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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하나로 2000년(Y2K) 표기문제에 대한 향평가 및 대응전략

II. 목적 및 필요성

   하나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장형 디지털 계

측장비들에 대한 Y2K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향평가 작업 과정을 소

개하 다. 향평가를 근거로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과 결과를 상세히 소

개하 다.

III. Y2K 향평가 및 대응전략

   하나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계측장비에 대하여 Y2K 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방사선 감시 컴퓨터 만이 변환대상 계통으로 분류되어 개선작업이 진행

되었고 현재 검증 및 시험이 완료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다. 제어 컴퓨터의 경우는 

제작사 시험결과 Y2K 문제없음으로 밝혀졌지만 원자로 제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현

장추가시험을 실시하여 Y2K 문제없음을 확인하 다. 최종적으로, 규제기관의 감독 하

에  Y2K 종합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하나로는 Y2K 문제 해결이 완료되

었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Y2K 문제와 관련된 중요 계통 즉, 방사선 감시 컴퓨터와 

제어 컴퓨터에 대해서는 문제의 특정일에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발생 가능한 만

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 다.

IV. 결론

   변환대상 설비로 분류되었던 방사선 감시계통의 개선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

고 제어 컴퓨터 역시 Y2K 문제없음이 실증시험을 통하여 판명되었으므로 하나로는 컴

퓨터 2000년 표기문제에 대한 대응을 완료하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이 경과

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비상 대응계획 수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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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I. Project Title

Assessment and Remedy Strategy for Year 2000 Problems in HANARO

II. Objective and Necessity

It is intended in this report to address the Y2K assessment processes, which is 

required to evaluate the Y2K compliance for digital computers and 

microprocessor-based digital equipment currently used in HANARO. Based on the 

detailed assessment, deliberate remedy activities for the target of 

investigation are introduced in detail.

III. Assessment and Remedy for Y2K

The result of the assessment indicates that only the radiation monitoring 

computer system was found to be a non-compliant products. From the in-depth 

review process, it was decided that the system would be upgraded by KAERI's own 

man-power and techniques. Through the commissioning, it has been  proved that 

the upgraded system satisfies the requirements. As for the programmable 

controller system, although it has been verified Y2K-compliant, Y2K test was 

performed at site, considering its importance in the reactor power control and 

finally its compliance was reconfirmed. It has been acknowledged  from the Y2K 

integral simulation test that HANAR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Y2K remedy  

activities. A contingency planning was provided to deal with the unexpected 

situation that may occur at the specific date and time relative to the Y2K 

problems.

IV. Conclusion

Judging from that the upgrade of the radiation monitoring computer system was 

proved satisfactory and the programmable controller system has been verified as 

Y2K compliant, HANARO will be able to cope with the Year 2000 problem 

satisfactorily. It is required that much concern be put in the contingency 

planning against the unexpected abnormal events to occur on the specific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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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터 보급 초기에 기억용량시설 비용의 절감을 위해 연도 표기를 4 자리 중 마

지막 2 자리만을 인식하도록 하드웨어(Hardware) 또는 소프트웨어(Software)를 설계

하 다. 컴퓨터 연산 시 19XX 연대와 20XX 연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2000년의 시

작과 함께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는 현상을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Year 

2000(Y2K)" 또는 “ 레니엄 버그(Millenium Bug)”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계 선진 

각국의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는 다소 늦은 98년 초부터 중요 분야의 선정과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 다. 국무조정실의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98. 4)에서 원전 부문이 

금융ㆍ통신ㆍ전력 등 부문과 함께 10 대 중점 관리대상부문으로 선정되었고 하나로 

역시 원전 부문의 기타 시설로 분류되어 과학기술부 주관 “원자력분야 Y2K 추진대책

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로 Y2K 현황 및 대책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규모나 성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하나로는 Y2K 문제가 발생

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나로 역시 제어 컴퓨터를 포

함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한 여러 종류의 디지털 제어계측기들이 현장에서 사

용되고 있어 98년 초 하나로 Y2K 추진반을 구성하 고 국내외 자료수집과 Y2K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 다. 분야별 평가대상의 선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하나로의 

Y2K 기본 대응방침을 수립하 다.

  - 하나로에는 비록 원자로 안전기능에 관련된 컴퓨터 계통은 없음이 밝혀졌으나, 

제어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계측기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함.

  -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된 디지털 계측기류는 현장시험이 불가능하므로, 대상 

계통의 문제점 여부를 각 계측기의 제작사와 긴 히 협의하고 "Y2K Compliance 

Certificate"를 확보함.

  - 현장에서의 확인시험이 필요한 경우, 계통의 시험방법 및 절차는 제작자의 검토 

확인을 거친 후 실시하고 제작자가 이미 시행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

우는 제작자 Y2K 시험 보고서를 확보함.

  - 계통 또는 계측기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늦어도 99년 6 월까지 현장 설치 및 

시험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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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기본 대응전략에 따라 98년도 상반기부터 하나로의 Y2K 대상 계통 분류작

업을 실시한 결과 원자로 제어 컴퓨터와 방사선 감시 컴퓨터가 중요 검토대상으로, 

그 외 비정보 계통인 10 여종의 디지털 계측기들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상세 향

평가 작업과 함께 제작사와의 기술협의를 시작하 다. 최근, Y2K 문제는 전 세계적으

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컴퓨터 및 디지털 계측기 제작사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Y2K 현황과 대책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하나로의 대상 

기기들에 대한 향평가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원자로의 안전기능과는 무관하지만, 원자로 출력제어와 각종 신호의 표시 및 감

시를 담당하는 원자로 제어 컴퓨터의 경우, 시간제어기능 또는 날짜 처리기능이 없으

므로 Y2K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작자 시험 결과 밝혀졌다. 단, CRT 화면 및 프린터 

기록의 시간표시가 2000년 대신 00으로 표기되지만 이는 운전원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작사 시험결과 Y2K 

문제없음으로 밝혀졌지만, 원자로 제어기능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어 컴퓨터의 경우

는 별도의 절차서에 따라 현장에서 향평가시험을 실시하 고 Y2K 문제없음을 확인

하 다. 10 여종의 디지털 계측기들은 시간이나 날짜 표시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 

CLOCK을 사용하는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00년 표

기문제 유무를 각 제작사별로 확인하여 모든 제품에 대한 Y2K Compliance 

Certificate를 확보하 다.

    방사선 감시 컴퓨터는 전산망을 이용한 플랜트 전체의 방사선을 측정 관리하는 

계통이다. 제작사의 향평가시험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진입 시 현장제어기와 상위 

컴퓨터 사이의 자료 교환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전산망을 통한 현장감지기

의 원격제어 불능 등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계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시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제작사가 제안하 으

나 계속적인 국외 기술에의 예속과 기술정보 제공 기피 및 비용 과다청구에 따른 유

지보수의 어려움 등의 운 상 문제점이 있어 연구소 내 전문 부서로 하여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 다. 현재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와 함께 검증과 확인 과정을 거치고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을 통하여 새로운 설비의 성능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확인하 다. 

   Y2K 문제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규제기관으로부터의 검사원 

입회 하에 99년 6월 중순에 Y2K 현장실증시험을 실시하 다. 원자로를 1 kW 정상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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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Y2K 관련 설비 즉, 제어 컴퓨터와 개선된 방사선 감시 

컴퓨터의 CRT 날짜와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고 2000년 진입 순간과 윤년 진행 상태를 

모의하여 각 설비 또는 원자로에 비정상 상태 발생 여부를 확인하 다. 모의시험 결

과 원자로는 자동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았고 방사선 

감시 컴퓨터 역시 정상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 거나 해결하 다 하더라도 특정

일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

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

성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직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 대응계

획서를 작성하 다. 비상 대응계획 대상 계통은 원자로 제어 컴퓨터와 방사선 감시 

컴퓨터로 결정하 고, Y2K 문제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전원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연구로의 비상운전을 위하여 소외전원상실 사고에 대해서도 비상운전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나로 센터는 일찍부터 Y2K 검토 전담반을 구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설비 중 Y2K 

관련 장비들을 분류하여 향평가 작업을 실시한 결과 원자로 안전과 관련된 Y2K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 문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는 

모든 계측기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험실 및 연구실에서도 보유장비를 파악하

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예기치 못한 Y2K의 피해를 최

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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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2K 향평가 및 대응전략

   세계 선진 각국의 경우는 “컴퓨터 2000년(Y2K) 표기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책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다소 늦은 98년 초부터 

중요 분야의 선정과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 다. 국무조정실의 “컴퓨터 2000

년 문제 종합대책”(‘98. 4)에서 원전 부문이 금융ㆍ통신ㆍ전력 등 부문과 함께 10 대 

중점 관리대상부문으로 선정되었고 하나로 역시 원전 부문의 기타 시설로 분류되었

다. 하나로는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규모나 성격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Y2K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나로 역시 

제어 컴퓨터를 포함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한 여러 종류의 디지털 제어계측기

들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8년 초부터 Y2K 추진 대응반을 구성하여 본격

적으로 국내외 자료수집과 함께 향평가 및 대책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향평가 

작업은 대상 기기의 조사와 선정, 그리고 Y2K 문제확인을 위한 제작사와의 기술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초 향평가와 Y2k 문제점이 예상되는 계통 또는 원자로 안전

과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계통 등에 대한 상세 대책수립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상세 향평가의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 다.

2.1 기초 향평가

2.1.1 평가 대상 기기의 선정

   향평가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Y2K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계통 또는 

기기를 선별하는 업무가 요구되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 기기 선정에 우선 순위를 정하 다. 

□ CAT. I  : 정보(IT) 계통으로서, 날짜처리에 민감한 계통 또는 장비

□ CAT. II  : 비정보(NON-IT) 시스템으로서, 날짜처리에 민감한 계통 또는 장비

□ CAT. III : 비정보(NON-IT) 시스템으로서, 연도, 날짜, 시간 등을 자료로 사용하

지 않더라도 RTC(Real Time Clock)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CRT 

등에 날짜표시기능이 있는 계통 또는 장비

□ CAT. IV  : 비정보(NON-IT) 시스템으로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마이크로 컴퓨

터 칩을 내장하고 있는 계통 또는 장비

  이상의 우선 순위를 근거로 하여 계통 분류작업을 실시한 결과 하나로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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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대상 기기 수량 비고

CAT. I  해당 없음  해당 없음

CAT. II  - 방사선 감시 컴퓨터  1 식  상세 향평가 대상

CAT. III
 - 원자로 제어 컴퓨터  1 식  상세 향평가 대상

 - 동위원소 건물 PLC  1 식

CAT. IV

- 지진감시계통

- 1차냉각수 방사선감시기

- 수조표면 방사선감시기

- 부압 자동제어장치

- 온도신호변환기

- 유량/압력 지시기

- 유량전송기

- 1 식

- 3 세트

- 3 세트

- 10 세트

- 2 개

- 12 개

- 5 개

(IT) 시스템에 해당하는 계통 또는 장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를 장착하고 있는 디지털 계측기 중 원자로 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현장

지시기인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4 종류에 대한 대상 기기의 선정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하나로 Y2K 향평가 대상 기기의 종류 및 수량

2.1.2 제작사와의 협의를 통한 향평가 작업

가. 방사선 감시 컴퓨터

    하나로 및 주변시설의 방사선 감시 컴퓨터는 미국의 Victoreen사로부터 공급되어 

원자로뿐만 아니라 동위원소 건물, 조사재 시험시설 등에 대한 방사선 측정, 감시, 

기록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설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측정하지만 원자로

의 운전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즉, 방사선 감시 컴퓨터의 오동작 또는 고장이 

발생되더라도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원자로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원자로 시설 내에서의 방사선 측정 및 관리를 수행하는 중요

성 때문에 원자로 제어 컴퓨터와 함께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98년 5월 제작사인 Victoreen사로 Y2K 문제점 여부를 확인, 요청하 다. 제작사

로부터의 회신에 의하여, 1차적으로 운 체제인 UNIX 프로그램에 연도 인식 오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장 제어기 오동작이 발생되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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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인식과 기록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Victoreen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에

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작사의 시험 결과 밝혀진 상기의 Y2K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1차적 방안으로

써 제작사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선에 대하여 협의를 하 으나 약 U$ 80,000의 

비용을 요구하 다. 제작사에게 문제점 해결을 요구할 경우 짧은 시간 내 해결이 가

능하고 성능의 유지가 보장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과다한 예산 소요와 계속적인 국외 

기술에의 예속 그리고 기술 지원의 애로 등이 되풀이될 수 있는 운 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연구소 내 전문 부서에 의한 계통 국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1]  상세한 

향 평가 내용과 대응전략은 3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나. 원자로 제어 컴퓨터

    하나로 제어 컴퓨터의 실질적인 명칭은 Muli-Loop Controller(MLC)로서 컴퓨터 

개념보다는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LC 기종에 가까운 비정보(Non-IT)시스템

으로 분류된다. 하나로는 종전의 연구용 원자로와는 달리 원자로의 출력제어 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공정계통 제어를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어 컴

퓨터의 Y2K 문제점 여부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었다.

    98년 중반부터 제작사인 Moore사와 Y2K 문제점 협의를 시작하 다. 당시, 세계적

으로 Y2K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제작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Y2K 평가시험을 착수

하고 인터넷 Home Page에 시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

다. 하나로 제어 컴퓨터 제작사도 모든 제품에 대하여 Y2K 실증시험을 착수하 고 예

비시험 결과, 하나로 기종은 Y2K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하 다. 그러나 원자로 제

어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최종 평가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

시키고 제작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의 평가시험 실시계획 등을 포함하는 상세 향평

가 보고서를 작성하 다.[2]

다. 지진감시계통

    지진감시계통은 원자로 건물 또는 주변부지에서 지진의 발생 유무 또는 강도를 

감시하는 장비로서 컴퓨터 개념이 아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는 단순 디

지털 계측기이다. 일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도 연도 인식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어 제작사인 미국의 Kinemetrics사로 하나로 기종에 대한 Y2K 문

제점 여부를 확인한 결과, 98년 10월 제작사 Home Page를 통하여 문제없음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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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험보고서도 입수하 다.

라. 1차 냉각수 방사선 감시기

    1차 냉각수 방사선 감시기는 1차 배관으로부터의 감마 방사선을 측정하여 핵연료 

파손 여부를 감시하는 계측 장비로서 미국의 NRC사에서 제작되었다. 구성 장비 중 제

어실 패널에 설치되는 신호처리기는 측정된 방사선량을 디지털로 지시하지만 처리 자

료 중 연도 또는 날짜와 관련된 것은 없다. 그러나 내부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로 Y2K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 고 문제없음을 증명하는 인증

서와 시험 요약보고서를 제작사로부터 입수하 다.

마. 수조 표면 방사선 감시기

    수조 표면 방사선 감시기는 원자로 수조로부터의 감마 방사선을 측정, 감시하는 

계측 장비로서 프랑스의 MGP사가 공급하 다. 구성 장비 중 제어실 패널에 설치되는 

신호처리기는 측정된 방사선량을 디지털로 지시하지만 처리 자료 중 연도 또는 날짜

와 관련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내부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

에 제작사로 Y2K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 고 문제없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접수하

다.

바. 부압 제어장치

    환기계통의 부압 제어장치는 원자로실을 부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입출력 팬의 

속도 조절용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풍량을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어신호의 계

산과 디지털 풍량 지시 기능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연도나 날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작사인 ABB사에 Y2K 문제점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나로 기종인 

1703 MOD-30은 Y2K 문제없음이 확인되었고 인증서와 시험 요약보고서를 확보하 다.

사. 온도신호 변환기

    온도신호 변환기는 원자로 열출력의 계산에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2차측 온도차 

신호를 측정하고 4-20mA 전류신호를 제어 컴퓨터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

인 온도신호 변환기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Y2K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나 

하나로 기종은 신호처리 정확도가 매우 높은 컴퓨터 칩 내장형 디지털 형식을 채택하

고 있기 때문에 Y2K 문제점 발생 여부를 확인하 다. 제작사인 미국의 AZONIX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종류의 변환기를 모두 시험할 수가 없어 대표적 모델을 선정

하여 시험을 수행하 고 시험 대상 모델은 Y2K 문제없음이 확인되었다. 동종의 모델

이면서 버전만 다른 하나로의 온도신호 변환기 역시 제작사가 발행한 Y2K 문제없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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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보고서를 입수하 다.

아. 유량/압력 지시기

    1차 냉각계통의 유량과 압력을 지시하기 위한 디지털 지시기가 제어실 패널에 설

치되어 있다. 이들 지시기들이 원자로 제어 또는 보호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

만 플랜트 사고 후 감시 요건을 위하여 설치한 중요한 계측장비이다. LED 막대 그래

프와 디지털 지시를 위하여 내부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으나 연도 또는 

날짜와 관련된 기능은 없다. 제작사 시험결과에 따르면 하나로에 사용되고 있는 SA 

101 모델은 Y2K 문제없음이 밝혀졌으며 제작사로부터 인증서를 확보하 다.

자. 유량 전송기

    지금까지의 유량 전송기들은 모두 아날로그 형식을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컴퓨터 개념이 도입된 Smart type 전송기가 소개되면서 많은 곳에 적용되기 

시작하 다. 하나로에도 최근 약 6세트의 smart type 전송기를 새로 설치하 고 이들 

중 일부는 열출력 측정에 사용되는 유량신호 측정용도 포함되어 있어 내부 컴퓨터 칩

에 대한 Y2K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 다. 제작사인 Rosemount사로부터 하나로에 사용

되고 있는 1151 및 3051 기종은 Y2K 문제없음을 확인하는 인증서 및 보고서를 확보하

다.

차. 동위원소 건물 PLC

    동위원소 건물의 PLC는 건물내 환기계통 제어와 각종 경보상태 지시 기능을 수행

한다. 둥위원소 건물은 원자로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원자로 안전 및 운전과는 관

련이 없다. 그러나 일부 PLC 기종의 경우는 연도인식에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제

작사인 LG산전(주)와 Y2K 문제점 여부를 협의하 다. PLC 중에서 Y2K 관련 문제점이 

발생되는 기종은 시계 기능의 수행을 위한 카렌다 모듈을 장착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동위원소 건물에 설치, 사용 중에 있는 하나로 기종 STARCON MF-120은 날짜 

및 시계기능과 관련된 카렌다 모듈(FTU-630B)이 장착되어 있지 않음으로 Y2K 문제없

음을 확인하 다.

2.1.3 기초 향평가 결과

    기본 대응방침에 따라 기초 향평가 작업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정리되

었다. 평가 대상 설비 중 Y2K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방사선 감시 컴퓨터와 

Y2K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작사가 인정하 지만 기능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어 

컴퓨터는 상세 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 고 나머지 대상 기기 들은 제작자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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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하여 문제없음으로 선언하고 대응을 종료하 다.

표 2. 하나로 대상 기기에 대한 기초 향평가 결과

대상기기 수량 향평가결과 대응 방안 추진 현황

방사선 감시 컴퓨터 1 system

ㆍY2K 문제있음

ㆍ변환 및 개선 필요

 (상세 향평가보고서)

ㆍ소내 전문부서에 의한 자

체 개발(하드웨어 교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ㆍ상세평가 필요

제어 컴퓨터 1 system
ㆍY2K 문제없음

 (상세 향평가보고서)
ㆍ현장 확인시험 실시 ㆍ상세평가 필요

유량/압력지시기 12 EA ㆍY2K 문제없음 ㆍ제작사 인증서 접수 ㆍ종료

지진감시계통 1 set ㆍY2K 문제없음 ㆍ제작사 시험보고서 접수 ㆍ종료

냉각수 방사선감시기 3 sets ㆍY2K 문제없음 ㆍ제작사 인증서 접수 ㆍ종료

온도신호 변환기 2 EA ㆍY2K 문제없음 ㆍ제작사 인증서 접수 ㆍ종료

유량전송기 5 EA ㆍY2K 문제없음 ㆍ제작사 인증서 접수 ㆍ종료

부압제어기 10 sets ㆍY2K 문제없음 ㆍ제작사 인증서 접수 ㆍ종료

수조 방사선감시기 3 sets ㆍY2K 문제없음 ㆍ제작사 인증서 접수 ㆍ종료

동위원소 건물 PLC 1 system ㆍY2K 문제없음 ㆍ제작사 보고서 접수 ㆍ종료

2.2 상세 향평가

    앞서의 기초 향평가 작업에 따라, 방사선 감시 컴퓨터와 제어 컴퓨터 등 2 종

류를 상세 향평가 대상으로 분류하 다. 제작사 시험 결과에 의하여 Y2K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 방사선 감시 컴퓨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을 제작사에게 

의뢰하는 방안과 연구소 자체 기술로 국산화하는 방안 등 2가지로 분류하여 운 자, 

제작사 그리고 연구소 관련 부서들과의 긴 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소 내 

전문 부서가 기본 연구과제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제어 

컴퓨터의 경우는 제작사 예비시험 결과 Y2K 문제없음으로 밝혀졌지만 원자로 출력제

어를 수행하는 기능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별도의 현장시험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리

고 상세 향평가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상기 2종에 대한 향평가 및 변

환작업에 대한 진척 현황을 과학기술부 원자력 안전과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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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컴퓨터계통 현장 방사선 감시기

입출력

컴퓨터

원격감시

컴퓨터
종 류 수량

 하나로(Reactor) IOCA

RMT1

RMT4

RMT5

RMT6

․굴뚝감시기(LCU)

․공기감시기(LCU)

․지역감시기(UDR)

․공정감시기(UDR)

3

1

17

3

 동위원소시설(RIPF)

IOCB

RMT3

RMT7

․공기감시기(LCU)

․지역감시기(UDR)

4

18

 조사재시험시설(IMEF) RMT2
․공기감시기(LCU)

․지역감시기(UDR)

4

19

총  계 3대 8대 76채널

2.2.1 방사선 감시계통의 상세 향평가

가. 개요

    하나로 및 부속시설의 방사선 감시설비는 원자로 시설(Rx), 동위원소시설(RIPF) 

및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방사선 구역 내 방사선/능 준위를 연속적으로 감시하여 

각 시설의 방사선 안전성을 확인하며, 종사자의 피폭관리와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

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방사선 감시설비는 현장제어기(local Control Unit : LCU), 디지털 신호처리기

(Universal Digital Ratemeter : UDR), 입출력 컴퓨터(Input/Output Computer : 

IOC), 원격감시 컴퓨터(Remote Monitoring Terminal : RM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방사선 감시계통의 구성 현황

   현장에 설치된 LCU와 UDR은 설치 위치의 방사선 준위를 검출하여 그 값을 표시하

고 입출력 컴퓨터는 LCU와 UDR로부터 실시간으로 방사선 준위값을 읽어들여 메모리에 

저장하며 원격감시 컴퓨터로 자료를 전송한다. 원격감시 컴퓨터는 각 지역의 방사선 

준위를 표시하고 또, 현장제어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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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평가 작업

   제작사 평가시험 결과에 따르면, 현장제어기(LCU 또는 UDR) 자체는 Y2K 문제와는 

무관하지만 입출력 컴퓨터 및 원격감시 컴퓨터 등은 날짜 관련 기능이 있으므로 2000

년 진입 시, 현장제어기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 기능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

은 비정상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측정자료의 혼합, 일부 누락 또는 손상

□ 방사선/능 실시간 측정값의 변화 추이 기능 상실

□ 전산망을 통한 현장 감시기의 원격제어 불능

□ 오류 명령어 전송으로 인한 현장감시기 오동작 : 경보음 발생 등

   이상의 비정상 현상으로 인하여, 측정자료의 입출력 기능이 상실되고 실시간 방

사선 감시체제 수행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며 각 현장의 방사선 지시값의 원격 지시가 

불가능해 진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 감시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동

작되므로 현장에서의 방사선 지시값 확인은 언제나 가능하며, 하나로 안전 또는 운전

에는 아무런 향이 없음을 확인하 다.

   Y2K 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가지 운

상의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하드웨어의 경우, 초기 486급 PC의 사용으로 처리 속도

에 문제가 있고 저장 메모리 부족으로 잦은 가동 정지 현상이 발생된 적이 있으며 전

반적인 컴퓨터 계통의 노후화로 계통의 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소프트웨

어 역시 일반 사용자들이 익숙치 않은 UNIX 운 체제이므로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

었다. 방사선 감시계통의 전산설비는 Y2K로 인한 운  측면에서의 많은 문제점이 발

생될 것으로 예견되며, 외국으로부터 도입 된 계통이어서 유지보수 또는 기술지원 등

과 같은 운 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

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다. 설비개선 방안

   제작사에 의뢰하는 방안과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표 3과 같은 장단

점에 대하여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끝에, 하나로 방사선 감시계통의 설비개선은 연구

소 전문 부서의 과제 형식으로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미 연구소 내

에서 비슷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국외기술 예속에서 탈피하여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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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작사에 의뢰하는 방안 자체 개발 방안

장점

 - 기간 단축  - 운 자의 계통 운  용이

 - 호환성 및 확장성 용이

   (비상 방사선 방재 체계 구축 등)

 - 개선비용 절약

 - 유지보수 비용 저렴

 - 향후 노후화 교체 시 비용 절감

 - 외화 절약

 - 연구소 자체기술 확보

단점

 - 비용 증가(US$80,620 : 현장감시

기 점검 포함)

 - 기술적 예속

  (향후 O/S는 Window NT 지배)

 - 추후 노후화 교체 시

  (예상비용: 4억∼5억)

 - 호환성 및 확장성 결여

 - 기간 소요

 - 과제화 필요

 - 현장 방사선 감시기 연구소 자체 

점검

자체기술을 보유하게 되므로 향후 전산계통의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

술지원 문제, 운 상의 애로 등 지금까지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설비개선 방안에 대한 장단점 대조

   새로운 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에 착수하 다.

□ 기존 계통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 설비 즉, CRT, 전산망 설비, 현장 방사선 감

시기 등은 최대한 활용한다.

□ 현장 작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Windows 98 또는 NT를 소프트웨어 운

체제로 사용한다.

□ 새로운 계통에 대한 성능이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기존 감시설비와 병렬로

운 하여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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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결과 및 현황

   상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 방사선 감시계통은 하나로의 안전 또는 운전과는 독립적인 계통으로서 Y2K 관

련 고장이 발생되더라도 방사선 자료의 On-line 관리기능 상실 외 원자로 관련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출력 컴퓨터와 현장제어기 사이의 자료

통신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측정자료의 누락과 원격제어 기능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가능하다.

□ 연구소 내 전문 부서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하며, 99년 6월

까지 모든 설비개선을 완료함.

   현재, 새로운 방사선 감시계통은 검증과 확인 과정을 마치고 현장에 설치 시험 

운  중에 있다. 그리고 99년 6월 14일에는 규제기관(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부터 종

합 실증시험을 수검 받았고 Y2K 문제 해결이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았다.

2.2.2 하나로 제어 컴퓨터

가. 개요

    하나로 컴퓨터 계통의 실질적인 명칭은 Multi-Loop Controller(MLC)로서 컴퓨터

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산업계 공정제어 전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PLC 기종에 해당되는 

계측제어 계통이라 할 수 있다. 계통은 원자로 출력제어, 중요 공정변수들의 표시, 

자료 수집, 비정상 상태의 경보와 추세기록 등에 사용된다.

    하나로 컴퓨터 계통은 3 대의 MLC와 2 대의 Basic CRT Station(BCS)으로 구성되

어 있다. 3 대의 MLC는 각기 할당된 계통의 계측제어를 담당한다. MLC#1은 가장 중요

한 기능인 원자로의 출력제어를 담당하고, MLC#2는 1차냉각계통, 2차냉각계통, 원자

로 보호계통, 비상수 공급계통 등과 같은 공정계통에 대한 신호지시 및 제어를 담당

한다. 그리고 MLC#3는 전기계통, 환기계통 등과 같은 보조계통의 계측제어를 담당하

고 있다.

   2 대의 CRT는 운전원 웍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중요한 장비로서, 운전원이 플랜트의 

각종 계통을 파악하기 위한 주 인터페이스로서 MLC로부터 0.5초 마다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수집된 정조를 CRT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 어떠한 계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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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상태가 발생되면 경보를 울리고 프린터 출력을 통하여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컴퓨터 계통은 안전계통인 원자로 보호계통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계통의 오동작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보호기능에는 아무런 향을 미

치지 않는다. 컴퓨터 계통의 고장이 발생되면 자기진단기능에 의하여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컴퓨터와는 독립적인 보호계통의 정지기능이 항상 유지되

고 있으므로 컴퓨터 계통은 비안전계통 및 비내진등급으로 분류하 다.

   하나로의 컴퓨터 계통은 그림 1과 같이 3 대의 MLC, 2 대의 BCS와 프린터, 

Recorder Station 그리고 Maintenance Monitor 등으로 구성된다. MLC와 BCS는 2중 구

조의 자료 고속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자료 교환과 통신을 수행한다. 

나. 향평가 작업

   하나로의 컴퓨터 계통은 97년부터 동위원소의 계획적 생산과 중성자 노물리 시험 

등을 위하여 1 주일에 3∼4일씩 주기적 운전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준비된 대책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컴퓨터 계통에 대한 Y2K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할 경

우 예상하지 못한 계통의 치명적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원자로의 운전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장에서의 시험은 제작사가 동일 모델에 대한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Y2K 문제없음이 확인된 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98년 전반기까지는 하나로 운 팀 자체에서 제어 컴퓨터의 Y2K 향을 검토하

다. 먼저 컴퓨터 계통을 구성하는 MLC와 BCS의 하드웨어 중 Real Time Clock(RTC) 

Board 유무를 확인한 결과 하나로의 경우는 RTC Board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하 다. 소프트웨어는 일반 컴퓨터 계통과는 달리 프로세스 제어에 꼭 필요한 30개의 

기본메뉴를 제작사가 제공하고 사용자는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여 입출력 신호를 지정

하기만 하면 쉽게 논리를 구현할 수 있는 "Fill-in the Blank"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처리와 같은 기능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자체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제작사와 Y2K 문제 협의를 시작하 다.

   98년 5월 제작사에게 하나로 컴퓨터 계통에 대한 2000년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하

여 문의하 고 98년 6월 제작사 자체 시험 결과를 정리한 SM39-48 Rev.3가 발행되었

다. 제작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송부하 다.

The BCS has no problems with the Millennium bug, the BCS has been tes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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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 as well as the leap year, and the rest. The only thing I should bring to 

your attention is that the trend displays will show 00 for the year on the 

header, otherwise all is well.

“As far as your system concerned, the only concern is the BCS's. This has been 

fully tested here, and they pass all tests including September 9 1999, February 

29 2000, and March 1 2000. ------------------".

즉, BCS의 경우는 날짜와 관련된 기능이 없으며 단지, CRT 화면상에 현재의 시각을 

지시하고 경보발생시간 등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만 있다. 제작사가 날짜변경시험

을 통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CRT 날짜 표시에서 2000을 00으로 지시하지만 이는 문

제점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없다. 또, 공식적인 제작사의 시험결과는 아니지만, 동일

계열의 기종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2000/2/28에서 곧 바로 

2000/3/1로 날짜가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기능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며 날짜를 

2000/2/29로 수정하고 난 후에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은 하나로 기종에 대한 현장시험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다. 상세

한 현장시험 내용은 3절에서 다시 기술한다.

   제작사 자체 시험의 내용 중 MLC 관련 시험 내용이 불충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작사에게 MLC 관련 시험 결과와 현장에서 가능한 시험 방법을 문의하 으나 현장에

서의 시험은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MLC의 2000년 문제 없음을 다음과 같이 회신

하 다.(98년 9월)

“The MMLC's do not have a date code within them. They are time aware, as in 

scan time, they are not date aware. All data from the control system would be 

real time, no historical data can be retrieved from the MMLC controllers. Any 

data retrieved would have the time date stamp of the device requesting that 

data. ----------------"

   98년 10월 제작사로부터 2000년 문제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통보 받았다. 

지금까지 제작사가 몇몇의 제품(하나로 기종 포함)에 대하여 실시하 던 Y2K 평가시

험 관련 행위와 문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제작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과 규격에 따라 체계적인 Y2K 평가시험을 재실시 한다는 내

용이었으며, 기기 별 시험 계획과 시험 결과는 완료 되는대로 제작사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할 것을 약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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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Model No. 평가 결과 비 고

Multi-Loop Controller

(MLC)
3912M 문제없음

Basic CRT Station

(BCS)
390MM11 해당없음

▶제작사 평가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Independent Computer 

Interface (ICI 2.5)
3932C1 문제없음

Chart Recorder A 360 문제없음

Multi-Loop 

Configuration

(소프트웨어)

15939-501 문제없음

MLC Maintenance

Monitor(소프트웨어)
15939-510 문제없음

   99년 2월 1일자 제작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나로 제어용 컴퓨터 기종인 

MLC와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작사 평가시험 결과가 게재되었다. 하

나로에 사용되고 있는 Model 3912 - "Modular Multi-Loop Controller(MMLC) (without 

Real Time Clock option)의 경우는 2000년 문제없음(Status Code 2)이 밝혀졌다. 표 

4에서는 하나로 관련 각 모델에 대한 제작사 Y2k 평가시험 결과를 요약하 다.

표. 4 하나로 기종에 대한 Y2K 평가시험 결과

   제작사 자체 평가결과로부터 하나로의 제어 컴퓨터는 2000년 문제없음이 증명되었

지만, 실제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재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

장시험 절차서, HAN-RS-OT-IT-99-001, "Year 2000 Test Procedure for HANARO 

Programmable Controller System"을 99년 1월 작성 완료하 다.  시험방법은 BCS에서 

점검 대상 특정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계통이 정상적으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며 원자로 제어 관련 중요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로 원자로 운전시험까지 포함된다. 또 진행(Rollover) 뿐만 아니라 계통 

Reboot 기능의 점검도 포함되어 있다.[3]

다. 평가결과

    제작사인 Moore Products Co.의 자체 평가시험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로 제어 

컴퓨터는 Y2k 관련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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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컴퓨터의 본체인 Multi-Loop Controller(MLC)는 날짜 관련 기능이 없으

므로 Y2k 문제없음

□ 각종 신호지시 및 경보기록 등을 위한 Basic CRT Station(BCS) 역시 Y2k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0의 표시를 00로 나타내고 있음. 이것은

운전원이 2000년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원자로 운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문제

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음.

□ 제어 컴퓨터의 주변장치인 Recorder station, ICI 2.5 등과, 관련 소프트웨어

들도 Y2k 문제없음이 확인되었음.

하나로 제어 컴퓨터는 Y2k 문제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 없으므로 별도의 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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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2K 실증시험

3.1  자체 성능시험

3.1.1  하나로 제어 컴퓨터

    상세 향평가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로 제어 컴퓨터는 CRT를 제외하고

는 모두 Y2K 향 없음이 제작사 시험 결과 밝혀졌지만 원자로 출력제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 CRT에 대한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하나로 현장에

서 Y2K 향평가 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은 1999년 3월 22일 실시되었고, 시험실시 시간 동안 원자로는 출력(500 

watt) 임계상태로 유지되었다. 시험 시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

여 원자로 정지 관련 정지변수의 설정값을 출력에 근접한 값으로 임시 변경하 으

며 제어봉은 590 mm 근처를 자동 운전모드로 유지되고 있었고 원자로 수조수도 정상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험 절차서에 따르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2000/1/1의 Y2K 시험에서만 

원자로를 출력 임계상태로 유지하면서 문제발생여부를 확인하려 하 으나 좀 더 보

수적으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절차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Y2K 시험을 500 watt 

임계상태에서 실시하 다. 날짜 진행시험(Rollover Test)은 BCS#1과 BCS#2의 날짜를 

동시에 변경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하 으며, 2000/1/1 및 2000/2/29과 관련된 계통 전

원 차단/재투입 조건에서의 날짜진행시험은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BCS#1에만 적용하 다(BCS#1과 BCS#2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BCS#2의 경우도 결과는 동일할 것임). 컴퓨터 관련 Y2K 문제를 종

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BCS와 연결되어 있는 5세트의 기록계와 MMM 터미널 등도 

정상상태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 다. Y2K 시험 중 MLC 또는 BCS의 

비정상 현상 발생 유무는 프린터로 자동 출력되는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

용하 고, 추가적으로 MLC의 Manager Board에 장착되어 있는 LED Error Display를 직

접 확인하 다. 시험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운전조장 포함 운

전조 3명은 제어실에서 비상 대응계획 준비상태로 대기하 다.

    하나로 제어 컴퓨터에 대한 Y2K 시험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된 다음과 같은 날

짜에 대하여 시행되었으며 Y2K 시험 대상일에 대한 시험결과는 표. 5에 요약하 다.

- 1999/4/8 →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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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9/8 → 1999/9/9

- 1999/12/31 → 2000/1/1

- 2000/1/9 → 2000/1/10

- 2000/2/28 → 2000/2/29

- 2000/2/29 → 2000/3/1

    표 5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시험과정을 통하여 원자로의 비정상 현상 또는 컴퓨

터 계통의 오동작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고 단 1건의 경보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하나로 제어 컴퓨터는 Y2K 문제없음이 확인되었다.[4]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부속장치들 역시 시험과정을 통하여 오동작 또는 비정상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다.  

계통의 전원 ON/OFF 시험에서 일부 날짜 오류가 발견되었으나 이들 역시 계통 또는 

원자로 운전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하나

로의 BCS(CRT)에 표시되는 날짜와 시간은 단순한 표시기능 이외에 아무런 기능이 없

음을 알 수 있었다.

3.1.2 방사선 감시 컴퓨터

    방사선 감시 컴퓨터는 원자로의 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선작업과 

성능시험 등을 위한 기간 또는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다. 98년 11월 자체 

개발 결정과 함께 기존 컴퓨터계통의 구성과 동작 원리 파악에 착수하 고 새로운 계

통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요건을 정립하 다. 99년 4월말 소프트웨어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통신과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

능시험을 거쳐, 하드웨어를 현장에 설치하고 설계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확인하 다.

□ 현장제어기 및 현장감시기로부터의 측정자료 수신

□ 점검선원 및 현장 펌프 작동 등과 같은 원격제어 기능

□ 입출력 컴퓨터와 원격감시 컴퓨터 사이의 전산망을 통한 자료 교환 기능

□ 측정자료의 표시, 저장, 추세기록, 경보 등의 화면지시기능

    약 1개월 동안의 현장 시운전을 통하여 전산망 기능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

으나 대체적으로 설계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약 6개월의 남은 

기간 동안, 사용자가 방사선 감시 및 관리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화면설

계를 보완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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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나로 제어 컴퓨터에 대한 Y2K 시험결과 요약

시험대상일자 시험종류 결과 및 요약 비고

99/4/8 →

      99/4/9

▶Rollover test

  (23:59→00:00)

99/04/09 00:00으로 진행되었고 경보없이 원자

로 출력은 500watt를 유지하 음.
Compliant

99/9/8 →

      99/9/9

▶Rollover test

  (23:59→00:00)

99/09/09 00:00으로 진행되었고 경보없이 원자

로 출력은 500watt를 유지하 음.
Compliant

99/12/31 →

      00/1/1

▶Rollover test

  (23:59→00:00)

00/01/01 00:00으로 진행되었고 경보없이 원자

로 출력은 500watt를 유지하 음.

Compliant

▶전원 OFF→ON

  (00/01/01 

00:01)

전원을 다시 투입하여도 CRT 날짜와 시각은 정

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원자로도 500 watt에 안정

된 상태로 유지되었음.

Compliant

▶전원 OFF→ON

  ( 9 9 / 1 2 / 3 1 

23:59)

약 10분 이상 경과 후(즉 2000년으로 진행된 

후) 전원을 다시 투입하 더니 날짜와 시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연도표시는 여전히 

1999년을 가리키고 있었음. 그러나 컴퓨터 및 

원자로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고 연도

00으로 수정하여도 경보없이 계통 및 원자로는 

정상상태로 운전되었음.

Ready

00/01/09 →

    00/01/10

▶Rollover test

  (23:59→00:00)

00/01/01 00:00으로 진행되었고 경보없이 원자

로 출력은 500watt를 유지하 음.
Compliant

00/02/28 →

 00/02/29 →

    00/03/01

▶Rollover test

 (00/02/28 23:59

→00/02/29 00:00)

00/02/29 00:00으로 진행되었고 경보없이 원자

로 출력은 500watt를 유지하 음.
Compliant

▶Rollover test

 (00/02/29 23:59

→00/03/01 00:00)

00/03/01 00:00으로 진행되었고 경보없이 원자

로 출력은 500watt를 유지하 음.
Compliant

▶전원 OFF→ON

 (00/02/28 23:50)

약 10분 이상 경과 후(즉 2/29일로 진행된 후) 

전원을 다시 투입하 더니 시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03/01일로 월일이 바뀌었음. 

즉, 윤년 인식을 못하 으나 계통 또는 원자로 

운전에는 아무런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음. 월일

을 02/29로 수정하고 난 후에도 문제없이 원자

로는 500 watt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 음.

Ready

▶전원 OFF→ON

 (00/02/29 00:01)

전원을 다시 투입하여도 날짜는 여전히 02/29를 

유지하여야 하나 실재는 03/01/00으로 날짜가 

바뀌었다. 이는 역시 윤년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지만 계통 또는 원자로 운전에는 아무

런 지장이 없었음.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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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합 실증시험

    범 국가적으로 Y2K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년 2월 정부통신

부 주관 하에 중점 관리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기본방향이 수립되었다. 현장점

검은 원칙적으로 각 분야의 주관 기관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현장 점검 결과는 정

보통신부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Y2K 문제 대책 협의회 및 Y2K 관계 장관회의에 보

고하도록 결정되었다.[5]

    하나로의 경우는 Y2K 변환 대상 설비가 방사선 감시계통밖에 없고 Y2K 관련 비정

상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 비하여 파급 효과가 심각하지 않기 때

문에 주관 기관인 과학기술부 대신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부터 99년 6월 14일 

현장검사를 수검 받았다. 실사 내용은 추진현황 점검, 서류 검토, 종합 모의시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현장점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 14:00 - 14:30  원자로실 시찰

□ 14:30 - 15:30  현황 설명 및 서류검사

□ 15:30 - 16:00  방사선 감시 컴퓨터 현장 확인 및 성능시험

□ 16:00 - 16:20  제어실 현황 및 계측기 소개

□ 16:20 - 17:00  종합 모의시험 실시

□ 17:00 - 18:00  현장검사 후 회의

    지난 98년 중반부터 상세 향평가 보고서 및 비상 대응계획서 등 Y2K 관련 서류

는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방사선 감시 컴퓨터

의 설비개선 작업은 연구소 내의 타 부서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또 방사선 감시계통은 

품질등급이 S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운  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품

질보증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품질보증계획서 요건을 위배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Y2K 관련이고 대정부 보고 차원에서도 그 동안 이루어

진 설계, 검증, 시험 등과 관련된 진행 과정을 문서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검사원

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방사선 감시 설비개선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 별도 제출하기로 합의하 다.[6]

    서류검사 후 방사선 감시 컴퓨터에 대한 성능시험이 진행되었다. 자체에서 이미 

성능 확인 및 시운전이 완료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 없이 성능시험을 완

료하 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감시 컴퓨터를 포함하여 하나로 제어 컴퓨터 등 관련 

장비에 대한 종합 모의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은 3.1.1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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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수행 내용 및 절차 비 고

16:20-16:25
▶ 제어실 운전현황 및 설비 소개

   - 원자로 출력 임계상태

16:25-16:30

▶ 하나로 건물 내 종합 실증시험 방송 안내

▶ 대상 설비(제어 컴퓨터, 방사선 감시 컴퓨터)의 

시간을 1999. 12. 31 23:59 으로 동시 입력

운전조/시험요원

16:30-16:40

▶ 실증시간이 2000. 1. 1 00:00 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 원자로 출력변동 없이 정상상태 유지 

확인(주제어반 출력기록계 확인)

▶ 비정상 현상 또는 경보 발생 유무 

확인(Window/CRT/Printer 경보 확인) 

▶ 제어실 방사선 감시 RMT에서 현장 제어신호 

송출시험 실시

▶ 방사선 감시 컴퓨터 정상동작 확인

운전조/계통담당자

16:40-16:50

▶ 대상 설비(제어 컴퓨터, 방사선 감시 컴퓨터)의 

시간을 2000. 2. 28 23:59 으로 동시 입력

▶ 실증시간이 2000. 2. 29 00:00 으로 진행 확인

▶ 원자로 출력변동 없이 정상상태 유지 

확인(주제어반 출력기록계 확인)

▶ 비정상 현상 또는 경보 발생 유무 

확인(Window/CRT/Printer 경보 확인) 

운전조/계통담당자

16:50-16:55

▶ 대상설비의 시간을 현재시간으로 입력함

   - 원자로 정상상태 유지 확인

▶ 시험종료

운전조/계통담당자

17:00 -
▶ 원자로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 후 절차에 따

라 원자로 정지
운전조

다. 즉, 제어 컴퓨터의 CRT#1과 CRT#2뿐만 아니라 제어실에 설치된 방사선 원격감시 

컴퓨터와 원자로건물 보건 물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 입출력 컴퓨터 등의 시간

과 날짜를 동시에 수정하고 임계상태에서 자동운전모드로 유지되고 있는 원자로에 이

상상태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하 다. 종합 모의시험의 진행은 표 6의 순서에 의해 진

행되었다.

표 6. 하나로 종합 모의시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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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진행시험 및 윤년시험 결과, 원자로 출력과 제어봉 위치가 정상상태를 유

지하 고 설비 개선된 방사선 감시 컴퓨터 역시 정상적으로 자료 지시기능을 유지하

고 있어 Y2K 문제없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서류검사, 성능확인검사 및 종합 모의시

험 등에 대하여 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보터 다음과 같은 종합 판정을 받아 공식적인 

Y2K 대응을 종료하 다.

“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센터의 Y2K 대상설비는 하나로 제어 컴퓨터와 방사선 감시 컴

퓨터 등 2종류이며 이중 방사선 감시 컴퓨터가 상세 향평가 결과 Non-Compliant 설

비로 분류된 바 있었으나,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설비개선이 기 완료되었으며, 아울러 

검증시험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원자력연구소 하나

로 센터의 문제 해결 추진실적은 100%인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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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 대응계획

4.1 목적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 거나 해결하 다 하더라도 특정

일에 예상외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

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하며, 지속적이고 안

정적으로 조직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데 비상 대응계획 수립의 목적이 있다. 즉, 

2000년 관련 문제의 잠재적인 위기에 대한 준비이며, 위험관리 및 완화노력을 통한 

최단 시간 내 정상적인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4.2 적용범위

    하나로의 안전계통은 재래식 계전기 논리회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2000년 문제로 인한 안전기능 상실 또는 저하의 염려는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컴퓨터 관련 설비는 2000년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연구로의 출력제어 기능 또는 연

속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 한하여 비상 대응계획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

다. 

   ▶ 하나로 제어 컴퓨터(PLC 수준의 비정보 시스템으로 분류됨)

   ▶ 방사선 감시 컴퓨터(PC급으로 구성됨)

   컴퓨터 2000년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컴퓨터 2000년 문제가 발생한 상

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전원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연구로의 비상운전을 위하여 소외

전원상실에 대해서도 비상운전계획을 작성한다.

4.3 추진조직

   컴퓨터 2000년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제복구 및 처리를 담당하기 위

한 하나로 운 팀의 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4.3.1 연구로 운전관리 분야

   □ 연구로 운전관리 책임자는 하나로의 운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연구로 과도상

태 발생 시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사고시의 안전운전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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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로 운전관리 책임자는 원자로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운전조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하나로 운 팀장에게 원자로 운전과 관

련된 특기사항을 보고한다.

□ 연구로 운전조장은 원자로 운전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며, 운전 중 원자로 안

전이 위협받거나 비정상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비상운전절차를 숙지하고 있어

야 하며 연구로 운전관리 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3.2 연구로 계통관리 분야

□ 연구로 계통관리 책임자는 원자로 및 관련 모든 계통의 점검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총괄 지휘한다.

□ 연구로 계통관리 책임자는 원자로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원자

로 정지를 포함한 필요한 긴급 운전요령을 연구로 운전관리 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연구로 계통관리 분야의 각 계통담당자, 특히 계측제어 담당자, 전기계통 담당

자 그리고 보건물리 담당자 등은 운전요원들과는 별도로 중요 설비의 동작 현

황을 면 히 관찰하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지체없이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하

고 이를 제어실과 연구로 계통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3.3 연구로 노심관리 분야

□ 연구로 노심관리 분야 책임자는 원자로의 안전과 관련된 비정상상태 발생 시

노심 해석 및 안전성 분석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4.3.4 하나로 품질관리 분야

□ 품질관리실장은 원자로 비상운전 또는 점검, 보수, 교체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서나 계획서 요건의 준수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불만족사항 발견 시

필요한 시정조치 권한을 갖는다.

□ 원자로의 안전과 관련된 비정상상태가 발생될 경우, 하나로 품질관리요원은 필

요한 품질 관련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사항보고서를 발행하여 하나로 운  품

질보증절차서 HANQAP 15.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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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하나로 Y2K 비상 대응계획서

   하나로의 대상 기기 별 2000년 문제 비상 대응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 HAN-Y2K-001 : 원자로 제어 컴퓨터 - 첨부자료 #1

  □ HAN-Y2K-002 : 방사선 감시 컴퓨터 - 첨부자료 #2

  □ HAN-Y2K-003 : 소외전원 상실사고 - 첨부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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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998년 전반기부터 진행되어온 하나로의 Y2K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

할 수 있다.

□ 하나로 제어 컴퓨터는 제작사 시험 결과 Y2K 문제없음으로 밝혀졌고, 원자로

정상운전 상태에서 추가로 실시된 현장에서의 평가시험 역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연구소 자체 기술로 개발된 새로운 방사선 감시 컴퓨터는 기존 설비의 Y2K 문

제점을 해결하 고, 유지보수 비용, 기술지원, 호환성과 확장성 등의 운 상

문제점을 해결하 음.

□ Y2K 관련 설비를 원자로 정상 운전 조건에서 날짜 및 연도 수정을 동시에 실

시하여 문제점 여부를 확인한 Y2K 종합 실증시험을 통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문제 해결 추진실적 100% 기관”으로 인정받았음.

□ 중요 전산설비가 Y2K 문제없음으로 밝혀졌지만, 특정일에 예상외의 문제가 발

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나로 비상 대응계획서에 따른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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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하나로 Y2K 비상 대응계획서  Page 1 / 6

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1

 대상 기기 :

원자로 제어 컴퓨터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위험파악 :

1) 하나로 제어 컴퓨터는 PLC 형태의 비정보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기기로서 2000년 문

제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하나로 제어 컴퓨터는 원자로 출력신호를 감지하여 제어봉의 위치를 자동으로 제어

하는 출력제어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2000년 문제로 인한 계통 오동작이 발

생되면 출력제어 알고리즘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원자로

출력과다 상승사고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3) 또한, 냉각계통을 비롯한 원자로 관련시설의 중요변수에 대한 CRT 지시 및 경보기능

이 마비될 경우 각종 계통의 상황파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원자로 안전과는 관계

없지만 이로 인하여 원자로의 지속적 운전이 방해받을 수 있다.

 위험분석 : 다음과 같은 비정상 상태가 2000년 문제 관련 특정일에 발생 가능하다.

1) 제어 컴퓨터 운전정지 사고

   - 제어 컴퓨터(MLC) 내부의 주 콘트롤러와 보조 콘트롤러가 동시에 정지되면 “Dual 

Computer Failure" 원자로제어계통 정지변수에 의해 원자로가 불시 정지된다.

   - 2 대의 콘트롤러 중 1 대만 정지되었을 경우는 나머지 1대에 의하여 원자로는 계속 

운전될 수 있다.

2) 제어 컴퓨터 오동작 사고

   - 제어봉의 자동제어가 불가능해지고 최악의 경우 4개의 제어봉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출력상승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원자로 중성자 출력과 열출력 계산의 오류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출력제어 알고리즘

의 실행이 불가능해 진다.

   - 각종 중요변수의 지시 및 경보기록 등의 기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3) 제어 컴퓨터의 CRT 비정상 사고

   - 2 대의 CRT가 동시에 운전불능일 경우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 상태의 지시가 

불가능하다.

   - 원자로 출력 확인이 불가능하고 요구출력의 입력도 불가능하다.

   - 원자로 냉각계통 관련 각종 중요변수들의 지시가 불가능하다.

   - 원자로실의 부압유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 각종 CRT 경보상태 및 추세기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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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1

 대상 기기 :

원자로 제어 컴퓨터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대응 전략 : 예상사고에 대한 비상대응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제어 컴퓨터 운전정지 사고

▶ 주 콘트롤러와 보조 콘트롤러가 동시에 운전정지되었을 경우, 원자로제어계통의 정

지변수 “Dual Computer Failure"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JP-03 WINDOW 경보 “원자로제어계통 정지” : [ON]   확인 : 

- 4 개 제어봉 완전삽입 위치 확인 : [완전삽입]    확인 :   

- 중성자 출력 확인 : [ 출력≒10
-5
%FP]   확인 : 

▶ 원자로보호계통 수동정지 스위치를 작동시켜 원자로를 안전정지 상태로 유지한다.

- JP-03 WINDOW 경보 “원자로보호계통 정지” : [ON]   확인 : 

- 4 개 정지봉 완전삽입 위치 확인 : [완전삽입]    확인 :   

▶ 각 컴퓨터(MLC#1, MLC#2, MLC#3)의 Manager Board로부터 ERROR CODE를 확인하여 기

록하고 제작사에 통보한다.                          확인 :

▶ 컴퓨터 Watch Dog Timer Board의 리세트 스위치를 작동시켜 녹색 LED가 점등되면

계통이 정상으로 복원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때부터 하나로 운 절차서,

HANTAP-05-OD-ROP-01, 개정2에 따라 원자로를 재기동할 수 있다. 단, 원자로의 기

동은 CRT가 정상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원자로 관련 중요 기기들이 이용 가능상태

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

▶ Watch Dog Timer Board의 리세트 스위치를 작동시켜도 정상상태로 복원되지 않을

경우 CRT의 날짜를 1992/xx/xx로 수정 입력하고 재부팅을 시도한다. 부팅이 성공적

으로 완료될 경우 마찬가지로 하나로 운 절차서, HANTAP-05-OD-ROP-01, 개정2에

따라 원자로를 재기동한다.                             확인 :

▶ 제어 컴퓨터 내부의 2 대 콘트롤러 중 1 대만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나머지 1 대

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원자로가 운전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즉, 제어봉 위치상

태, 원자로 출력현황 그리고 원자로보호계통 정지변수 상태 등의 중요변수 들이 정

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계획정지 시까지 운전을 계속한다. 확 인 :

▶ 계통 정지시점부터 원자로 재기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어 컴퓨터 ERROR CODE와 CRT

경보기록 등 제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특기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하여 제작사로 송부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를 협의한다.     확인 :

▶ 원자로 운전과 관련된 비정상 상태에 대하여 아래에 기록을 남긴다.

참고자료 #1(계속)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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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1

 대상 기기 :

원자로 제어 컴퓨터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대응 전략 : (계속)

2) 제어 컴퓨터 오동작 사고

▶ CRT Group14/15/16 을 통하여 현재의 제어봉 위치와 구동상태, 고장발생여부 그리

고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고장원인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 1 개 제어봉이 고장이면 원자로 출력을 15MW로 감발  확인 : 

- 2 개 이상 고장이면 즉시 원자로 수동정지 및 정지확인    확인 :  

- 1 개 이상의 제어봉이 비정상적으로 인출되거나 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

시 원자로 수동 정지 및 정지 확인     확인 :   

▶ 제어봉 인출로 인한 원자로 수동정지 시, 중성자 출력과 열출력, 1차냉각수 방사선

지시값 그리고 수조 방사선 지시값 등의 최대 상승값을 기록계 용지를 판독하여 

아래에 기록하고 핵연료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부서(연구로 노심관리 분야)

와 협의한다.

   - 중성자 순간 최대 출력 :   MW

   - 순간 최대 열출력      :              MW                  확인 :   

▶ 핵연료 손상 가능성의 징후가 보이면 핵연료 검사 관련 특수점검 절차서에 따라 핵

연료 검사를 시행한다.                                        확인 :

▶ 제어봉의 구동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원자로 중성자출력과 열출력 상태를 점

검하고 요구출력과 실재출력이 5% 오차 이내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중성자 출력과 열출력의 불일치가 3MW를 초과할 경우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

전정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

▶ 원자로가 안전정지된 상태에서 비정상 컴퓨터 Board의 ERROR CODE를 확인하고 현장

조치가 불가능하면 제작사에게 현상을 통보한다.

▶ 특별한 ERROR CODE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CRT의 날짜를 1992/xx/xx로 수정한 다음,

비정상 컴퓨터를 리세트시키고 재부팅을 시도한다.  부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

우 하나로 운 절차서, HANTAP-05-OD-ROP-01, 개정2 에 따라 원자로를 재기동한다.

   확인 :   

▶ 원자로 운전과 관련된 비정상 상태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아래에 기록을 남긴다.

참고자료 #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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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Y2K 비상 대응계획서  Page 4 / 6

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1

 대상 기기 :

원자로 제어 컴퓨터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대응 전략 : (계속)

 3) 제어 컴퓨터의 CRT 비정상

  ▶ 2 대의 CRT가 모두 고장 또는 비정상으로 판명되면 운전조장은 즉시 원자로를 정지

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4 개 정지봉 완전삽입 위치 확인 : [JP-03 삽입지시등 ON]    확인 :           

     - 4 개 제어봉 완전삽입 위치 확인 : [JP-03 삽입지시등 ON]    확인 :           

     - 중성자 출력 확인 : [ 출력≒10
-5
%FP]                       확인 :           

  ▶ Configuration Disk를 삽입하고 CRT를 다시 부팅시키고 부팅이 완료되면 지시상태

를 점검한다. 정상으로 복귀되었다고 판단되면 하나로 운 절차서, HANTAP-05- 

OD-ROP-01, 개정2 에 따라 원자로를 재기동한다.              확인 :            

  ▶ CRT 부팅에 문제가 있거나 부팅된 후 지시상태가 비정상일 경우는 CRT 날짜를 

1992/xx/xx와 같이 수정한 후 지시상태의 변화를 확인한다.

  ▶ 2 대의 CRT 중 1 대만 비정상이고 나머지 1 대는 정상적으로 동작될 경우, 원자로

를 다음계획 정지 시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다. 단 비정상 CRT에만 지시되는 중요 

변수들은 현장지시계를 1시간 간격으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 여부를 계속 감시하여

야 한다.                                                     확인 :           

  ▶ CRT#1이 고장날 경우 원자로실 부압 유지상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제어실에 별도 

설치되어 있는 누설률 패널의 채널 63을 통하여 확인한다.       확인 :           

  ▶ 제어 컴퓨터 CRT 비정상과 관련된 ERROR CODE 및 특기사항을 정리하여 제작사로 송

부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협의한다.

  ▶ CRT 비정상 현상의 발생과 함께 일어난 일련의 운전특기사항을 아래에 기록한다.

                                                                                  

                                                                                  

     

 구체적 실행방안 :

   1) 위험기간 : 1999/4/9, 1999/9/9, 1999/12/31∼2000/1/1, 2000/2/28∼2000/3/1

   2) 비상대응조치의 실행시기

      - 위험이 예상되는 특정일의 전날(99/4/8, 99/9/8, 00/2/28)에 원자로 관련 중요

변수를 선정하여 Multi-pen Recorder에 기록준비를 하고 23시 50분부터 기록을 

시작하여 계통 파악이 충분히 완료되는 시간까지 기록을 계속한다.

참고자료 #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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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1

 대상 기기 :

원자로 제어 컴퓨터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구체적 실행방안 : (계속)

  - 99/4/8 → 99/4/9, 99/9/8 → 99/9/9, 00/2/28 → 00/3/1로 전환되는 시기동안 

컴퓨터 계통 담당자와 전기계통 담당자를 제어실에 보강 배치하고 각 계통의 성

능을 감시한다.

  - 99/12/31 → 00/1/1로 전환되는 시기 동안 운전조 외에 대기조를 추가 배치하고 

계측제어, 전기, 공정, 기계분야의 계통담당자 1명씩을 제어실에 보강 배치하여 

원자로 및 각종 계통의 비정상 발생 여부를 면 히 감시하고 필요시 긴급대응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이 예상되는 특정일에 제어실과 부서장간의 비상연락망이 항상 이용가능하

도록 미리 대비한다.

  - 계통 오동작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아래 제작사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을 취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대기토록 한다.

 담당자 이름 : Mr. Tony Thacker

  전화 : 001-1-905-457-9638   FAX : 001-1-904-457-4182

   E-mail : TonyT@mooreproducts.com

3) 인력 배치계획 :

  - 1999/4/8 23:50 ∼ 1999/4/9 00:30 : 운전조(3명), 계측제어(1명), 전기(1명)

  - 1999/9/8 23:50 ∼ 1999/9/9 00:30 : 운전조(3명), 계측제어(1명), 전기(1명)

  - 1999/12/31 23:30 ∼ 2000/1/1 00:30 : 운전조(3명), 운전대기조(3명),

   계측제어(1명), 전기(1명), 공정기계(2명)

  - 2000/2/28 23:50 ∼ 2000/2/29 00:30 : 운전조(3명), 계측제어(1명), 전기(1명)

  - 2000/2/29 23:50 ∼ 2000/3/1 00:30 : 운전조(3명), 계측제어(1명), 전기(1명)

4) 교육훈련 : 1999년 전반기, 후반기 각 1회씩 실시

   교육은 운전조 전원과 계통관리 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참고자료 #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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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계속)

하나로 Y2K 비상 대응계획서  Page 6 / 6

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1

 대상 기기 :

원자로 제어 컴퓨터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구체적 실행방안 : (계속)

5) 책임자 :

   - 하나로 운 팀장 : 비상 대응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종합적 책임

   - 연구로 운전관리 책임자 : 비상 대응계획 관련 원자로운전 및 관리 책임

   - 연구로 계통관리 책임자 : 비상 대응계획에 따른 응급복구 및 계통 관리 책임

6) 종료조치 :

   - 특정일 경과 30분 후까지 컴퓨터 동작상태가 정상이고 원자로 관련 중요 계통의 

운전상태도 문제점 없이 정상으로 유지될 경우 비상 대응계획을 종료한다.

 최종확인 및 승인 :

▶ 대응전략에 기술된 모든 조치는 정해진 절차와 인용된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어

야 함.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자(담당자)     : 

   검토자(과제책임자) :   

   검토자(QA)      :   

   승인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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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Y2K 비상 대응계획서  Page 1 / 3

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2

 대상 기기 :

방사선 감시 컴퓨터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위험파악 :

 

 1) 방사선 감시계통은 현장 방사선감시기(UDR, LCU) 24채널과 486급 PC를 사용하는 컴

퓨터 계통(PC)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방사선감시기 자체는 2000년 문제가 없어 기

본적인 방사선 감시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나 컴퓨터 계통에서 2000년 문제가 발생될 

경우 방사선 관련 자료의 On-line 정보처리 문제점과 이로 인한 현장 방사선감시기의 

오동작 등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 대응계획서를 작성한다.

 2) 입출력 컴퓨터와 정보처리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계통은 현장 방사선감시

기를 제어하고 측정된 자료를 화면에 표시하는 장비로서 2000년 문제로 인한 오동작

이 발생되면 원자로 주변의 방사선/능 준위의 추이에 대한 즉각적인 방사선 정보처리 

및 감시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제어실 운전원이 원자로 주변지역의 방사선 

준위를 On-line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 방사선 관련 자료 중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수조상부 방사선

과 1차냉각수 방사선 자료는 방사선 감시 컴퓨터와는 독립적인 별도의 계측기로 측

정, 감시되고 있으므로 방사선 감시 컴퓨터의 2000년 문제 발생과는 상관없이 항상 

정상 동작된다.

 위험분석 : 다음과 같은 2000년 문제 관련 비정상 상태가 발생 가능하다.

 1) 입출력 컴퓨터의 오동작 사고

   - 현장 방사선 감시기의 운전상태 파악과 측정 자료에 대한 입출력이 불가능해지고 

원자로 운전원에게 원자로 운전에 따른 방사선/능 준위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편하

여 운전상의 필요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2) 정보처리 컴퓨터 오동작 사고

   - 현장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원격제어 기능과 측정 자료의 추이 기능이 상실된다.

   - 오류 제어신호가 전송되어 현장 방사선 감시기의 경보음 유발하여 원자로의 정상운

전 시 주변 방사선/능 준위의 상승으로 오인될 수 있다.

   - 현장 방사선 감시기들의 설정변수가 변경되어 현장 방사선 감시기가 오동작을 일으

킬 수 있다.

참고자료 #2



- 42 -

하나로 Y2K 비상 대응계획서  Page 2 / 3

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2

 대상 기기 :

방사선 감시 컴퓨터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대응 전략 : 예상사고에 대한 비상대응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입출력 컴퓨터의 오동작 사고

▶ 현장을 순회하여 각 현장 방사선 감시기들의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측정값을 기록

유지하면서, 원자로 운전원이 원자로 주변의 방사선/능 준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원자로 운전원에게 통보한다.

▶ 방사선 감시기 계통의 비정상 상태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아래에 기록을 남긴다.

2) 정보처리 컴퓨터 오동작 사고

▶ 현장을 순회하여 현장 방사선 감시기의 측정값을 기록하고 방사선/능 준위의 추이

를 감시한다. 각 지역의 방사선/능 준위를 제어실 운전원에게 통보한다.

▶ 현장 방사선감시기들의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경보음 또는 비정상 현상이 발생된 채

널은 발생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수행한다.

- “Alarm Ack" 버튼을 누른 후 경보음이 소거되고 지시값이 정상시의 측정값을 유

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 :  

   - “Alarm Ack" 버튼을 누른 후 경보음이 소거되지 않으면 실제 측정값에 의한 것이

므로 원자로 운전원에게 통보한다. 필요하다면 제 3의 Survey Meter를 이용하여 

동일지역의 방사선/능 준위를 측정하고 비교 확인한다.   확인 :    

▶ 현장 방사선 감시기의 점검 결과 비정상 운전상태가 확인된 채널은 하나로 운 절

차서 HANTAP-14-OD-ROP-SI-14 개정1에 따라 현장에서 설정변수의 확인 및 변경을

수행하여 정상 운전상태로 환원시킨다.  만약 정상운전상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제작사와 후속조치에 대하여 협의한다.             확인 :

▶ 방사선 감시기 계통의 비정상 상태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아래에 기록을 남긴다.

참고자료 #2(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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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계속)

하나로 Y2K 비상 대응계획서  Page 3 / 3

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2

 대상 기기 :

방사선 감시 컴퓨터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구체적 실행방안 :

1) 위험기간 : 1999/12/31∼2000/1/1

2) 비상대응조치의 실행시기

- 99/12/31 → 00/1/1로 전환되는 시기 동안 방사선 안전관리요원을  각 현장 또는

제어실 등에 배치하여 현장 방사선 감시기들과 컴퓨터 계통의 비정상 발생 여부

를 면 히 감시하고 필요시 긴급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이 예상되는 시기동안에 제어실과 부서장간의 비상연락망이 항상 이용가능하

도록 미리 대비한다.

3) 인력배치계획 :

  - 1999/12/31 23:30 ∼ 2000/1/1 00:30 : 방사선안전관리요원(4인)

5) 책임자 :

   - 하나로 운 팀장 : 비상 대응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종합적 책임

   - 연구로 운전관리 책임자 : 비상 대응계획 관련 원자로운전 및 관리 책임

   - 연구로 계통관리 책임자 : 비상 대응계획에 따른 응급복구 및 계통 관리 책임

   - 하나로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 : 비상 대응계획에 따른 방사선감시계통 관리 책

임

6) 종료조치 :

   - 특정일 경과 30분 후까지 컴퓨터 동작상태가 정상이고 원자로 관련 중요 계통의 

운전상태도 문제점 없이 정상으로 유지될 경우 비상 대응계획을 종료한다.

 최종확인 및 승인 :

▶ 대응전략에 기술된 모든 조치는 정해진 절차와 인용된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어

야 함.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자(담당자)     : 

   검토자(과제책임자) :   

   검토자(QA)      :   

   승인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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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Y2K 비상 대응계획서  Page 1 / 4

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3

 대상 기기 :

      소외 전원 상실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위험파악 :

 

 1) 연구소 및 하나로 전원 계통은 컴퓨터 계통으로 운 되지 않아 2000 년 문제가 자체

적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나, 한전의 발전, 송전, 배전 시설의 2000년 문제로 소외 전

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소외 전원 상실시 비상 디젤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로 안전

과는 관계없지만 이로 인하여 시설과 운전원에 향을 줄 수 있다.

 위험분석 : 다음과 같은 비정상 상태가 2000년 문제 관련 특정일에 발생 가능하다.

 1) 소외 전원 상실(정전)

   - 2000 년 문제로 한전의 발전, 송전, 배전  시설이 향을 받아 연구소로 공급되는 

전원이 상실되면  하나로에 공급되는 전력도 상실된다.

   - 소외 전원이 상실되면 비상 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되어 비상부하(1,2급 전원 계

통, 비상 환기계통, 비상 보충수 계통, 배수펌프, 승강기, 비상조명 등)에 전력 공

급을 재개한다. 따라서 제어 컴퓨터, 방사선 감시 컴퓨터의 전원은 중단없이 공급

된다.

   - 만약 비상 디젤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완전 정전이 발생되어 비상환기계통, 비

상 보충수 공급 계통, 배수펌프, 승강기, 필수 조명 계통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2)  디젤 발전기 수동 기동 

   - 소외 정전이 발생되고, 비상디젤 발전기가 자동 기동되지 않으면 수동으로 기동 시

켜야 한다. 수동 기동은 제어실 이나 발전기실에서 가능하다.

 3) 하나로 완전 정전

   - 소외 정전이 발생되고, 비상디젤 발전기가 자동 및 수동으로도 가동되지 않으면 하

나로에는 1급 및 2급 전원만으로 일부 제어기와 제어 컴퓨터, 방사선 감시 컴퓨터

가 운전된다. 그러나 완전 정전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축전지 용량의 한계로 모든 

계측 계통과 컴퓨터 계통의 작동이 중지된다. 

 

첨부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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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Y2K 비상 대응계획서  Page 2 / 4

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3

 대상 기기 :

소외 전원 상실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대응 전략 : 소외전원 상실에 대한 비상대응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전원 상실

▶ 소외 전원이 상실되면 보조제어반 J-P10 의 “4급전원” 및 “3급전원“ 경보가 발생된

다.                                                         확인 :

▶ 소외 전원이 상실되면 운전중인 원자로는 자동으로 정지되니 이를 확인한다.

- 4 개 제어봉 완전삽입 위치 확인 : [완전삽입]    확인 :   

- 4 개 정지봉 완전삽입 위치 확인 : [완전삽입]    확인 :   

2) 비상 디젤 발전기 자동 기동

▶ 소외 전원이 상실되면 1분 이내에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되어 3급 전원

공급을 재개한다. 따라서 이를 확인한다.

- 보조제어반 J-P10 의 “3급 전원” 경보 해제     확인 : 

- 보조제어반 J-P10 의 “ D/G 기동 ” 램프 점등  확인 :  

- J-P10 의 차단기 543-V01-01, 03 상태 불일치 램프 점등 확인 :  

3) 비상 디젤 발전기 수동 기동

▶소외 전원이 상실된 상태에서, 비상디젤 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되지 않으면 제어실

에서 수동으로 기동시켜야 한다.  

- 보조제어반 J-P10 의 조작스위치 “543-HS-001" 을 ”기동“ 위치로 돌리고 약 2

초간 유지한다.                                       확인 :  

- 보조제어반 J-P10 의 “ D/G 기동” 램프가 점등되고 경보 “ 3급전원” 이 해제

되는지 한다.                                          확인 :    

- 제어실에서 수동조작으로 기동되지 않으면, 보조제어반 J-P10 의 조작스위치 

“543-SS-001"을 ”D/G 실“로 위치시킨 후 지하 발전기실로 이동한다. 

- 발전기실의 발전기 제어반의 “ HS-L001"을 ”기동(START)" 위치로 돌리고 약 2

초간 유지 시켜 기동시킨다.                        확인 :  

- 만약 제어회로의 향으로 기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기 제어반의 24V 

전원을 차단하여 제어회로를 완전히 복구한 후 재시도 하여 기동시킨다. 

- 발전기 제어반에서도 기동이 되지 않으면 엔진에 장착된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시킨다.                                           확인 : 

첨부자료 #3(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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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3

 대상 기기 :

소외 전원 상실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4) 하나로 완전 정전

▶ 소외 전원이 상실된 상태에서 비상 디젤발전기가 자동이나 수동으로 기동되지 않으

면 하나로에  교류전원이 모두 상실된 상태가 된다. 이 경우에도 원자로 안전에는

향이 없지만, 축전지 용량의 한계로 1시간이 경과하면 제어 컴퓨터 등이 작동하

지 않게 된다. 따라서 완전 정전 1시간 이후에는 축전지 종지 전압 (1급 : 21VDC,

2급, 105VDC) 에 도달하면 축전지 측 차단기를 개방한다. 이때는 모든 계측 계통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육안으로 플랜트의 상태를 감시하여 중요 사항을 운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 :

 구체적 실행방안 :

1) 위험기간 : 1999/4/9, 1999/9/9, 1999/12/31∼2000/1/1, 2000/2/28∼2000/3/1

2) 비상대응조치의 실행시기

- 위험이 예상되는 특정일(99/4/8, 99/9/8, 00/2/28)에 전기 계통 담당자가 제어

실에 대기하여 필요시 응급 조치를 취한다.

   - 비상 디젤 발전기 고장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아래 전문가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대기토록 한다.( 디젤 발전기 점검 용역 업체)

  담당자 이름 : 박왕순( 이레 중전기)

   전화 : 011-284-4390 , 042-632-4958  FAX : 042-632-4959

   호출 : 012-422-9023

3) 인력 배치계획 : ( 제어 컴퓨터 대응조치에 포함됨)

- 1999/4/8 23:50 ∼ 1999/4/9 00:30   :  전기(1명)

- 1999/9/8 23:50 ∼ 1999/9/9 00:30   :  전기(1명)

- 1999/12/31 23:30 ∼ 2000/1/1 00:30 :  전기(1명)

- 2000/2/28 23:50 ∼ 2000/2/29 00:30 :  전기(1명)

- 2000/2/29 23:50 ∼ 2000/3/1 00:30  :  전기(1명)

4) 교육훈련 : 1999년 전반기, 후반기 각 1회씩 실시

- 교육은 운전조 전원과 계통관리 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참고자료 #3(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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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계획서 번호 :

HAN-Y2K-003

 대상 기기 :

 소외 전원 상실

안전성 관련 :

해당없음

 대응 전략 : (계속)

5) 책임자 :

   - 하나로 운 팀장 : 비상 대응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종합적 책임

   - 연구로 운전관리 책임자 : 비상 대응계획 관련 원자로운전 및 관리 책임

   - 연구로 계통관리 책임자 : 비상 대응계획에 따른 응급복구 및 계통 관리 책임

6) 종료조치 :

   - 특정일 경과 30분 후까지 전원 상태가 정상이면 비상 대응계획을 종료한다.

 최종확인 및 승인 :

▶ 대응전략에 기술된 모든 조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자(담당자)     : 

   검토자(과제책임자) :   

   검토자(QA)     : 

   승인자(팀장)    :   

참고자료 #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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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장형 디지

털 계측장비들에 대한 Y2K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향평가 작업 

과정을 소개하 다. 디지털 계측장비에 대하여 Y2K 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방

사선 감시 컴퓨터 만이 변환대상 계통으로 분류되어 개선작업이 진행되었고 현

재 검증 및 시험이 완료되어 정상 가동 중에 있다. 제어 컴퓨터의 경우는 제작

사 시험결과 Y2K 문제없음으로 밝혀졌지만 원자로 제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현

장추가시험을 실시하여 Y2K 문제없음을 확인하 다. 최종적으로, 규제기관의 감

독 하에  Y2K 종합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하나로는 Y2K 문제 해

결이 완료되었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Y2K 문제와 관련된 중요 계통 즉, 방사

선 감시 컴퓨터와 제어 컴퓨터에 대해서는 문제의 특정일에 비상 대응계획을 수

립하여 발생 가능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 다.

주제명(10 단어 내외)
 Y2K 향평가, 방사선 감시 컴퓨터, 원자로 제어 컴퓨터, 종합 

실증시험, 비상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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