신성의 기술 (Technical Push)
   •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씨앗형 기술 (Seed Technology)로서 대

규모의 투자 이전에 선행 개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몰성 (Sun 
Set)

    1. 미래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 분야 : 원자력기술을 세계적인 수준

으로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기술 발전에 핵심이 되는 기술로 원

자력산업계가 요구하는 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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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현황 및 전망현황 및 전망현황 및 전망

 II-1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 전망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 전망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 전망

  ❍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4세대 원자력 포럼에 참여하여

SFR, VHTR의 핵심 기술 개발과 공동 연구기반 확립에 노력하고

있음.
  ❍ 국외에서의 연구방향은 보다 원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전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의 연구개발 방향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활발히 진행 중이

거나 논의 중인 Nu-Tech 2012, 2015, 2030 등 원전 개선 사업

과 연계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 보완이 가능한 원천

기반기술의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➀ 기술개발 추진 현황기술개발 추진 현황기술개발 추진 현황

  가) 미래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 분야

  ❍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 연구 관련

- Invensys 등 세계적 SCADA 메이커에서는 극한환경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로컬 제어기기를 개발하고 있으

며, 산업체 제어시스템 운전 및 유지보수에 가상현실 및 증강

현실 등의 실감형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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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Ohi 발전소에 세계최초로 기동 및 정지운전 자동화시

스템을 설치하여 기존 수동운전에 비해 조작빈도 60%, 감시

빈도 75% 정도로 운전원 업무부하를 감소시켰으며, 미국의

ALMR에서는 3개의 원자로가 하나의 BOP에 연결된 새로운

개념의 액체금속로 원전에 계층적 구조를 갖는 supervisory 
control  방법을 적용하여 1인 운전이 가능한 제어시스템 개

념을 개발하였음. 

➁➁➁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가)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 분야

  ❍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 연구 관련

- 향후 IT 신기술(Wireless, SoC (System on Chip) 등)이 원

전에 적용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및 전자파 등

원전 안전성 보장기술과 인허가 현안 및 대책기술이 요구됨. 
-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사고 시에는 고방사능, 고온, 고압환경

이 되므로 가혹한 환경 조건하에서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계측제어기기와 방사능 누출시 발전소 외부

원거리에서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는 비상용 제어실이 절대적

으로 확보되어야만 함. 

 II-2 국내 경쟁력 및 핵심 발전 동인

▣ 국내 기술경쟁력 분석 국내 기술경쟁력 분석 국내 기술경쟁력 분석

 가) 미래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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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기술항목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부족 다소 부족 동등 우월 보다 우월

위기상황 
대응능력강화 

계측제어 
원천기술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 기술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기술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기술 ○

 ➁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발 연구  ➁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발 연구  ➁ IT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발 연구 

  ❍ 국내에서는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성능을 갖는 극

한환경용 계측제어기기 개발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
부 군사용으로 국한되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산업체에서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실감형 인터페이스 기

술이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이 기술을 보완하여 원전

제어실에 적용하면 운전원간의 의사소통 등으로 인한 운전오류

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미래 원자력발전소는 최소한의 운전원이 운전하는 방식으로 발

전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운전 수준이 현재 보다 더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동운전 (저온정지에서 원자로출력

5%까지) 및 냉각운전 (원자로출력 100%에서 저온정지)과 같이

수동운전이 많은 운전조건에서 운전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운전자동화가 필수적임. 
  ❍ 현재까지 운전자동화 관련 연구로는 기초연구로 가열운전 자동

화일부를 수행한 적이 있지만, 발전소 전 운전모드에 대한 운전

자동화연구는 체계적으로 연구 사례 없음.  
  ❍ Wireless, SoC(System on Chip)등 IT 기술을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 시급함.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경쟁력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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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기술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핵심기술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구현기술 ○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기술 ○

이머징 IT 신기술 (Wireless, SoC 등) 
원전적용을 위한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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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환경분석(SWOT) 대내외 환경분석(SWOT) 대내외 환경분석(SWOT)

내부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l 지속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

을 통한 원천기반기술 개발 

인력 및 기술력 보유 

(HANA 신합금, 원자력로봇, 

MMIS 핵물질 정량측정, 상

용로 조사기술, 원심분무 핵

연료 분말 등) 

l 해외 핵심 연구 인력 네트워

크 보유 및 기술개발 참여 

경험 보유 

l 원천기반 기술에 대한 지속

적 연구지원이 부족 (비상상

황 원격대응,  원자력신소

재, IT 융합, 극한센서 등)하

고 연구 인프라 (시설 및 장

비)가 부족함

외부분석

[기회 Opportunity]
[SO] 강점과 기회를 

     이용한 시너지 창출

[WO] 기회를 이용해 

      약점을 보완

l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르네
상스와 원전수출 등으로 국
내 원천기술 중요성 대두

l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한 원자력 안전 및 비상
대응을 위한 원천기반 기술 
수요 증가 

l 산업화 이전의 기반 기술 
개발 단계로써 기술 장벽이 
아직 형성되지 않음

l 우수한 인력, 경험과 기확보
기술을 활용한 고위험/혁신
형 원천기술 선점 및 미래 
원전 경쟁력 강화

l 개방적 환경을 이용하여 기
술선진국과 연구협력을 강화
하고 빠른 기술 도입을 통해 
연구 역량을 신속히 향상하
여 그 격차를 줄여나감

l 원전 수출경쟁력강화에 필
요한 핵심원천기술 자체 개
발을 통한 국제적 기술 우
위 선도  

l 해외협력을 통해 연구 인프
라를 공동 활용하고 개발 
경험을 공유하여 적은 비용
으로 국내 기술 수준을 향
상

[위협 Threat]
[ST] 강점을 이용해 

     위험을 최소화

[WT]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 

l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원자

력수용성 저하

l 선진국들끼리 공동연구집단

을 형성해 나가고 있어 기

술 종속국으로 전락. (국제 

조사전용로(JHR, HBWR) 건

설/운용 및 선진국의 슈퍼

컴 기반의 초대형 해석코드

개발 진행)

l 기개발 기술 및 인력을 활용

한 원천기술 개발로 원자로 

안전성 향상 및 원자력비상

상황 대응능력 확보 

l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

한 협력을 통한 핵심 원천기

술 공동개발   

l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과 비

상상황 대응능력을 인간작

업자 동등이상으로 획기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원

천기반 기술 개발    

l 고비용 원천기술은 선택적

으로 기술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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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핵심발전 동인

견인요인 저해요인 잠재요인

위기상황대응능
력강화 

계측제어 
원천기술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극한환경용  계측제어기술개발 

경험 부족

KNICS 국산화과제를 통해 
안전등급 제어기기 및 제어실 

개발기술 확보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 미래 원자력 
운전자동화 실현

coordinator 기반과 같은 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동화 구현 

경험 부족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한 가열운전 
자동화 기술 확보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경제성이 향상된 미래 원자력 
계측제어시스템 실현

통신보안 등 IT 융합기술 인허가 
현안 및 대책방안 know--how 

부족 

KNICS 국산화과제를 통해 
안전등급 통신기기 인허가 경험 

확보 

▣ 핵심발전 동인 핵심발전 동인 핵심발전 동인

미래 원자력시스템을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청정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자력 기초 원천 기술 확보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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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전략 프로그램 I, II

추진 전략

 ❍ KNICS 과제를 통해 확보된 안전등급제어기기 설계 및 제작기술과 IT 
기술을 융합하여 위기상황대처 계측제어 원천기술 확보

사업목표

❍   선진 원자력기술 개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과 원자력분야의 기술

선점 효과가 지대한 고위험/혁신형 기술로서 국가 주도로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미래 선도형 기반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여 급변하는 원자

력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

첨단 기술 확보 및 사용/차세대/미래형 원자로 관련 독자 소유권을 확보

를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함

 - IT기술 융합을 통해 원전 중대사고 대처능력을 확보하고, 미래 MMIS 수
출 핵심기술 개발          

Ⅲ.Ⅲ.Ⅲ. `사업목표 및 전략 `사업목표 및 전략 `사업목표 및 전략

I. 미래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 분야

 1. 원자력 비상
상황 원격대응
핵심기술개발

  2. IT 융합 계
측 제어 지능화
기술 개발

 3. 캡슐 활용

  중성자 조사

  기술 고도화

 4 첨단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개발

❍비가시환경
  실시간정보수집핵심
  기술
❍비정형환경 신속 원
격접근/취급

  핵심기술
❍원격대응 기술 운용성

/신뢰성
  제고 핵심기술

❍위기대처 능력강화
계측제어 원천기술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기술개발

❍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조사온도 및 조사량
조절 시험기술 개선

❍조사량 평가 및
계장기술 국산화
개발

❍미래 원자력 첨단
재료/ 핵연료 조사
기술 개발

❍다층 구조 원심분무
분말 기반 첨단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개발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 및 연소 거동
해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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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가) 미래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 분야

2)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기술 개발

구  분 단기(2012~2016) 중기(2017~2021) 장기(2022~2026)

달성 목표 - IT 융합 지능형 계측제
어 시제품 개발

- IT 융합 지능형 계측제
어 원전적용 타당성 확
보기술개발 

- 미래 MMIS 패키지 구축 

필요 기술

- 위기대처 능력강화 계측제
어 원천 및 구현기술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핵심 
및 구현기술

- IT융합 계측제어현안 해결
기술 

- 위기대처 능력강화 계측

제어 원전적용 타당성 

확보기술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원

전적용타당성 확보기술 

- IT융합 계측제어현안 해결 

기술 원전적용 타당성 

확보기술 

- 원전 운전자동화 시스템 
상용화기술  

- Wireless 통신기반 견고화 
계측제어 Platform 상용화
기술    

- 정보표시 및 조작 최적화 
제어실 상용화기술  

전개

시나리오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
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시작품 제작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제작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
화구현기술 확보 

- 통신보안체계 원전 적용방
안 도출 

- 이머징 IT 신기술 원전적
용 방안 도출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
고화/내EMP 계측제어기
기 원전적용 타당성 확보
기술개발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원전적용 타당성 
확보기술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
화 원전적용 타당성 확보
기술

- 통신보안체계 원전 적합성 
평가

- 이머징 IT 신기술 원전적
용 타당성 확보기술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
고화/내EMP 계측제어시
스템 제작 및 적용

- 정보표시 및 조작 최적화 
제어실 제작 및 작용 

- 지능형 운전자동화시스템 
제작 및 원전적용   

- 통신보안관리체계 원전적
용 

- 이머징 IT 신기술 원전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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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성과 목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상세기술기준 

개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핵심기술 개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구현기술 개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시작품 개발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적합성평가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개발

  위기대처 능
력 강화 계
측제어 원
천기술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
EMP 계측제어시스템 핵심기술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
뢰화 핵심기술 

- 위기대처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핵심기술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
시스템 적합성평가 기술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방법  적합성평가 기술
- 위기대처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적합성평

가 기술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기술개발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범위구축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핵
심기술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구현 및 적용성 기
술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개발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
체계 핵심기술 

- 이머징 IT 신기술(Wireless, SoC 
등) 원전적용을 위한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합보안관리체계 적합성 
평가  

- 이머징 IT 신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적합성 
평가 

【기술지도】

▣ 성과목표 및 기술지도 성과목표 및 기술지도 성과목표 및 기술지도

 가) 미래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 분야

 2)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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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IV-1 기본 방향   
  

  ❍ 대학 및 산업체 등에서 확보되어 있는 IT 기술을 원전 계측제어

기술과 융합하기 위해 대학 및 산업체 참여 유도하며, 컴퓨터기

반 운전지원시스템 및 발전소 상태감시 연구경험이 있는 노르웨

이 Halden Reactor Project와 공동연구를 통해 관련기술 습득

 IV-2 중점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

1 미래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 개발 분야

1-2. 1-2. 1-2. IT 융합 계측 제어 지능화기술 개발

▣ 중점연구항목 정의 중점연구항목 정의 중점연구항목 정의

  ❍ 미래 계측제어시스템(MMIS)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 이후 위기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계측/
감시기술 개발

  ❍ IT 신기술적용에 따른 MMIS 신규 인허가현안 및 대책기술 개

발

  ❍ 키워드 : 운전자동화, 비상대응, Wireless, 보안기술, 지능형, 계
측제어, MMIS, IT신기술, 이동형 제어실, 내방사선, 증
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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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비상대응능력 
강화 

계측제어 
원천기술 

개발

 ❍ 1단계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스템 기

술개발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기술개발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기술 대안 평가

2012-2013 2,300

 ❍ 2단계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스템 시

작품 개발 및 적합성평가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시작품 개발 및 적합성평가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개발 및 적합성

평가 

2014-2016 4,800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목표

   ❍ IT 융합을 통해 미래 MMIS 패키지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

을 개발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MMIS 구축 원천기술 확보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스템 시작품

제작

- 실시간 제어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통신 전송 오류 (BER) :

10-10)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 시작품 제작 (1 Man

operation )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시스템 시작품 제작 (가열운전모

드(저온정지-원자로출력 5%), 정지운전모드(원자로출력 100%-

저온정지), 정상운전모드에 대한 운전자동화 포함)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구축 (발전 사업자 및 규제기

관 요구사항 만족)

- 이머징 IT 신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확보 (Wireless, SoC 등

원전 적용 안전성 입증)

▣ 중점연구분야 중점연구분야 중점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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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기술개발

❍ 1단계
  -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범위구축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핵심기술개발 

2012-2013 2,000

 ❍ 2단계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 구현기술개발 
  - 지능형 미래원전 운전자동화기술 적용성 연구

2014-2016 4,800

IT융합 
계측제어 
현안기술 

개발

 ❍ 1단계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보안체계 기술개발 
  - 이머징 IT 신기술(Wireless, SoC 등) 원전적용을 위한 안

전성보장 요소기술 개발 

2012-2013 1,400

 ❍ 2단계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통합보안관리체계 원전 적용성 연

구 
  - 이머징 IT 신기술 안전성보장 요소기술 원전 적용성 연구  

2014-2016 2,400

❍ 기술특성

경쟁우위 확보성 정부지원타당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 ●●●●◐ ●●●◐◯ ●●●●◐

기술특성 기술확보방안 연구개발주체 역할 분담

자체개발 (◯)

국제공동 ( )

기술도입 ( )

학( ), 연( ), 산( )

학․연( ), 학․산(

),

연․산( ),

학․연․산(◯)

▣ 추진전략 추진전략 추진전략

  ❍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KNICS) 사업으로 국산화된 MMIS 패
키지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위기대처 능력을 갖는 원천기술 확

보

  ❍ Wireless, SoC(System on Chip)등의 이머징 IT 신기술을 확보

한 대학과 연계

❍ 1단계 2년 동안은 관련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 3년간은 개

발된 기술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 원천기술을

확보

❍ 고온/내방사선/저전력/견고화/내EMP 계측제어시스템은 개발 완료

후 지경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후속 상용화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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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사업화 추진

❍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 고신뢰화 장치는 개발 완료 후 지경부 원

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후속 상용화연구를 통한 사업화

추진

❍ 비상시 원자로 안전운전용 제어실은 개발 완료 후 지경부 원자력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상용화연구를 통한 사업화

❍ 지능형 운전자동화시스템은 개발 완료 후 지경부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으로 상용화연구를 통한 사업화

❍ IT 신기술 (Wireless, SoC 기술 등) 안전성보장 기술은 개발 완료

후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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