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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전 계측제어사업단 과제 중 I&C 총괄시스템 설계 과제에서는 최근 국내 기술

로 설계인증을 획득한 APR1400을 참조 발전소로 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기술 및 기기를 사용하고 인간공학적 설계방법을 고려한 체계적인 설계방법을 이용 

하여 통합 계측제어시스템 설계를 진행중이다. 설계목표는 원전계측제어 사업단에

서 원전의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에 적용을 위하여 개발중인 안전등급의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비안전등급의 제어계통에의 적용을 목표로 개

발중인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그 외 이미 국산화 되었거나 국내에서 

개발중인 원전기기나 계통을 바탕으로 통합 계측제어계통을 설계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 표준원전으로 채택되고 APR1400의 모체인 1,000MWe 급 

Westinghouse (구 ABB-CE) 사의 가압경수로형에 대한 계측제어계통의 계통별 상

세기능 및 상위 설계요건을 정리하였다. 보고서는 제어계통, 보호계통, 감시계통, 

정보처리계통, 공정계측계통을 기술하였으며, 운전원 영역인 주제어실은 제외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 습득한 계측제어계통 설계내용과 방법은 통합 계측제어계통 설

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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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development work related to design of an I&C system is underway at 

the KNICS R&D Centre. This design follows the laid out criteria for APR 1400 

I&C design. The advantage is that the APR 1400 design has already been 

certified by the national regulatory body –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In line with these existing policies, this system is being developed using the 

safety grade digital components and qualified software. Apart from this, the 

design also incorporates the insight obtained from the human factor design 

methods. The objective here is to primarily design a system using safety-grade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However the non-safety grade distributed 

control system, which is being developed at the R&D centre, forms part of this 

design. In addition other components are being developed in-house also forms 

part of this design. 

 

This report describes the functional logic and high level design 

requirements for each of the I&C systems. This has been discussed through a 

case study on Korean Standard Nuclear Plant (KSNP) – a Westinghouse (ABB-

CE) designed 1000 MWe PWR. The main focus of this report is, discussion of 

design details pertaining to control system, protection system, monitoring 

system,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process instrumentation system. It 

may be noted that design of control system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work.  

 

It is expected that the experience gained on this developmental work and 

the insight obtained on the detailed logic design will provide vital input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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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요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기술 기반의 기술 및 기기로 교체가 진행중인 원자

력 계측제어 산업은 원자력발전소가 안전성 향상 및 이용률 증대 측면의 기능개선 

수준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많은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설계방법론, 기기검증, 관

련 인허가요건 확립 및 인간공학적 설계 등 각 분야에서 약간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성공적으로 기술접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 입장에서 보면 계

측제어 계통이 수행해야 할 기능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부분적인 기능 보완을 제외

하면 이전의 것에 비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계통설계 시 계측제어 설

계자가 설계입력으로 제공받는 계측제어 계통별 기능 및 상위의 설계요건은 원자로

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원전 계측제어사업단 과제 중 I&C 총괄시스템 설계 과제에서는 최근 국내 기술

로 설계인증을 획득한 APR1400을 참조 발전소로 선택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

지털 기술 및 기기를 사용하고 인간공학적 설계방법에 의한 체계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 통합 계측제어시스템 설계를 수행중에 있다. 설계목표는 원전계측제어 사

업단에서 원전의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개발중인 안전등급의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비안전등급의 제어계통에의 적용을 목표

로 개발중인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그 외 이미 국산화 되었거나 국내

에서 개발중인 원전기기나 계통을 바탕으로 통합 계측제어계통을 설계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 표준원전으로 채택되고 APR1400의 모체인 1,000MWe 급 

Westinghouse (구 ABB-CE) 사의 가압경수로형에 대한 계측제어계통의 계통별 상

세기능 및 상위 설계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통합 계측제어계통 설계를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된다. 보고서의 구성은 제어계통, 보호계통, 감시계통, 정보계통, 공정계측

계통 순으로 하였으며, 운전원 영역인 주제어실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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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어계통  

 

    원자력 발전소 제어계통은 비안전등급으로 급수제어계통(FWCS), 증기우회제 

어계통(SBCS), 원자로출력조절계통(RRS), 가압기 수위제어계통(PLCS) 및 

가압기 압력제어계통(PPCS) 등으로 구성되어 주요 변수들이 기 설정된 

공정알고리즘을 통하여 제어영역 범위 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도록 유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표시 기능과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1  급수제어계통  

 

    급수제어계통은 증기발생기 수위를 설정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향유로(downcomer) 및 이코노마이저(economizer) 급수제어밸브 그리고 

급수펌프를 제어함으로써 급수유량을 조절하는 계통이다.  동일한 논리의 두 

개의 급수제어계통이 해당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제어하기 위해 제공된다.  

 

  가. 급수제어계통 개요  

 

1) 급수제어계통은 증기발생기 협역 수위 신호를 총 급수유량 및 총 

증기유량신호의 차이로 보상한 후, 그 보상된 신호에서 수위 설정치를 감한 

편차신호를 비례적분제어기로 보낸다.  여기서 만들어진 급수유량 요구 

신호는 하향유로 및 이코노마이저 밸브위치요구 프로그램 그리고 펌프속도 

설정치 요구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각 밸브위치 요구 신호 및 펌프속도 

설정치 요구 신호가 발생된다.  급수유량 요구 신호가 펌프속도 설정치 

요구 프로그램에 입력될 때는 다른 급수제어계통의 급수유량 요구 신호와 

비교되어 둘 중 큰 값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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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증기공급계통 출력 20% 이하에서는 이코노마이저 밸브가 열리지 않고 

급수펌프 설정치는 최소값이 되도록 각 프로그램들이 설계된다. 하향유로 

밸브는 핵증기공급계통 출력 20% 이상일 때, 100% 원자로출력에서 

요구되는 전체급수유량의 약 10%를 통과시키도록 밸브위치가 고정된다.  

 

    3) 급수제어계통은 세 대의 터빈구동 가변 주급수 펌프로 구성된다. 

정상운전시에는 3 대의 펌프가 모두 운전되며 각각 1/3 의 부하를 

담당하고 운전 중인 펌프 중 한 대의 상실 사고시 나머지 2 대가 각각 

1/2 의 부하를 담당하여 정상운전이 계속될 수 있다.  

 

  나. 급수제어계통 기능  

 

    1)  급수제어계통은 발전소의 안정상태와 다음의 운전상태에서 하향유로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  

          - 15%와 100% 사이의 발전소 출력에서 10%의 스텝 변화  

          - 5%와 15% 사이의 발전소 출력에서 1%/분의 출력변화  

          - 15%와 100% 사이의 발전소 출력에서 5%/분의 출력변화  

- 임의 크기의 부하 감발  

 

    2)  급수제어계통은 다음의 경우에도 자동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 원자로 트립  

         - 3 대의 급수펌프 운전중에 1 대의 급수펌프 상실  

         - 증기발생기 고수위  

- 5% 이하의 발전소 저 출력  

 

    3)  급수제어계통은 마스터와 개별 수동/자동 제어기의 두 가지 운전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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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출력 운전에서 증기유량 및 총 급수유량 차압과 증기발생기 하향유로 

수위 신호들은 각 급수제어계통에 입력 신호로 제공된다. 저출력 

운전에서는 증기발생기 하향유로 수위 신호들이 입력으로 사용된다.  

 

5) 원자로 출력 및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 신호들은 원자로조절계통으로부터 

각 급수제어계통으로 제공된다. 원자로 정지후의 급수제어는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를 사용하고, 원자로 출력은 저 및 고출력 제어사이의 전환에 

사용된다.  

 

6) 원자로 정지를 나타내는 4 개의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저 전압 신호들은 

각 급수제어계통에 제공되고 RTO(Reactor Tripped Override)기능을 

개시하기 위해 선택적인 2/4 논리가 사용된다.  

 

    7)  급수유량은 다음의 출력신호들을 사용하여 급수 제어밸브들의 개도를 

조절하고 급수 펌프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제어한다.  

         - 이코노마이저 급수제어밸브 위치요구 신호  

         - 하향유로 급수제어밸브 위치요구 신호  

- 펌프속도 설정치 요구 신호  

 

8) 증기발생기 하향유로 수위, 주증기 유량, 총 주급수 유량 및 하향유로     

급수유량 들은 각 급수제어계통에 의해 주제어실 및 발전소자료처리계통에 

기록된다.  

 

    9) 각 급수제어계통은 다음의 경보신호들을 발전소 경보계통 및 발전소 

자료처리계통에 제공한다.  

- RTO(Reactor Tripped Override)  

    - HLO(High Level Override)  

    - Hi/L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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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채널들 간의 편차  

    - 급수제어계통의 고장  

 

9)  각 급수제어계통은 증기우회제어계통에 증기 유량 신호를 제공한다.  

 

10) 급수제어계통은 제어계통의 부분으로 유지보수 및 시험용 패널을 가진다.       

유지보수 및 시험용 패널은 제어계통 캐비넷 속에 위치하며 Touch 

Screen MMI 를 가진다.  

 

11) 급수제어계통은 제어계통내부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프로세서, 입/출력 및 통신을 이중으로 구성된다.  

 

12) 급수제어계통은 기능적으로 구분된 Touch Screen MMI 를 통해서   

주제어실 운전원과 연계하지만, 기능의 백업을 제공하기 위해 제어계통의 

다른 계통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13) 다음의 제어기능들은 FPD 화면에 제공된다.  

    - FWCS 1 및 2 마스터 제어기  

    - 펌프 A 속도 설정치 수동/자동 제어기  

    - 펌프 B 속도 설정치 수동/자동 제어기  

    - 펌프 C 속도 설정치 수동/자동 제어기  

    - FWCS 1 및 2 이코노마이저 급수제어 밸브 수동/자동 제어기  

    - FWCS 1 및 2 하향유로 급수제어 밸브 수동/자동 제어기  

    

15) 급수제어계통은 하나의 전원이 고장인 경우에도 계통의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두개의 Non-Class 1E Vital Bus 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2.2  증기우회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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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우회제어계통은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이 감당할 수 없는 터빈 부하 감발이 

발생했을 때, 8 개의 터빈우회밸브를 제어하여 증기를 발전소 복수기로 

방출함으로써 핵증기공급계통에 축적된 잉여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한 계통이다. 

그리고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수동으로 운전되어 터빈을 병합하거나, 발전소를 

가열 및 냉각할 때, 터빈부하를 대신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조절하여 

원자로출력이 해당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증기우회제어계통 개요  

 

    1)  증기우회제어계통은 계통내의 단일 고장으로 인하여 터빈우회밸브가 

함부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논리의 주(Main)채널과 

허용(Permissive)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주 채널과 허용채널의 입력 

신호는 다중성의 개념에 따라 그 경로가 다르다.  터빈우회밸브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 채널과 허용채널의 동시신호가 필요하다.  각 

터빈우회밸브의 앞단에는 전기/공기 변환기, 빠른 열림 

솔레노이드(Solenoid) 밸브 그리고 허용 솔레노이드 밸브가 직렬로 놓여 

있다.  

     

2) 터빈우회밸브는 두 가지 유형의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첫째는 밸브를 

완만하게 제어하기 위한 조절 신호이고, 둘째는 짧은 시간 내에 밸브를 

완전히 열 수 있게 하는 빠른 열림 신호이다.  

 

3) 조절모드에서는 증기유량신호와 가압기압력신호를 이용하여 증기관 

헤더압력 설정치가 만들어진 후 측정된 증기관 헤더압력신호에서 설정치를 

감한 두 신호의 편차신호가 비례적분제어기로 간다.  제어기신호는 각 

터빈우회밸브상의 전기/공기 변환기로 보내지며 이 변환기는 전기적신호를 

공기신호로 변환시켜 첫 번째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 허용 솔레노이드 

밸브로 보낸다.  허용채널은, 주 채널에서 밸브조절신호가 발생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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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허용 솔레노이드 밸브가 여자 될 수 있도록, 주 채널과 동일하게 

계산된 허용채널의 증기관 헤더압력 설정치를  P 만큼 감한 후 

비례적분제어기로 보내며, 제어기신호가 1 이상일 때 이진신호로 

변환되도록 설계된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과한 

공기가 공기구동 터빈우회밸브를 제어한다.  조절모드에서 8 개의 터빈 

우회 밸브들은 5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 후, 부하 감발 정도에 따라 각 

그룹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4) 빠른 열림 모드에서는 가압기압력에서 증기유량신호를 감한 편차신호가 

변화감지기로 간다. 변화감지기 출력이 문턱 값을 넘어서면 빠른 열림 

신호가 된다.  빠른 열림 신호는 동일한 논리에 따라 주 채널과 

허용채널에서 생성된다.  두 채널로부터의 신호는 논리곱(AND) 논리회로를 

거친 후, 빠른 열림 솔레노이드 밸브와 허용 솔레노이드 밸브로 

간다.  빠른 열림 신호는 빠른 열림 솔레노이드 밸브를 여자 시켜 

전기/공기변환기 신호를 차단하고 곧 바로 전압력의 공기를 허용 

솔레노이드 밸브를 거쳐 터빈우회밸브에 인가한다.  빠른 열림 모드에서 

터빈 우회 밸브들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 후 부하 감발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동시에 열린다.  

 

5) 원자로 출력 감발 요구 신호는 밸브 빠른 열림 신호를 만드는 회로와 

동일한 회로에 의해 생성되는데 변화감지기 출력의 문턱 값이 빠른 열림 

신호보다 조금 크게 설정된다.  주 채널과 허용채널의 두 신호가 병렬로 된 

두 개의 논리곱(AND) 회로에 각각 입력된 후 원자로출력감발계통으로 

보내진다.  

 

    6)  터빈우회밸브는 모두 복수기로 증기를 방출하며 복수기 압력이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터빈우회밸브는 열리지 못한다. 그리고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원자로출력준위가 미리 설정한 출력준위(자동동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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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혹은 원자로출력이 15% 이하일 때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으로 자동동작금지 신호를 보낸다.  자동동작금지 

신호의 주요목적은 터빈을 병합하거나, 터빈정지로 인한 부하 감발 및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한 소내 부하 운전까지의 부하 감발후에도 

원자로출력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고장이 수리된 후 발전소가 빨리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증기우회제어계통 기능  

 

1)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핵증기공급계통내의 과도한 에너지를 터빈우회밸브를 

통해서 방출하여 자동으로 증기유량을 제어한다.  

 

2)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터빈우회밸브들을 열기위한 

터빈우회 요구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이중의 증기유량, 가압기 압력 및 

증기 헤드 압력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3) 가압기나 증기발생기 안전밸브의 동작을 방지하고, 원자로의 정지 없이 

임의 크기의 부하 감발을 수용한다.  

 

4) 두개의 운전 중인 주급수펌프중 하나의 손실에도 원자로를 정지시키지 

않거나 가압기나 증기발생기 안전밸브가 동작되지 않도록 압력 제어가 

가능하다.  

 

5) 원자로의 기동 및 Cooldown 동안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수동으로 

제어하는 수단이 제공된다.  

 

     6) 대규모 부하 감발에 대하여 원자로 출력 감발 신호를 발생시켜 

원자로출력감발계통(RPCS)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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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로의 정지 후 열 출력을 제어하고 가압기나 증기발생기 안전밸브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고온 영 출력 상태로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  

 

8) 고온 영 출력 상태에서 주증기 압력을 영 출력 값으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다.  

 

9)  부적절한 복수기 진공이 발생할 때 터빈 우회 증기가 주터빈 복수기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0)  터빈의 Runback 요구 신호를 발생시켜 터빈제어계통으로 보낸다.  

 

     11) 어떠한 단일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에 의하여 한 개 이상의 

증기우회밸브가 불필요하게 열리지 않아야 한다.  

 

12)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순차적인 방법으로 8 개의 터빈우회 밸브들을    

동작시킨다. 마지막 두개는 대기로의 증기 배출용이다.  

 

13)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원자로 출력이 15% 이하이거나 원자로 또는 터빈     

출력이 미리 설정된 값 이하가 되면 원자로조절계통에 의한 제어봉의 

자동운전을 금지시키기 위한 신호를 발생시켜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으로 보낸다.  

 

14)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터빈우회 요구가 있으면 제어봉의 자동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에 제어봉 자동인출 금지 신호를 

제공한다.  

 

     15)  Master 제어기의 사용은 수동 및 자동으로의 전환시 제어의 손 실없이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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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기우회제어계통은 기능적으로 구분된 Touch Screen MMI 를 통해서      

주제어실 운전원과 연계하지만, 기능의 백업을 제공하기 위해 제어계통의 

다른 계통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17)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제어계통의 부분으로 유지보수 및 시험용 패널을   

가진다. 유지보수 및 시험용 패널은 제어계통 캐비넷 속에 위치하며 

Touch Screen MMI 를 가진다.  

 

    18)  다음의 제어기능들은 FPD 화면에 제공된다.  

       - Master Controller  

       - 8 개의 개별 밸브 제어기  

       - AMI Setpoint Controller  

- 비상시 Off S/W, 비상시 Off/Condenser Interlock Reset S/W  

 

     19)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하나의 전원이 고장인 경우에도 계통의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두개의 Non-Class 1E Vital Bus 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2.3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설정된 제한치 내에서 원자로출력이 터빈부하변동을 

추종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에 의해 제어봉집합체(CEA)를 인출 

또는 삽입하고 인출 또는 삽입 속도신호를 전송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온도 

및 터빈 출력을 상호 균등하게 조절함으로써 1, 2 차 측이 열적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통이다.  

 

   가. 원자로출력제어계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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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부하의 선형 함수인 터빈부하지수신호 및 

원자로냉각재온도 신호를 받는다.  터빈부하지수신호는 기준온도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원자로냉각재온도가 추종해야 하는 기준온도로 

환산된다.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고온관 및 저온관 온도를 평균하여 

평균온도를 계산하고, 평균온도에서 기준온도를 빼서 온도편차신호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 - 기준온도)를 만든다.  

       

2) 생성된 온도편차신호는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의 제어채널 중성자속 

신호에서 터빈부하지수신호를 뺀 값으로 보상된다.  계산결과의 

편차신호는 제어봉집합체가 고속 혹은 저속으로 움직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제어봉집합체 속도프로그램 및 제어봉집합체가 인출, 삽입 

혹은 정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제어봉집합체 상태프로그램에 

전달된다.  

 

      3)  만약 온도편차신호가 크면, 즉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가 기준온도보다 

설정치 이상 높으면, 자동인출방지(AWP) 신호가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으로 보내진다.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은 원자로냉각재의 

평균온도를 증가 시키므로 인출방지는 편차신호의 증가를 방지한다.  

 

   나. 원자로출력제어계통 기능  

 

      1)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100% 출력 스팀 압력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터빈부하의 함수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가 되도록 하나의 

프로그램된 기준온도를 제공한다.  

       

2)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이 자동순차 모드로 

동작할 때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를 프로그램된 기준온도의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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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유지시키기 위해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에 다음의 신호를 

제공한다.  

      - 제어봉 인출 요구  

      - 제어봉 삽입 요구  

      - 제어봉 삽입 및 인출 속도 요구  

       

3)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다른 제어계통과 연계하여 15% - 100% 출력운전 

중에 다음과 같은 발전소 과도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원자로출력 및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  

      - 2 차 측의 어떠한 크기의 부하상실시  

      - 운전 중인 주급수펌프 중 1 대의 고장  

      - 부하의 10% 스텝변화(단 증가 후 최종부하는 100%  이하)  

      - 부하의 5% 선형변화(단 증가 후 최종부하는 100% 이하)  

      - 어떤 출력에서도 정상상태의 유지  

       

4)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다른 제어계통으로 제공 한다.  

       - 원자로냉각재평균온도 : 가압기수위제어계통, 급수제어계통,  

                                증기우회제어계통  

       - 원자로출력 : 급수제어계통, 증기우회제어계통  

       - 터빈부하지수 : 증기우회제어계통  

       - 제어봉동작요구신호 :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5)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이 자동순차 모드에 있을 

때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가 원자로냉각재 기준온도와 크게 벗어난 경우 

제어봉의 자동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에 

자동인출 금지 신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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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이 자동순차 모드에 있을 

때 입력의 편차가 큰 경우에 제어봉의 자동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에 자동동작 금지 신호를 제공한다.  

       

7)  원자로냉각재 온도, 터빈 출력 및 원자로 출력은 원자로출력제어계통에 

이중으로 입력된다.  

       

8)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운전원이 계통의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의 수동제어가 용이하도록 한다.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와 기준온도는 주제어실에 기록된다.  

       

9)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발전소자료처리계통에 입력채널 편차경보,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 원자로냉각재 기준온도 및 기준온도에 대한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의 고/저 편차경보를 제공한다.  

       

10)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의 설정치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운전상태를 

수용하기 위해 조절할 수 있다.  

       

11)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제어계통의 부분으로 유지보수 및 시험용 패널을 

가진다. 유지보수 및 시험용 패널은 제어계통 캐비넷 속에 위치하며 

Touch Screen MMI 를 가진다.  

       

12) 유지보수 패널에는 입력선택 스위치 및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 선택 

스위치 등이 제공된다.  

       

13)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하나의 전원이 고장인 경우에도 계통의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두개의 Non-Class 1E Vital Bus 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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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원자로추력제어계통은 제어계통내부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프로세서, 입/출력 및 통신을 이중으로 구성된다.  

 

2.4  가압기압력제어계통  

 

   가. 가압기압력제어계통 개요  

 

       1)  가압기압력제어계통은 정상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의 압력을 요구되는 

값으로 유지하고 과도상태 운전에서는 가열기 전원과 살수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요구되는 값과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동과 자동 

가압기 압력제어 수단을 제공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RCS) 압력을 

요구되는 값과 유사하게 제어함으로써, 조작성이 향상된다.  

         

2)  가압기압력제어계통은 또한 발전소의 가열과 냉각동안에도 사용된다. 

이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지시와 경보들을 운전원 정보용으로 

제공한다.  

 

    나. 가압기압력제어계통 기능  

 

        1) 다음과 같은 과도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압력을 제어한다.  

         - 임의 부하 감발  

         - 한 개의 급수펌프 상실  

         - 증기유량의 10% 스텝 상승  

         - 5%/분의 부하 변화율  

         

2)  정상상태에서 작은 변화에 대하여 가변출력 가열기는 자동으로 압력을 

제어한다.  

        3) 두개의 측정채널 중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자동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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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 수위/고 압력 연동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열기 뱅크에 대하여 

수동제어를 제공한다.  

        5)  살수밸브에 대하여 수동제어 수단을 제공한다.  

        6)  가열기가 운전 중일 때에는 반드시 수위가 가열기 이상이 되도록 유지 

한다.  

 

2.5   가압기수위제어계통  

 

    가. 가압기수위제어계통 개요  

 

        가압기수위제어계통은 유출유량과 충전유량을 제어함으로써 가압기 수위를 

수동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제어동작은 

연계기기에 의해 유발되는 제약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 이 계통은 

가열기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기압력제어계통 가열기 제어 입력을 

제공하고, 운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보와 지시 신호를 

제공한다.  

 

    나. 가압기수위제어계통 기능  

 

         1) 가압기 수위를 가변 설정치로 제어한다.  

         2) 정상상태 수위를 설정치로 자동으로 유지한다.  

         3) 두개의 측정 채널 중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자동제어를 할 수 있다.  

         4) 유출 유량을 자동으로 설정치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한다.  

         5) 충전 밸브의 자동/수동 제어 수단을 제공한다.  

         6) 상태 감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지시와 경보신호를 제공 한다.  

 

2.6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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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에 가해지는 Motive Power 

및 Holding Power 를 제어하여 제어봉의 구동방향, 속도, 주기를 

결정함으로써 노심내의 반응도를 조절하기 위한 계통이다.  

 

    가.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개요  

 

      1)  제어봉집합체는 4 개 또는 12 개의 제어봉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 개씩 원자로용기 수직 축에 대칭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부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정 중앙의 1 개의 제어봉집합체는 어떠한 부 

그룹에도 속할 수 있다.  

       

2)  부그룹들은 정지 제어봉그룹, 조절 제어봉그룹과 부분강도 제어봉그룹을 

형성한다. 각 제어봉그룹의 종류별로 그룹 자체의 개수와 그 그룹에 

포함될 수 있는 부 그룹 개수의 상한 값은 제한되어 있다.  

       

3)  정지제어봉그룹은 원자로 정지시 대량의 부 반응도를 노심에 주입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로 운전중에는 완전히 인출되어 있다.  

       

4) 조절제어봉그룹은 원자로출력을, 부분강도제어봉그룹은 노심내에서의 

출력 분포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5)  제어봉집합체는 원자로용기 상부에 있는 제어봉구동장치내의 4 개 

코일에 공급되는 직류전원을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캐비닛 내의 

Automatic CEDM Timing Module(ACTM)이 순차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움직인다. 제어봉구동장치는 제어봉집합체 만큼 있으며 소내전원에서 

Motor-Generator Set 과 원자로정지스위치 기어를 거쳐 전원을 공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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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든 제어봉구동장치에 전원이 차단되면 모든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으로 

떨어져서 원자로 정지가 일어난다.  

       

7)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의 운전모드에는 자동연속(AS), 수동연속(MS), 

수동그룹(MG), 수동개별(MI), 그리고 대기 모드가 있다. 운전모드와 

각종 수동모드에서 움직여야 할 제어봉그룹 및 개별 제어봉집합체는 

주제어반에서 선택하여 수동으로 제어될 수 있다.  

       

8)   AS, MS 및 MG 모드에서는 그룹단위로 동작하고 각 그룹 내의 부 

그룹들은 그들 사이에 한 스텝이상 편차가 생기지 않는 범위이내에서 

시차적으로 동작한다. MI 모드에서는 개별 제어봉집합체 단위로 

움직인다.  

       

9) 정지 및 부분강도제어봉그룹은 MG 및 MI 모드에서만 동작 될 수 있다.  

 

    나.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기능  

 

1)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은 81 개의 제어봉구동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제어봉 구동 속도는 고속 운전시 10-30 Inch/Min(IPM)이며 저속 

운전시는 고속운전의 1/10 로 구동 될 수 있다. 정상상태시 제어봉 

구동속도는 30 IPM 으로 정해져 있다.  

 

      3)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은 다음의 5 가지 제어모드로 제어봉을 제어할 

수 있다.  

      - 자동연속모드(Automation Sequential Mode)  

      - 수동연속모드(Manual Sequenti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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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구룹모드(Manual Group Mode)  

      - 수동개별모드(Manual Individual Mode)  

      - 대기모드(Standby Mode)  

       

4)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은 다음의 8 가지 연동기능을 제공 받아 

제어봉구동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가) 상부그룹정지(Upper Group Stop)  

            그룹 내의 가장 높은 제어봉이 이 제한치에 도달하면 그 그룹의 

인출이 금지된다.  

          나) 하부그룹정지(Lower Group Stop)  

            그룹 내의 가장 낮은 제어봉이 이 제한치에 도달하면 그 그룹의 

삽입이 금지된다.  

          다) 상부전기제한(Upper Electrical Limit)  

      개별수동모드를 제외한 모든 운전모드에서 부 그룹 내의 한 

제어봉이 상부전기 제한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출되지 못 하도록 

해준다. 수동 개별 운전 모드시는 해당 제어봉이 상부전기 제한치에 

도달하면 그 제어봉만 더 이상 인출되지 못하도록 한다.  

          라) 하부전기제한(Lower Electrical Limit)  

      개별수동모드를 제외한 모든 운전모드에서 부 그룹 내의 한 

제어봉이 하부전기 제한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삽입되지 못 하도록 

해준다. 수동 개별 운전 모드시는 해당 제어봉이 하부전기 제한치에 

도달하면 그 제어봉만 더 이상 삽입되지 못하도록 한다.  

          마) 자동인출금지(Automatic Withdrawal Prohibit)  

자동연속 모드에서 모든 제어봉의 인출을 금지한다.  

          바) 자동동작금지(Automatic Motion Inhibit)  

자동연속 모드 하에서만 모든 조절제어봉의 삽입, 인출을 금지한다.  

          사) 제어봉인출금지(CEA Withdrawal Prohibit)  

모든 제어 모드에서 모든 종류의 제어봉의 인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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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어봉동작금지(CEA Motion Inhibit)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의 작동으로 인한 원자로출력감발시 혹은 

노심보호계산기로부터 제어봉 편차신호 발생시 CEDMCS 는 모든 

제어모드에서 모든 종류의 제어봉의 인출 혹은 삽입을 금지한다.  

 

2.7.  원자로출력감발계통  

 

  가. 원자로출력감발계통 개요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은 전 출력 운전에서의 터빈 정지를 포함한 어떠한 

크기의 부하감발 사고시 1 차 측의 과도한 잉여에너지를 기 선정된 제어봉 

뱅크를 노심하부로 낙하시켜 급격한 원자로출력 감발을 일으키는 동시에 

터빈 출력도 함께 감발시킴으로써  NSSS 가 이러한 과도상황 시에도 

원자로가 정지되거나 1,2 차 측의 안전개방밸브가 열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통이다.  

 

  나. 원자로출력감발계통 기능  

 

      1)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은 전 출력 운전에서의 터빈 정지를 포함한 어떠한 

크기의 부하 감발 사고시 1 차 측의 과도한 잉여에너지를 기 선정된 

제어봉뱅크를 노심 하부로 낙하시킴으로 인해 급격한 원자로 출력 

감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NSSS 가 이러한 

과도 사건시에도 원자로가 정지되거나 1,2 차 측의 안전개방밸브의 열림 

없이 출력차이를 감당할 수 있다.  

       

2)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은 원자로 출력 감발후 원자로출력이 정격출력의 

20-75% 사이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원자로 출력 감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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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출력을 원자로출력과 일치시키기 위해 터빈출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갖추어져 있다.  

       

3)  원자로출력감발계통은 운전원으로 하여금 RPCS 자동작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출력 감발을 수동으로 개시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4)  원자로출력감발을 위한 해당 제어봉뱅크의 선정은 정상운전동안 항상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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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호계통  

 

      보호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 및 다양성보호계통으로 구성된다.  

 

3.1   원자로보호계통  

 

      원자로보호계통은 중간빈도 사건 및 희귀빈도(Infrequent Frequency) 

사건시에 노심 핵연료설계 제한치 및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보호하고 제한사고시에 사고완화를 보조한다.  

 

   가. 원자로보호계통 개요  

 

      1) 원자로보호계통은 비교논리, 개시 및 작동논리 및 선택된 안전관련 

발전소 변수들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을 포함하고 원자로 트립 

또는 공학적안전 설비의 작동을 위한 신호를 제공한다.  

       

2) 원자로보호계통은 제어봉집합체의 위치측정 채널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전기적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4 개의 측정채널을 

제공한다.  

       

3)  각 측정채널은 고정 또는 변동 설정치와 비교되고 4 개의 측정채널 중 

2 개 이상의 채널이 트립설정치에 도달하면 원자로 트립신호를 발생한다. 

4 개의 채널 중에서 한 채널을 우회 시켜 2/3 논리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 개의 예비채널을 제공한다.  

       

4)  원자로 트립신호는 전동기 발전기 세트 (Motor- Generator Set)로부터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CEDMCS) 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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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구동장치의 코일을 비여자시키고, 모든 제어봉을 중력에 의해서 

노심 하부로 떨어지게 한다.  

       

5)  측정채널은 공정변수 (압력, 수위, 유량, 출력 등)를 비교논리 (Bistable) 

프로세서의 입력신호로 변환해 주는 신호변환장치와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자로보호계통 기능  

 

      1) 원자로보호계통은 노외핵계측기계통 (Ex-Core Detector System), 

노심보호연산기계통 (CPCS) 및 공정계측캐비닛으로부터 안전변수 

신호를 받아서 원자로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를 원자로 

정지차단기 및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에 보낸다.  

       

2) 한 개 이상의 변수에서 비교논리 (Bistable) 출력신호가 2/4 상태로 

동시논리 (Local Coincidence Logic)에 입력될 때 원자로트립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 개시신호를 발생한다.  한 개의 채널이 우회 

(Bypass)되었을 때 계통논리는 2/3 논리회로로 변경된다.  

       

3)  두개의 수동 트립 스위치가 주제어실에 제공되며, 이 두개의 수동 트립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서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이 보호동작을 개시하게 

된다.  

       

4)  원자로 트립 기능  

          가) 가변 과출력 트립  

            가변 과출력 트립은 지시된 중성자속 출력이 (1) 급격한 변화율로 

증가하거나 (2) 기 설정된 최대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사용되는 중성자속 신호는 노외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안전채널 각각에서 발생된 3 개의 선형 중성자속 

신호들의 평균값이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설정치보다 아래에서 

발생된다.  

          나) 고 대수 출력준위 트립  

              고 대수출력준위 트립은 지시된 중성자속 출력이 기 설정된 

최대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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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된다.  사용되는 중성자속 신호는 노외중성자속 감시계통 

안전채널 각각에서 발생되는 대수출력 신호이다. 이 트립은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우회시킬 수 있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설정치 보다 아래에서 발생된다. 트립에 대한 우회는 예비트립 

경보도 우회시킨다.  

          다) 고 국부출력 밀도 트립  

      고국부출력밀도 트립은 계산된 노심 최대 국부출력밀도가 기 설정된 

최대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이러한 

설정치는 핵연료 중심선의 용융점보다 낮다.  국부출력밀도의 

계산은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하여 수행되며 핵연료의 열적용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최대 국부출력밀도를 보상한다.  보상된 

국부출력밀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트립신호가 발생된다.  이 

트립은 최대 선형 열출력(㎾/ft 혹은 W/cm)에 대하여 노심 최대 

국부출력밀도가 안전제한치보다 아래에 있음을 보증해 준다. 트립은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우회될 수 있고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설정치보다 아래에서 발생된다. 트립을 우회하면 

예비트립경보도 우회된다.  

          라) 저 핵비등이탈율 트립  

             저 핵비등이탈률 트립은 계산된 핵비등이탈률이 이미 설정된 

최소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핵비등이탈률의 계산은 노심 평균출력, 원자로냉각재 압력, 원자로 

저온관 온도, 원자로냉각재 유량 및 노심 출력 분포를 이용하여 

노심보호연산기에서 수행된다.  보통빈도사건 및 희귀빈도사건시에 

노심내 핵비등이탈률의 안전 제한치 이전에 노심보호연산기에서 

트립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감지기와 신호처리의 지연시간 및 

부정확도에 대한 허용치를 계산에 포함시킨다. 가압기 압력 값이 

주어진 저 압력 최소값 이하로 내려가면, 저 핵비등이탈률 트립과 

고국부출력밀도 트립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트립은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우회될 수 있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 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 

설정치보다 위에서 발생된다. 트립을 우회하면 예비트립 경보도 

우회된다.  

          마) 가압기 고압력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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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기 고압력 트립은 측정된 가압기 압력이 기 설정된 최대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 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 설정치보다 아래에서 발생된다.  

          바) 가압기 저압력 트립  

            가압기 저압력 트립은 측정된 가압기 압력이 기 설정된 최소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정상운전 범위 

아래의 압력에서는 기존의 트립 설정치를 현재의 가압기압력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최소치까지 수동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발전소 냉각시에 필요하다면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보장된다. 가압기 저압력 트립은 운전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우회시킬 수 있다. 압력이 일정한 값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저압력 설정치가 자동으로 증가하면 우회는 제거되고 실제 압력과 

설정치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 

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 

설정치보다 위에서 발생된다.  

          사) 증기발생기 저수위 트립  

           증기발생기 저수위 트립은 측정된 증기발생기 수위가 기 설정된 

최소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증기발생기 각각에 대하여 분리된 트립이 개시된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설정치보다 위에서 발생된다.  

          아) 증기발생기 저압력 트립  

           증기발생기 저압력 트립은 측정된 증기발생기 압력이 기 설정된 

최소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정상운전 범위 아래의 압력에서는 기존의 트립설정치를 현재의 

증기발생기 압력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운전원이 수동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수동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발전소 

냉각시에 사용된다.  발전소 기동시에 설정치는 증가되고 공칭 

트립설정치에 도달할 때까지 증기발생기의 실제 압력아래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설정치보다 위에서 발생된다.  

         자) 격납건물 고압력 트립  

              격납건물 고압력 트립은 측정된 격납건물 압력이 기 설정된 

최대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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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고압력 트립설정치는 격납건물 고-고압력 트립설정치와 

함께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또는 격납건물내의 주증기관 

파단사고시 격납건물 압력이 설계압력을 넘지 못하도록 선정된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설정치보다 아래에서 발생된다.  

          차) 증기발생기 고수위 트립  

           증기발생기 고수위 트립은 측정된 증기발생기 수위가 기 설정된 

최대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증기발생기 각각에 대하여 분리된 트립신호가 제공된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 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 설정치보다 아래에서 발생된다.  

          카) 원자로냉각재 저유량 트립  

             원자로냉각재 저유량트립은 증기발생기 1 차 측 전, 후단의 측정된 

압력차가 (1) 과대한 변화율로 감소하거나, (2) 기 설정된 

최소치까지 감소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된다.  증기발생기 각각에 대하여 분리된 트립신호가 발생된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설정치보다 위에서 발생된다.  

          타) 수동 원자로 정지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수동 원자로정지 

기능이 제공된다. 주 제어실내에 있는 인접한 2 개의 

누름스위치들로써 제어봉구동장치의 교류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다. 

원자로정지 누름스위치는 독립적인 2 개의 세트가 있으며 어느 한 

세트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정지차단기에도 수동 

원자로정지 스위치가 있다. 원자로정지계통의 원격 수동개시부분은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의 입력으로 직접 제공된다. 자동과 

수동개시에 공유되는 기기 수는 최소로 유지되어 있다. 수동 

원자로정지는 한번 개시되면 원자로정지에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5) 제어 기능  

         노심보호연산기 및 고 가압기 압력 예비 트립 신호로부터 2/4 동시논리 

조건이 만족하면 제어봉집합체 인출 금지 신호가 발생한다. 

제어봉집합체 인출 금지 신호는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에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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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보 기능  

         원자로보호계통은 다음 형태의 상태에 관한 회로상태 경보들을 발전소 

경보계통에 제공한다.  

      - 동시논리 트립 및 동시논리 예비트립  

      - 운전 우회  

      - 트립 채널 우회  

      - 전원의 고장  

      - 계통의 시험, 고장 및 접지  

      - 원자로보호계통 개시  

 

      7) 시험 기능  

          원자로의 출력운전 또는 정지 중에 전 원자로보호계통의 정기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 있다. 이 시험은 감지기 입력에서 보호계통과 

원자로정지차단기까지의 트립 동작을 포함한다. 계통시험이 계통의 

보호기능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주기적인 시험에는 자동시험과 

수동시험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은 상호 보완적이며 보호계통의 완전한 

시험을 위한 것이다. 원자로보호계통 전체가 시험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시험 방법은 서로 중첩되어 있으며 중첩시험방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호간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8) 우회 기능  

         가) 트립채널 우회  

              보수 및 시험을 위하여 1 개의 트립 채널 작동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트립 채널 우회가 제공된다. 동시논리는 우회로 인하여 2/3 

동시논리로 변경되고 4 개의 채널 중 우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4 동시논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우회는 수동으로 개시되고 

수동으로 제거된다. 이 논리는 각 형태의 트립에 대해 적용되어 

있고 한 개의 트립에 대하여 한번에 한 채널씩 우회시키는 

연동장치를 포함한다. 모든 우회는 운전원에게 시각 및 청각적으로 

경보된다.  

          나) 운전 우회  

           (1) 노심보호연산기의 저 핵비등이탈률 트립 및 고 국부출력밀도 

트립을 우회시키는 기능은, 저 출력에서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시험과 원자로 기동 시 미임계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이 우회는 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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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설정치보다 낮으면 수동으로 개시할 수 있으며 출력준위가 

우회설정치보다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거된다.  

              (2)  원자로보호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가압기압력 

우회는 다음의 2 가지 상태에서 제공된다 : (가) 저압력에서의 

계통시험과 (나) 제어봉집합체가 인출된 상황에서 가열 또는 

냉각.  

             (3) 가압기 압력이 우회설정치보다 낮으면 수동으로 우회를 개시할 

수 있고 가압기 압력이 우회설정치보다 높아지면 자동으로 

우회가 제거된다.  

             (4) 원자로 기동시에 원자로를 출력영역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고 

수출력준위 우회가 제공된다.  이 우회는 우회 설정치 이상에서 

수동으로 개시할 수 있으며 출력이 우회 설정치 아래로 

감소하면 자동으로 제거된다. 각 채널에서 제어봉인출금지 

논리의 핵비등이탈률 및 국부출력밀도 입력은 출력준위가 10-

4 % 이하일 때 자동으로 우회된다. 제어봉인출금지 논리의 

가압기 고압력 예비 트립은 우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4 % 

출력신호를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핵계측기 비교논리의 지시계는 

노외핵계측감시계통의 전면 패널에도 위치한다.  

 

      9) 원격 제어 모듈 기능  

        두개의 모듈이 4 개의 보호 채널 각각을 위해 제공된다. 하나는 

원자로보호계통 원격 제어 모듈이고 다른 하나는 노심보호연산기 운전원 

모듈이다.  이들 모듈 간에는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격리된다. 원격 제어 

모듈은 운전원 우회 개시, 트립, 예비트립, 우회 상태, 개시회로 상태 및 

차단기 위치 등을 운전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제어반에 위치한다.  

 

      10) 연동 기능  

         가) 트립채널 우회 연동  

            연동장치는 운전원이 한 개의 트립에 대하여 한번에 한 채널이상 

우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형태의 트립들은 한 

채널 또는 다른 채널들 간에서 동시에 우회될 수 있다.  

         나) 비교논리 수동시험 연동  

             4 개의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넷에 있는 비교논리 수동시험 기능은 

4 개 트립채널의 우회에 의해서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한 번에 

4 개중에서 1 개만이 시험 가능하다.  

         다) 개시회로 시험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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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회로의 시험은 오동작으로 인한 안전장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번에 한 개의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넷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넷에서 

시험신호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연동장치에 의한 것이다.  

         라) 노심보호연산기 시험 연동  

             저 핵비등이탈률과 고국부출력밀도 채널트립은 노심보호연산기의 

어떤 채널을 시험하기 위해 우회되도록 연동되어 있다.  

 

3.2   노심보호연산기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은 예상운전사건(AOO)시에 허용되는 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자로정지신호(Reactor Trip Signal)를 원자로보호계통에 

공급하고, 사고시에는 공학적안전설비계통(ESFACS)을 도와 사고결과를 

완화시킨다. 또한, 제어봉집합체인출금지(CEA Withdrawal Prohibit, CWP) 

신호와 제어봉집합체동작금지(CEA Motion Inhibit, CMI) 신호를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에 전송한다.  

 

  가. 노심보호연산기계통 개요  

 

      1)  각 보호채널마다 1 개씩 4 개의 독립된 노심보호연산기가 

제공된다.  여러 가지 입력신호들을 이용하여 핵비등이탈률 및 

국부출력밀도가 노심보호연산기에서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핵비등이탈률과 국부출력밀도는 저 핵비등이탈률 트립과 고국부출력밀도 

트립의 개시를 위한 트립설정치와 비교된다.  

       

2)  부그룹 내에서 다른 제어봉집합체들의 위치로부터 각 제어봉집합체의 

편차를 계산하기 위하여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의 일부로서 2 개의 

독립적인 제어봉집합체연산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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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 노심보호연산기는 노심 저온관 및 고온관 온도, 가압기 압력, 

원자로냉각재펌프 속도, 노외중성자속 출력(한 개의 안전채널당 세 개의 

출력), 선정된 제어봉집합체 위치와 제어봉집합체연산기로부터 1 개의 

부그룹 내의 제어봉집합체의 편차에 대한 페널티 값과 같은 입력을 

받는다.  입력신호들은 조건에 부합되도록 변환되어 처리된다.  

       

4) 각 노심보호연산기는 보조보호캐비넷에 설치되고 주 제어반에 

운전원모듈이 있다. 운전원은 4 개의 운전원 모듈을 이용하여 특정한 

입력 또는 계산된 결과를 포함한 모든 연산기를 감시할 수 있다.  

 

   나. 노심보호연산기계통 기능  

 

      1) 발전소정지신호발생  

        계통의 4 개 채널은 원자로 노심의 상태를 감시하면서 

핵비등이탈율(DNBR) 및 국부출력밀도(LPD)를 계산한다. 만일, 계산된 

핵비등이탈율이 기 결정된 예비정지 설정치(Pre-Trip Setpoint) 

이하이면 핵비등이탈율 예비정지 신호가 발생하며, 기 결정된 

핵비등이탈율 정지 설정치(Trip Setpoint) 이하로 진행되면 핵비등이탈율 

정지신호가 발생한다. 또한, 계산된 국부출력밀도가 기 결정된 

국부출력밀도 정지 설정치를 초과하면 국부출력밀도 정지신호가 

발생한다. 이들 핵비등이탈율 정지는 다음의 3 가지 상관적 요소를 

동반한다.  

      - 가압기압력기저  (Low Pressurizer Pressure Floor)  

      - 저가압기압력 및 저핵비등이탈율  

      - 저냉각재펌프속력  

 

     핵비등이탈율과 국부출력밀도 정지신호는 예정 원자로 운전범주이탈, 두 

대 이상의 원자로냉각재펌프저속력, 고온관 온도 비등온도 제한치 접근, 

과 출력정지(VOPT), 증기발생기 비정형 과도상태 정지(ASGT)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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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 나눔 결함, 부동소수점연산 결함, 비논리적 명령 등의 연산기 

결함 및 전원상실, 패리티결함(Parity Error)등의 기계적 결함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제어봉집합체 위치감시  

        두 개의 제어봉 연산기는 모든 제어봉집합체 위치를 감시하며, 

제어봉집합체내의 서브그룹의 편차에 따른 패널티 인자(Penalty 

Factor)를 계산한다. 모든 제어봉집합체의 위치는 표시를 위해 전송된다. 

조절제어봉, 정지제어봉 및 부분강도 제어봉의 위치들은 바-차트 형태로 

주제어반에 표시된다.  

       

3) 제어봉집합체 인출금지신호(CWP) 및 동작금지신호(CMI)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제어봉집합체 

인출금지신호 또는 동작금지신호를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에 제공한다.  

      - 핵비등이탈율 예비정지(DNBR Pre-Trip)  

      - 국부출력밀도 예비정지(LPD Pre-Trip)  

      - 원자로출력 급감발신호(RPCS)  

      - 제어봉집합체 서브그룹 편차  

      - 제어봉집합체 비연속성이나 제어봉집합체내 부그룹과 편차  

       

4) 발전소 상태 및 계통의 감시  

        핵비등이탈율 여유, 국부출력밀도 여유 및 중성자속출력은 계통의 

상태감시를 위해 연속적으로 지시 및 기록된다. 운전원은 운전원 모듈을 

사용하여 노심보호연산기 및 제어봉집합체연산기의 모든 입력 값과 미리 

설정된 변수들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발전소컴퓨터계통은 

노심보호연산기의 4 채널과 제어봉집합체연산기의 2 채널에 대한 입력 

및 미리 선정된 변수 비교를 위한 신호 연계를 가진다.  

                 

5) 발전소경보계통 연계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은 비정상적인 계통의 상태 또는 시험 등을 

운전원에게 알려주기 위해 발전소경보계통에 경보 신호를 제공한다. 각 

노심보호연산기는 노심보호연산기 센서 및 계통 고장, 

제어봉집합체연산기의 비-운전성 및 채널 우회 등의 경우에 경보를 

발생한다. 각 제어봉집합체연산기는 제어봉집합체연산기의 센서 고장, 

제어봉집합체 편차 및 제어봉집합체연산기 고장 등의 경우에 경보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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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설계기준사고시 그 사고의 결과를 허용치 내로 

완화시키기 위하여 안전기기를 작동시키는 계통으로 원자로 보호계통으로 

부터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를 받아서 각 기기에 동작신호를 제공한다.  

 

   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개요  

 

      1)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선정된 발전소 공정변수를 감시하고 만약, 

이들 변수가 미리 설정된 설정치에 도달하면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내에서 작동해야 할 각 작동기기에 작동신호를 제공하는 감지기, 

논리회로 및 작동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2)  각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에는 하나의 작동계통이 있다. 계통에 따라 

변하는 특정한 입력과 논리, 그리고 작동기기가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작동계통은 동일하다.  

       

3)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으로부터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를 받아 2/4 논리를 구성한 다음 루프제어기를 통해서 각각의 

기기에 동작신호를 제공한다. 

4) 각각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2 개 또는 4 개의 디비전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디비전에서는 4 개 채널의 

원자로보호계통으로부터 작동신호를 받으며, 주제어실로부터 공통모드 

고장을 위한 수동동작 신호를 받는다.  

5) 개시 신호들의 조합들인 AA 와 BA, 또는 AA 와 DA, 또는 CA 와 BA, 

또는 CA 와 DA 변동 상태는 선택적 2/4 논리를 만족시키고 

발전소제어계통에 그룹기기 제어논리 출력들을 구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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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기능  

 

      1)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감시변수가 보호동작이 요구되는 상태에 

도달하면 다음과 같은 작동신호들을 발생시킨다.  

                    - 격납건물격리작동신호(CIAS)  

                    - 격납건물살수작동신호(CSAS)  

                    - 주증기격리신호(MSIS)  

                    - 안전주입작동신호(SIAS)  

                    - 재순환작동신호(RAS)  

                    - 보조급수작동신호(AFAS)  

                    - 핵연료건물비상환기작동신호(FBEVAS)  

                    - 격납건물배기격리작동신호(CPIAS)  

                    - 주제어실비상환기작동신호(CREVAS)  

      2)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기기회로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또는 

운전원으로부터 작동신호를 받는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신호는 

자동으로 공학적안전설비계통 장비를 동작시키며 기기들을 위한 

제어회로는 적절한 공학적안전설비계통 운전을 위한 순서를 제공한다.  

       

3)  모든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을 위한 작동회로는 감시변수 및 설정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4)  비교논리 및 동시논리  

          가) 핵증기공급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들은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넷에 있으면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제어기들로 구성된다.  

          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비교논리는 감지기로부터 받아들인 

아날로그 신호와 미리 설정된 고정 또는 가변 설정치를 비교한다. 

만일 입력신호가 설정치를 초과하면 비교논리는 동시논리로 

전송되는 트립신호를 발생시킨다. 설정치는 행정적으로 관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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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자동적으로 감시된다. 고정 설정치들은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넷에서 조정된다. 설정치 조정을 위한 접근은 행정적으로 

관리된다. 비교논리 설정치들은 주제어실에 있는 발전소감시계통 

화면 디스플레이들과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넷에 표시될 수 있다. 몇 

개의 설정치들은 기동, 정지, 냉각과 같은 정상운전 기간이나 저출력 

시험기간에 부적절한 개시를 피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변경될 수 

있다. 증기발생기와 가압기 압력설정치는 운전원에 의해서 수동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한다. 

비교논리 트립신호들은 완전한 2/4 동시성이 각 채널에 제공되도록 

모든 채널에서 동시논리로 전해진다. 동시논리의 출력들은 각 

구역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보조캐비넷에 있는 작동논리에 

신호들을 보내는 개시 계전기들을 제어한다.  

         다) 동시논리에 의한 개시논리의 자동 작동 외에 개시 계전기들은 

원격수동 스위치들에 의해서 트립 될 수 있다. 모든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신호들은 절차에 따라서 제어실에서 운전원에 의해서 수동으로 

개시 될 수 있다. 개시 후 보조급수작동계통의 래치된 부분들을 

포함한 각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비 작동상태로 개시논리를 

복귀시키기 위해 수동으로 리셋되어야 한다.  

       

5) 작동논리  

         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작동논리는 2 개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보조캐비넷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의 캐비넷은 공학적안전설비 A 

계열 장비에 대한 논리회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캐비넷은 

공학적안전설비 B 계열에 대한 논리회로를 가지고 있다.  

         나)  발전소보호계통에 있는 4 개의 개시회로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보조캐비넷에 있는 선택적 2/4 논리를 작동시킨다.  작동논리에서 

각 신호는   선택적 2/4 논리가 일단 개시되면 자동으로 리셋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동할 때 래치를 세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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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 개의 선택적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개시채널 신호들의 입력은 

작동채널 신호들을 발생한다.  이것은 각 보조캐비넷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계열 A 와 B 양쪽의 밸브와 펌프 

작동신호들을 발생시킨다. 그룹 기기 제어신호는 작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의 결과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각 공학적안전설비 

기기들을 작동하는데 사용된다.  

       

6) 그룹작동  

         가) 그룹계전기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에 의하여 요구되는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기기를 발전소제어계통을 경유하여 동작시킨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솔레노이드구동밸브, 모터구동밸브 혹은 

펌프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는 기기제어 S/R 플립플롭을 리셋시켜 

여자될 경우 열리는 기기의 입력을 논리 0 (닫힘)으로 만든다. 

공학적안전설비가 작동하는 동안에 재순환작동신호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으며, 주제어반 혹은 원격정지반에서 먼저 닫힘 누름버튼을 

사용하여 오버라이드 논리의 S/R 플립플롭을 셋트시켜 

재순환작동신호를 오버라이드한 후 열림 누름버튼을 사용하여 

기기제어 플립플롭을 셋트시킨다.  

        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보조캐비넷 작동신호에 의한 기기제어는 

오버라이드 될 수 없다. 안전주입작동 또는 격납건물격리작동신호에 

의하여 밸브가 닫히고 이 신호가 소멸된 후에는 기기는 작동상태를 

유지하므로 이 밸브를 열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주제어반 또는 

원격정지반에서 열림 누름버튼을 이용하여 기기제어 S/R 

플립플롭을 리셋시킨다.  

         라) 공학적안전설비 오버라이드 논리를 갖는 모터구동밸브는 공 

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보조캐비넷에서 재순환작동신호가 발생되면 

밸브가 닫힌다. 공학적안전설비 신호가 여자시 닫히는 기기입력을 



 35

논리 1 로 만들고, 여자될 경우 열리는 신호를 논리 0 으로 만든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 중에 주제어반에서 재순환작동신호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으며, 먼저 닫힘 누름버튼을 사용하여 

오버라이드 논리의 S/R 플립플롭을 셋트시켜 재순환작동신호를 

오버라이드한 후 열림 누름버튼을 사용하여 기기제어 플립플롭을 

셋트시킨다.  

         마) 공학적안전설비 오버라이드 (override) 논리를 갖는 

회로차단기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보조캐비넷에서 펌프를 

기동하기 위한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하면 

닫힌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는 기기의 닫힘 차단기 입력을 

논리 1 로 만들고 열림 차단기 입력을 논리 0 으로 만든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 동안에 주제어반 및 저온정지반에서 

안전주입작동신호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으며, 주제어반에서 기동 

누름버튼을 사용하여 오버라이드 논리의 S/R 플립플롭을 셋트시켜 

안전주입작동신호를 오버라이드한 후 정지 누름버튼을 사용하여 

기기의 열림 차단기 입력을 논리 1 로 만들어 펌프를 정지시킨다.  

       

7) 우회  

        가) 채널 우회  

           비교논리 트립채널 우회는 채널의 보수 및 시험을 위해 제공되는 

면에서 원자로정지계통의 트립채널 우회와 동일하다.  

        나) 운전우회  

          가압기 저압력 우회는 보호동작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호동작을 

발생시키지 않고 감압을 허용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우회는 각 

보호채널에서 수동으로 개시될 수 있다.  

       

8)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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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핵증기공급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연동은 원자로보호계통에 

위치하고 있는데, 운전원이 어떤 공정변수에 대해 한번에 한 

채널만이 운전원에 의해 우회되도록 허용한다. 서로 다른 트립 

변수들은 동일한 채널 또는 다른 채널에서 동시에 우회될 수 있다.  

         나)  계통시험 동안, 추가적인 연동장치들은 한 번에 한 개 이상 여분의 

보호기능을 불능으로 만드는 것을 막거나 정비 직원에 의한 

부주의하고 미 보증된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신호들의 발생을 막기 

위한 기능이 제공된다.  

       

9) 시험  

          모든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완전한 주기시험을 허용하기 위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주기시험은 감지기 입력에서 보호계통 및 

작동기기 까지 트립 동작을 포함한다. 계통시험으로 인하여 계통의 

보호동작이 방해받지 않으며, 개별시험 간에 중첩된 부분을 둠으로써 

전체 안전설비작동계통이 시험될 수 있다.  

          가) 감지기 점검  

      원자로가 운전중에,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에 입력을 제공하는 

측정채널은 유사 채널의 출력과 비교하고 관련 측정과 교차 

점검으로 점검된다. 핵연료 재장전과 같은 장기 운전정지 중에는 

가능하다면 이들 측정채널은 알려진 표준값에 의한 점검과 교정이 

이루어진다.  

          나) 트립 바이스테이블 시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비교논리의 시험은 원자로보호계통에 

설명된 대로 수행된다.  

          다) 논리 시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동시논리의 시험은 원자로보호계통에 

설명한 대로 수행된다. 보조설비계통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논리는 각 감지 채널내의 방사선감시계통 바이스테이블의 입구 쪽에 



 37

가상 아날로그 시험신호를 주입하고, 논리출력 쪽의 작동출력신호를 

관찰하는 것으로 한 단위씩 시험된다. 동시에 연속적인 진단 

소프트웨어 루틴이 개개의 회로부품의 기능 및 모든 기기회로의 

기능적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행된다.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에 대한 시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설비계통과 핵증기공급계통의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와 작동논리 

및 작동기기는 그 기능에 따라 아래의 3 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 정상운전중 시험가능 기기  

                     - 정상운전중 시험 불가능 기기  

                     - 시험이 필요 없는 기기  

          라) 개시 시험  

              각 공학적안전설비계통에 대한 개시논리는 개시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원자로보호계통 시험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험된다. 시험은 논리의 입력신호 상태와 출력신호 

상태의 분석에 의해 시작된다. 시험기능은 입력신호들에 근거하여 

논리의 출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실제 출력과 

시험기능에 의해 결정된 출력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시험기능은 

불일치를 나타내고 오류를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를 제공한다. 

불일치가 없으면 논리시험은 계속된다. 추가적으로 수행될 시험은 

시험기능이 제어를 할 수 없는 논리(즉, 순수한 동시신호들)에 대한 

입력들의 상태에 의존한다. 알려진 입력들에 근거하여 시험기능은 

모든 입력신호의 조합들을 발생하고 교정을 위하여 논리 출력을 

감시한다.  

          실제의 동시신호나 실제의 다른 신호는 시험기능에 의해 변화될 수 

없다. 이 기능들의 시험은 시험 중의 장비의 동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한 번에 한 채널에 제한된다. 이 시험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개시 계전기 시험과 연관되어 행해진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작동논리는 4 개의 발전소보호계통 

채널로부터 발생되는 개시 계전기들의 출력들에 의해서 제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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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2/4 논리이다. 개시 계전기들이 원자로보호계통의 제어 안에 

있으므로 그들의 상태를 시험하고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 작동논리 시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작동논리는 원자로보호계통으로부터 짧은 

개시신호(시험신호)들을 받는다. 이 신호들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밸브와 펌프그룹 프로그래머블 논리 제어기들에 의해서 처리되어 

개시신호의 실패 감지나 그룹에 대한 작동신호의 상실에 대하여 

원자로보호계통에 작동논리상태를 보내준다.  

        바) 작동기기 시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작동기기 시험은 한번에 하나의 계통 

작동논리그룹을 선택하여 개시신호를 주입하여 그룹 내 계전기의 작동 

건전성을 확인한다.  

        사) 우회 시험  

      원자로보호계통에 있는 계통우회는 내부적으로 발생된 시험신호를 

사용하여 채널단위로 시험된다. 이 시험은 수동개시 및 자동제거 

장치들을 포함한다.  

        아) 응답시간 시험  

            핵연료교체 기간 중에 필요한 응답시간 시험이 수행된다.  

 

3.4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  

 

    가.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 개요  

      1)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CEDM)를 자유 낙하시켜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한 계통이다.  

       

2) 전원의 공급은 병렬로 이루어진 두 개의 전원 공급라인(Bus)으로 

이루어지며, 각 라인에 두 개의 차단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배열은 최소한 두 개의 선택적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즉 한 라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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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의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제어봉집합체구동장치로 가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  

 

    나.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 기능  

 

      1)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발전소보호계통으로부터 원자로정지신호 입수  

       - 전동기발전기세트로부터 제어봉구동장치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  

       

2)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으로부터 작동신호가 존재할 때, 

선택적 2/4 논리에 의해서 전동기 발전기 세트(Motor-Generator 

Set)로부터 제어봉집합체구동장치계통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한다. 

전원을 차단하면 제어봉집합체를 잡고 있던 자기력이 제거되어 

제어봉집합체가 중력에 의해서 노심 속으로 낙하한다.  

       

3) 각 원자로정지신호는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을 위해 저 전압 

트립신호(Undervoltage Trip) 와 병렬 트립신호(Shunt Trip)를 제공한다.  

       

4)  두 세트의 원자로정지차단기 수동트립 스위치가 주제어실에 제공된다. 

각 세트는 각각 두 개의 푸쉬 버튼이 있으며, 이 두 개의 푸쉬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  

 

3.5   다양성보호계통  

 

    가. 다양성보호계통 개요  

 

      1)  다양성보호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과는 독립적이고 다양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의 고장에 대비하고, 디지털 화에 따른 

계측제어계통의 공통유형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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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성보호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과 독립적인 센서, 신호처리, 트립논리, 

일치논리 및 개시회로 들로 구성되며 비-안전계통으로 두개의 채널을 

가진다.  

 

    나. 다양성보호계통 기능  

 

      1) 다양성보호계통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ATWS 사고발생시 원자로정지 혹은 터빈정지신호 발생  

                   - ATWS 사고발생시 보조급수 작동신호 발생  

                   - 심층방호 및 다양성 분석에 따른 취약점 보강  

       

2) 다양성보호계통은 가압기 압력이 설정치보다 높은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키는데, 2 개의 가압기압력채널로부터 가압기압력을 감지하여 

설정치를 초과하면 2-out-of-2 일치논리를 사용하여 원자로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발생한 원자로정지신호는 제어봉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s) 전동발전기세트의 출력접점을 개방시킴으로써 

제어봉구동장치로의 전원을 차단시켜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3)  다양성보호계통은 주제어실에서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수동 원자로정지기능을 가진다. 수동 원자로정지버튼의 

작동으로 전동발전기 세트의 출력접점이 개방되어 원자로가 정지된다.  

      4)  다양성보호계통은 가압기 압력이 설정치보다 높은 경우 터빈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터빈정지신호는 원자로정지신호가 발생되면 간접적으로 

발생된다. 터빈정지신호는 원자로정지신호에 의하여 제어봉구동장치로의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전력제어계통(Plant Control System)으로부터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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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성보호계통은 터빈정지시 자동적으로 원자로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기능은 ATWS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요건사항은 아니다. 

다양성보호계통은 터빈정지시 원자로정지신호를 주제어실에서 

작동가능(enable)/작동불능(disable)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6) 다양성보호계통은 비상급수계통(Emergency Feedwater System) 

작동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신호는 증기발생기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되면 발생된다. 증기발생기 당 2 개의 채널을 통하여 다양성보호계통은 

증기발생기 수위를 감시하는데, 4 개의 감지지가 사용된다.  

       

7)  다양성보호계통은 특정 증기발생기 수위가 설정치 이하가 되면 2-out-

of-2 일치논리를 사용하여 해당 증기발생기에 비상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계통 작동신호를 발생시킨다. 다양성보호계통의 

비상급수계통 작동신호는 비상급수계통 기기제어기인 공정제어계통 

(Process Control System)으로 보내지는데, 공정제어계통은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급수 작동펌프와 밸브를 

작동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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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시계통  

 

      감시계통은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원자로냉각재펌프축속도감시계통, NSSS 

건전성감시계통 및 방사선감시계통으로 구성된다.  

 

4.1.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ENFMS) 은 원자로용기에서 누설되는 

노외중성자속을 감지하여 선원영역에서부터 200% 전 출력까지 원자로 

출력을 측정하기 위한 계통이다.  

 

   가.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개요  

 

      1)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은 중성자속을 감지하는 검출기와 감지된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는 전치증폭기 및 증폭된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함 

등으로 구성되며 총 8 개의 독립된 채널을 사용하여 원자로의 제어 및 

보호용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2)  검출기는 원자로용기 주위에 놓여 있는 Thimble 내에 검출기 지지물과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전치증폭기는 격납건물 내의 2 차 차폐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중 안전 채널용 2 개는 사고 후 감시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외부의 보조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신호처리함은 모든 채널들에 대하여 I&C 기기실에 위치한 PPS 

캐비넷에 설치된다.  

       

3)  2 개의 기동채널은 원자로의 정지 및 기동시 발전소 운전원에게 원자로 

초기출력 영역의 정보(신호)를 제공한다. 각 검출기는 2 중의 

비례계수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 비례계수기는 다중 BF3 검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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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이 채널은 판독과 음성계수정보를 제공하며, 원자로의 

제어나 보호기능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4)  2 개의 제어채널은 비보상이온전리함 (UIC)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의 정상운전영역 (1˜125% 출력) 의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각 채널은 상하로 구성된 2 중의 비보상이온전리함과 신호처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호처리함은 전원장치, 선형증폭기 및 시험회로 등을 

포함한다. 이 채널은 부하추종운전시 원자로제어계통에 필요한 신호를 

제공하며, 안전요건에 따라서 원자로보호 채널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5)  4 개의 안전채널은 원자로 초기출력 부터 200% 까지의 전 출력 영역의 

중성자속 정보를 제공한다.  각 채널은 3 개의 핵 분열함 (Fission 

Chamber)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호는 전치증폭기를 거쳐 

신호처리함으로 전송된다.  이 신호처리함은 LOG 신호증폭기, 

선형신호증폭기, 시험회로 및 출력변화율 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개의 핵 분열함은 수직출력분포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수직방향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되며, 각 핵 분열함은 1x10-7% 

출력에서 200% 출력까지 해당되는 출력영역신호를 제공한다.  4 개 

안전 채널 중 2 개 채널은 규제지침서 1.97 의 요건에 따라서 사고후 

182 일까지 동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안전채널은 발전소보호계통에서 

필요한 신호, 즉 과부하보호신호, 10-4% 출력  에서 15% 

정격출력까지의 범위에서 출력변화율신호, 고국부출력밀도 (High LPD) 

과 저핵비등이탈율 (Low DNBR) 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직출력분포계산을 위한 신호 등을 노심보호전산기에 제공한다.  

 

   나.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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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동채널 기능  

         기동채널은 초당 1 - 2,000 Count 로 노외중성자속을 연속적으로 

감시한다.  

          가) 지시기능  

                      - 초기 출력영역의 중성자속을 주제어실에 지시  

                      - 출력의 변화율을 주제어실에 지시  

                      - Count Rate 의 불일치을 주제어실과 격납용기에 음향형태로 지시  

         나) 경보기능  

            - 기동채널 감지기의 이상시 고 CPS(Count Per Second) 경보 발생  

  - 기동채널이 시험 중 이거나 연동된 PCB(Printed Circuit 

Board)중의 하나가 제거될 때 기동/제어 채널 고장 경보 발생  

         다) 시험기능  

             채널의 적절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회로가 제공된다.  

         라) 신호연계 기능  

            Count Rate 신호가 발전소컴퓨터계통 및 붕산희석경보계통에 제공 

된다.  

      2) 제어채널 기능  

        제어채널은 0 - 125%의 출력운전 영역의 노외중성자속을 연속적으로 

감시한다.  

         가) 지시기능  

             0-125%의 출력운전 영역의 노외중성자속 지시  

         나) 원자로출력조절계통 제어입력 기능  

          출력준위 신호는 자동 터빈부하 추종운전동안 사용하기 위해 

원자로출력조절계통에 제공된다.  

         다) 경보기능  

          Low 제어채널 고전압 또는 회로 연동의 방해를 지시하기 위해 

기동/제어채널 고장 경보를 제공한다.  

         라) 시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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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의 적절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회로가 제공된다.  

        마) 신호연계 기능  

                      - 기동 및 부하 건전성 시험시 적절한 신호 제공  

                      - 발전소컴퓨터계통에 출력준위 신호 제공  

      3) 안전채널 기능  

                      안전채널은 초기 출력영역에서 200%까지의 노외중성자속을 연속적으로 

감시한다.  

                       가) 지시기능  

                        - 주제어실에 대수출력준위 및 선형출력 준위의 지시  

                        - 주제어실에 출력준위의 변화율 지시  

                        - 원격정지제어반에 대수출력 준위의 지시(채널 A & B)  

                      나) 트립 입력기능  

                        - 대수출력 준위 신호 제공(고 대수출력 트립-원자로보호계통)  

                        - 선형 출력준위 신호(가변 과출력 트립-원자로보호계통)  

                        - 부채널 선형 출력준위 신호는 저 핵비등이탈률 트립과 

고국부출력밀도 트립을 위해 노심보호연산기계통에 제공된다.  

       다) 우회 및 연동 기능  

        - 대수출력 접점 출력은 고 대수출력 트립 우회를 위해 원자로 

보호계통에 제공된다.  

        -  대수출력 접점 출력은 저 핵비등이탈률 트립 우회와 고국부출력밀도 

트립 우회를 위해 노심보호연산기계통에 제공된다.  

        - 트러블 바이스테이블 출력은 원자로보호계통 출력 트립 시험 연동을 

위해 원자로보호계통에 제공된다.  

        라) 경보기능  

         - 출력 경보 및 안전채널 고장 경보를 위한 접점 신호를 

발전소경보계통에 제공한다.  

-  노심보호연산기/노외출력 편차 경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를 공정보호캐비넷에 제공한다.  



 46

         마) 시험기능  

             채널의 적절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회로가 제공된다.  

         바) 보조기능  

          - 부채널 선형출력 준위 신호를 IVMS 에 제공  

          - 안전채널 A&B 대수출력 준위 신호를 발전소컴퓨터계통에 제공  

 

4.2   원자로냉각재펌프축 속도감시계통 (RCPSSSS)  

 

    가. 원자로냉각재펌프축 속도감시계통 개요  

 

        원자로 냉각재펌프 축속도 감시계통(RCPSSSS)은 원자로 냉각재펌프 축에 

있는 펌프 당 4 개씩 총 16 개의 속도감지기를 이용하여 축 속도에 

비례하는 주파수를 가진 펄스신호를 제공하는 계통으로서 디스크, 

속도감지기, 신호 전송기, 신호처리기, 전원공급기와 접속케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나. 원자로냉각재펌프축 속도감시계통 기능  

 

        원자로냉각재펌프 모터축의 회전속도에 비례하는 펄스신호를 노심보호 

연산기계통과 노심운전제한치 감시계통에 제공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질량유속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4.3  NSSS 건전성감시계통  

 

        NSSS 건전성감시계통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은 

핵증기공급계통 주요기기의 선택된 부위에서 물리적 건전성에 대한 

이상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계통이며,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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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결함으로 인한 냉각재누설을 감시하는 음향누설감지계통(ALMS),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진동상태를 감시하는 원자로내부구조물진동감시 

계통(IVMS), 원자로냉각재계통 내부를 떠돌아다니는 금속성물질을 

검출하는 금속파편감시계통(LPMS), RCP 축 부정렬, 회전자 불평형 및 

축균열 검출을 위한 RCP 진동감시계통 (RCPVMS) 등으로 구성된다.  

 

    가. 음향누설감시계통  

 

       1) 개요  

         가) ALMS 는 RCS 압력경계 주요부분에 설치된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분석하여 냉각재의 누설여부와 RCS 배관의 균열상태를 감시하는 

설비이며, 주요한 구성기기는 감지기, 전치증폭기, 경보기, 

분석컴퓨터 등이다.  

          나)  감지기는 주파수 범위가 300 ˜ 500 kHz 범위인 음향방출 센서가 

이용되며, 감시하는 위치에서의 설계목표감도는 누설량 0.1 gpm 

이다.  

          다)  전치증폭기는 신호를 증폭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격납용기 내부에 설치된다. 경보기는 필요한 증폭기능과 

대역필터기능, 그리고 신호의 실효값을 계산하여 경보  설정치와 

비교 후에 경보설정치를 초과하는 신호가 입력될 경우에는 경보계통 

(PAS) 에 경보를 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라) 분석 컴퓨터는 전산실에 위치하며 경보기로부터 경보발생 이후에 

입력되는 신호에  대한 신호분석기능과 자료저장기능을 제공한다. 

분석컴퓨터에서는 경보확인 및 입력신호의 크기, 발생위치 및 

경향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운전원이 냉각재누설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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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특정위치 및 특정기기내의 누설을 감지하여 그 상태를 운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가압기 안전밸브의 개폐 및 누설 상태를 감지하여 그 상태를 운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특정 기기 및 위치로부터의 누설율의 상대적인 변화에 관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나.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 (IVMS)  

 

      1) 개요  

         가)  IVMS 는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의 4 개 안전채널 중성자속검출기로 

부터 입력되는 채널당 3 개씩 모두 12 개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노심지지통 및 핵연료집합체의 운동변화를 감시 및 분석할 

수 있는 설비이다.  

         나)  노심지지통이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 노심과 원자로용기 

외부에 부착된 중성자속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중성자속신호의 교류 변화성분을 검출 및 

증폭하여 노심지지통의 진동상태 및 진동크기를 분석한다.  

         다) 주요 구성기기로는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의 검출기 및 신호처리함 

부분과, 광송신기/광수신기, 신호처리모듈과 A/D 변환모듈, 

분석컴퓨터 등이다.  

        라)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는 12 개의 중성자속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거쳐서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갖는데, 그 목적은 비안전등급 계통인 NIMS 로부터 

안전등급인 발전소보호계통에 이상전압이 전파되어  안전계통에 

고장을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  신호처리모듈에서는 신호를 증폭한 후 대역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신호를 처리한다.  분석컴퓨터에서는 노심지지통의 움직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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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특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파수분석기능 등의 

진단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원은 이용이 가능한 12 개의 

노외중성자속신호 중에서 최소 2 개를 선택하여 함께 분석할 수 

있다.  

      2) 기능  

          가)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주기능은 노심지지물 및 핵연료 

다발의 운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나)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보조기능은 노심지지물 및 핵연료 

다발의 운동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변화의 이유를 평가하기 위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다) 입력신호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기능은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의 

격리된 선 형안전 채널 출력을 감시한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안전 채널 A 의 3 개의 선형 출력 

부채널(Upper, Middle, Lower)로 부터의 중성자속 신호들  

     -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안전 채널 B 의 3 개의 선형 출력 

부채널(Upper, Middle, Lower)로 부터의 중성자속 신호들  

     -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안전 채널 C 의 3 개의 선형 출력 

부채널(Upper, Middle, Lower)로 부터의 중성자속 신호들  

     -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안전 채널 D 의 3 개의 선형 출력 

부채널(Upper, Middle, Lower)로 부터의 중성자속 신호들  

 

   다. 금속파편감시계통 (LPMS)  

 

      1) 개요  

          가)  LPMS 는 1 차 계통 압력경계와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금속파편이 

존재할 때 이를 감시하는 설비로서, 이 계통의 목적은 금속파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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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충격여부를 감시하고, 충격위치, 충격에너지 및 충격사건을 

유발한 금속파편의 질량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이 계통의 주요 구성기기는 가속도계, 전치증폭기, 경보발생기, 

자료저장기, 경보처리기 및 분석컴퓨터 등이다. 감지기로 가속도계가 

사용되며, 검출감도는 0.11˜13.61 kg 질량의 금속파편이 감지기로 

부터 0.9 m 거리에서 최소 0.07 kg-m 의 충격에너지로 충격사건을 

유발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다) 전치증폭기는 격납용기 내부에 위치하며 센서  신호를 증폭하여 

경보기로 전송한다. 경보기는 증폭기능과 필터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입력신호의 실효 값을 계산하고 사전에 설정된 값과 비교하여, 

입력신호가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계통에 경보신호를 제공한다.  

          라) 자료저장기는 금속파편에 의한 충격사건의 발생 직후부터 초기 2 분 

정도의 시간동안 연속하여 자동적으로 관련된 채널 신호를 기록하며, 

경보처리기는 이러한 입력 채널신호가 금속파편에 의해서 발생된 

신호인지 여부를 판별한다.  

          마)  분석 컴퓨터에서는 각 채널의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충격신호의 도래시 신호의 채널간 지연시간 크기, 파형 등을 

참조하여 금속파편에 의한 충격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충격시험자료와 비교하여 충격에너지를 평가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신호의 주파수성분 등의 특성을 참조하여 충격질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2) 기능  

가) 금속파편감시계통의 주기능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내에서   

금속파편의 출현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나)  금속파편감시계통의 보조기능은 다음의 항목에 대한 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금속파편의 성질(고정 또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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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파편의 위치  

                        - 금속파편의 특성(크기, 질량, 속도 등)  

 

   라.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RCPVMS)  

 

      1) 개요  

         가)  RCPVMS 는 모터 및 펌프의 진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각 모터의 

상부에 2 개 하부에 1 개, 펌프 측 베어링에 1 개 등, RCP 당 4 개의 

가속도계가 진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되며, 축 궤적도 (Orbit)를 

표시할 수 있도록 펌프-모터 커플링 주위에 수평방향 90o 간격으로 

2 개의 비접촉 근접센서가 설치되며, 회전속도와 위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1 개의 근접센서 등, RCP 당 3 개의 근접센서가 

축 진동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다.  

          나)  RCPVMS 주요기능은 펌프 축 부 정렬, 회전부 불균형, 펌프 축 

균열 등의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이상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진단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기로는 감지기, 전치증폭기, 상태표시기, 분석컴퓨터 

등이 있다.  

          다) 감지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 당 4 개의 가속도계와 3 개의 근접센서가 

활용된다. 가속도계는 모두 16 개가 설치되며, RCP 모터 및 펌프 

프레임의 수직 및 수평방향의 진동을 측정한다. 근접센서 

(Proximity Probe) 는 RCP 밀봉하우징 상부의 축고정연결부 (Rigid 

Coupling) 주위에 3 개씩 모두 12 개가 설치되며, 이들 중 2 개는 

RCP 축의 수평방향 X/Y 축 궤적을 감지할 수 있도록 Rigid 

Coupling 표면에서 근접센서 Probe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며, 

나머지 1 개는 RCP 의 회전속도 및 진동위상을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라)  전치증폭기는 가속도계의 미약한 출력신호를 증폭하여 상태표시기로 

신호를 전송해준다. 상태표시기에서는 전치증폭기와 근접센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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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신호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진동준위와 축 

궤적도를 표시하고, 경보발생시에는 관련 자료를 

경보계통으로  전송해준다.  

          마)  분석컴퓨터는 기록된 진동신호에 대한 분석기능과 신호변화도표 

등을 제공하여 RCP 진동상태 진단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기능  

          가)  원자로냉각재펌프 프래임과 축의 진동 정보를 측정하고 표시  

나) 원자로 냉각재펌프 프래임과 축의 상태를 분석하고, 원자로 

냉각재펌프축의 갈라짐의 징후를 감지하며, 원자로 냉각재펌프축 

정렬 및 균형을 잡게 하는데  사용되도록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4.4   방사선감시계통(Radiation Monitoring System)  

 

      방사선감시계통은 공정방사선감시계통, 탈기기유출수방사선감시계통 및 

광역붕소농도측정기로 구분된다.  

      가. 공정방사선감시계통  

 

      1) 개요  

         가)  공정방사선감시계통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관에 설치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총 감마 방사선 및 특정 감마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cpm(count per minute) 단위로 표시/저장하기 

위한 신호 및 고 방사선/기기고장 경보신호를 전송한다.  

         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방사선을 감시함으로써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나 침전을 경고하는 추이 감시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정방사선 수치는 시료채취에 의해서 확인된다. 특정 감마 

방사선을 측정함으로써 방사성 침전에 의한 간섭신호를 제거하여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에 의한 방사선 신호를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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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능  

         공정방사선감시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 시에 작동해야 하며 아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총 감마 방사선 및 특정 감마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측정  

      나)  방사선 측정치를 저장/표시하기 위해 발전소컴퓨터계통으로 전송  

      다)  방사선 측정치를 발전소 종합설계자 방사선감시계통으로 전송  

      라)  고 방사선/기기고장 경보신호를 발전소컴퓨터계통으로 전송  

      마)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기기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   

 

   나. 탈기기유출수방사선감시계통  

 

        1) 개요  

           가) 탈기기유출수방사선감시계통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수용탱크 

(Holdup Tank) 전단에 설치되어 탈기기(Gas Stripper)를 지나서 

수용탱크로 유입되는 총 감마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발전소컴퓨터계통에 cpm 단위로 표시/저장하기 위한 신호 및 고 

방사선/기기고장 경보신호를 전송한다.  

           나)  수용탱크로 유입되는 총 감마 방사선을 감시함으로써 수용탱크에 

방사성 물질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탈기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감시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기능  

         탈기기유출수방사선감시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 시에 작동해야 하며 

아래의 기능을 만족한다.  

       가) 수용탱크 유입관의 총 감마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측정  

       나) 방사선 측정치를 저장/표시하기 위해 발전소컴퓨터계통으로 전송  

       다) 방사선 측정치를 발전소 종합설계자 방사선감시계통으로 전송  

       라) 고 방사선/기기고장 경보신호를 발전소컴퓨터계통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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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기기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  

 

    다. 광역붕소농도측정기  

 

        1) 개요  

          가)  광역붕소농도측정기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관에 설치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소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ppm 단위로 

표시/저장하기 위한 신호 및 붕소농도 고/저 경보신호를 전송한다.  

          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소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발전소 

운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붕소농도 고/저 설정치 초과 시에는 

경보신호를 발생시킨다.  

        2) 기능  

         광역붕소농도측정기는 발전소 정상운전 시에 작동해야 하며 아래의 

기능을 만족한다.  

        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소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나) 붕소농도를 저장/표시하기 위해 발전소컴퓨터계통으로 전송  

        다) 붕소농도 고/저 및 기기고장 경보를 발전소컴퓨터계통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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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보계통  

 

        발전소정보계통은 발전소 이용률과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 

발전소정지유발 비정상상태를 사전에 미리 경고하여 발전소정지 방지와 

원자노심 및 1, 2 차 계통의 성능을 평가하여 발전소가 특정 제한치 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전소 정보계통은 발전소 자료수집계통 

(PDAS), 발전소 컴퓨터계통 (PCS), 부적절노심냉각 감시계통, 고정형 

노내검출기 증폭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5.1    발전소 자료수집계통 (PDAS)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발전소감시계통의 입력 계통이다.  

 

    가. 발전소자료수집계통 개요  

 

        1)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발전소의 선택된 선세로부터 간접 또는 직접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발전소컴퓨터계통으로 전송한다.  

        2)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발전소컴퓨터계통에 의해 처리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지시계, 기록계, 디지털지시기 및 경보기 등에 제공한다.  

        3)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4 개의 안전 및 3 개의 비-안전 등급 채널로 

구성되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처리한다.  

        4) 각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채널은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발전소 

컴퓨터계통과 연계한다. 광-케이블은 전기적인 격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5)  안전 등급관련 입출력장치는 내진설계 1 등급 2 중 칸막이 캐비넷에 

설치되며 비-안전 등급 채널은 내진설계 2 등급 2 중 칸막이 캐비닛에 

설치되고, 32 Bit 중앙처리장치, 고정노심감시 증폭기/부적절한 

노심냉각계통 신호조정용 회로카드가 캐비넷에 설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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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접속장치, 신호변환 및 다중 송신장치, 채널 간 접속기 및 

다중송신제어기, 데이터링크 등으로 구성된다.  

 

    나. 발전소 자료수집계통 기능  

 

        발전소 자료수집계통은 발전소 컴퓨터계통과 발전소의 물리적 측정 및 

계측장비와의 연계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소 자료수집계통은 

여러 가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력 신호들에 대한 신호처리 및 격리를 

제공한다.  

 

        1)  발전소 자료수집계통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센서 

자료로 변환하여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발전소 감시계통의 일부인 

발전소 컴퓨터계통에 전송한다.  

        2)  발전소 자료수집계통은 발전소 컴퓨터계통의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주제어실, 경보기 및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에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히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경한다.  

        3)  발전소 자료수집계통은 사고 추이 자료의 입력을 수집하여 발전소 

컴퓨터계통에 전송한다.  

        4)  발전소 자료수집계통은 고정형 노내검출기 증폭계통에 의해 요구되는 

신호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5)  발전소 자료수집계통은 부적절노심냉각 감시계통의 기능인 자료 취득, 

자료처리 및 표시 제어를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5.2    발전소 컴퓨터계통 (PCS)  

 

        발전소 컴퓨터계통은 발전소 자료수집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 

부적절노심냉각 감시계통 및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등에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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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통해 보내온 신호를 받아 처리하고 응용프로그램을 계산하며 

모니터와 프린터를 통해서 운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 발전소 컴퓨터계통 개요  

 

        발전소 컴퓨터계통은 다중으로 구성되어 주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운용되며, 

보조컴퓨터가 즉시 실행대기모드(Hot-Standby Mode)로 운전되며 연산, 

처리를 수행하지만 출력은 제공하지 않으며 발전소감시계통 인버터계통이 

발전소컴퓨터계통과 비안전등급의 발전소자료수집계통에 무정전 전원을 

제공한다.  

 

        1) 발전소 컴퓨터계통이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제어봉집합체 응용프로그램  

                     - 노내검출기 신호처리 프로그램  

                     - 지논반응도 예측프로그램  

                     - 반응도평형프로그램  

                     - 편차 및 설정치 감시프로그램  

                     - 필수안전기능감시계통(CFMS)  

                     - 원자로출력감발(RPC) 제어봉 선택 프로그램  

                     - 시간종속변수갱신프로그램  

                     - 데이터 Snapshot 처리 프로그램  

                     -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COLSS) 프로그램  

                     - 압력-온도 제한곡선 표시 기능  

                     - 부분충수운전 표시 기능  

                     - BOP 응용프로그램  

        2) 발전소컴퓨터계통이 제공하는 운전지원은 다음과 같다.  

                     - 운전원 감시기능  

                     - 디스플레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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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 기능  

                     - 시험기능  

 

    나. 발전소컴퓨터계통 기능  

 

        1) 입력/출력 신호처리 기능  

          발전소컴퓨터계통은 발전소자료수집계통,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 BOP 및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등으로부터 

발전소 공정 입력/출력 자료를 받아서 처리한다.  

        2) 핵증기공급계통 응용 기능  

           다음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발전소를 운전제한 조건내로 유지하고 

원자로 노심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을 돕기 위해 

발전소컴퓨터계통에 구현된다.  

            가)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COLSS)  

              (1)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COLSS)은 공정변수들의 계측과 아래와 

같은 운전제한치를 감시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선출력밀도 여유도  

                        -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 전 노심출력  

                        - 사분 출력 경사비(azimuthal tilt)  

                        - 축방향 출력편차(axial shape index)  

              (2)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은 선출력밀도 여유도,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전 노심출력, 사분 출력 경사비, 축방향 출력편차를 

계속적으로 계산하여 계산 값을 해당 운전제한치와 비교한다. 

만약 어느 계산 값이라도 운전제한치를 초과하면, 노심운전 

제한치 감시계통 경보가 발생하고 운전원은 운영기술 지침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제어봉집합체 응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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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봉집합체 응용프로그램은 운전원이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제어봉집합체관련 내용을 감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1) 집합체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되는 출력관련 제어봉삽입 

제한치(Power  Dependent Insertion Limit, PDIL)는 원자로 

출력에 따라 제어봉집합체의 허용삽입 한계를 결정하는 

운전제한치이다. 출력관련 제어봉삽입 제한치는 원자로가 

임계상태에 있을 때 정지여유도와 이탈 제어봉집합체 반응도 

제한치가 일치되도록 원자로 운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출력관련 제어봉삽입 제한치는 원자로출력 신호와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2) 각 제어봉집합체 위치측정과 제어봉집합체 그룹 위치 계산은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내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수행되고 그 계산결과치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을 위해 발전소감시계통 컴퓨터로 전송되며, 

제어봉집합체 응용프로그램은 필요한 추가적인 그룹위치들을 

계산한다.  계산된 결과의 일부는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제어봉의 위치는 제어봉이 낙하되어 

위치전송스위치의 접점이 닫혔을 때 영(0)으로 재설정된다. 

이러한 기능은 원자로가 불시 정지되거나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제어봉집합체위치 계산 

프로그램이 위치를 자동적으로 영(0)으로 재설정하게 한다. 

제어봉집합체의 위치들은 주기적으로 프린터로 

출력된다.  특정한 제어봉집합체 또는 모든 제어봉집합체의 

위치는 운전원의 요구에 따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3) 제어봉집합체 응용프로그램은 제어봉집합체 그룹의 인출 및 

삽입 순서를 감시한다. 제어봉집합체 그룹의 인출 및 삽입 

순서와 그룹간의 간격이 적절한지를 감시하여 이상이 

감지되면 경보를 위한 접점출력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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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어봉집합체의 조사량(exposure)을 매시간 계산하며 하루에 

한 번씩 프린터에 출력한다.  

             (5) 제어봉집합체에 관련된 경보들은 경보용 CRT 에 표시되며 

기록보관용 프린터로 출력되어 문서화 된다. 제어봉집합체 

제어를 유지하거나 제어봉집합체 제한치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정보들이 운전원에게 제공되도록 계통 

설계에 포함된다. 다음과 같은 경보들은 제어봉집합체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된다.  

                (가) 출력관련 제어봉삽입제한치 경보  

                   적절한 원자로 정지여유도를 확보하고 제어봉집합체 

인출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제어봉을 삽입하도록 요구되는 

제어봉집합체 삽입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가 제공된다.  

                (나) 예비출력관련 제어봉삽입제한치 경보  

                    제어봉집합체삽입이 출력관련 제어봉삽입제한치 가까이 

접근할 때 운전원에게 경보를 제공함으로써, 출력관련 

제어봉삽입제한치를 초과하기 전에 바로잡는 동작이 

취해지도록 한다.  

                 (다) 순서어김 경보  

                    제어봉집합체 그룹의 인출 및 삽입 순서가 이미 설정된 

허용 순서와 다르게 수행될 때 운전원에게 경보가 제공된다.  

                 (라) 제어봉집합체 편차 경보  

         어느 한 제어봉집합체 그룹에서 최상위 제어봉집합체와 

최하위 제어봉집합체 사이의 위치 편차가 이미 설정된 

허용편차를 초과할 때 운전원에게 경보가 제공된다.  

                 (마) 시험한계 경보  

                    정지 그룹중의 가장 낮은 제어봉집합체가 제한치보다 

낮아지게 되면 운전원에게 경보가 제공된다.  

                    (바) 제어봉집합체 낙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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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봉집합체 낙하가 발생하면 운전원에게 제어봉집합체 

낙하를 알리기 위한 경보가 제공된다.  

            다) 고정형노내검출기 신호처리 응용프로그램  

          준성자속 준위을 계산하기 위해 로디움 고정형 노내 

중성자검출기의 전기적 신호를 처리한다. 이 프로그램은 감지기 

감도 추적과 로디움 소모율을 추적하기 위해 초기교정 감도 및 

누적 전하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라) 지논반응도 예측프로그램  

           현재의 출력준위에 따른 지논과 사마륨 평형 농도를 결정하며 이 

농도에 관련된 반응도 값을 계산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지논이나 사마륨 변동시에 짧은 기간의 반응도 변화를 평가 

추정할 수 있다.  

            마) 반응도평형프로그램  

              발전소 기동, 정지 및 출력 준위 변화에 따른 임계보론 농도를 

평가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주요 반응도 요소와 

연료주기를 고려한다.  

            바) 편차 및 설정치 감시프로그램  

          노심보호연산기 자료, 제어봉집합체 계산기 자료 및 

발전소보호계통 설정치 등을 감시한다.  

            사) 필수안전기능 감시계통(CFMS)  

                (1)  필수 발전소 기능을 감시하고 발전소 안전 변수를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에 구현된 필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노심 반응도 제어  

                           -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제어  

                           - 노심 열 제거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제어  

                           - 원자로냉각재계통 열 제거  

                           - 격납건물 건전성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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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납건물 격리  

                           - 방사능 방출 제어  

                           - 필수보조계통 유지  

                (2) 발전소 필수안전기능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경보 제공  

                (3) 필수안전기능감시계통은 발전소의 정상 및 비정상 

운전상황에서 발전소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집적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정상 및 

비정상운전은 출력운전, 고온정지 또는 고온대기를 포함하는 

발전소 상태에 적용된다.  또한 발전소 상황에 따라 이러한 

운전은 저온정지 또는 재장전을 포함하는 발전소 상태에 

적용된다.  

                (4) 발전소 공정입력 값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5) 필수안전기능감시계통은 과거자료 저장/재생 기능을 이용하여 

최소한 24 시간 동안 발전소 공정입력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6) 각각의 공정변수들의 경보상태 결정  

                (7) 필수안전기능감시계통은 칼라그래픽 CRT 를 이용하여 

운전원에게 정보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필수안전기능감시계통은 인간공학지침서에 근거하여 문자 및 

숫자 형식, 형태, 심벌, 색 변경 및 깜박거림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시한다.  

                (8)  필수안전기능감시계통은 정보표시를 위하여 20 페이지 

이상의 표준화된 화면을 이용한다. CRT 화면상에 나타난 

메뉴를 이용하거나, 키보드를 사용하여 직접 페이지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화면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다.  

               (9) 발전소 경보반에 경보 표시  

               (10)  필수안전기능감시계통은 페이지당 최대 4 개의 발전소 

공정입력의 추이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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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자로출력감발(RPC) 제어봉 선택 프로그램  

               제어봉집합체 선택 프로그램은 운전 중인 2 대의 급수 펌프 

중에서 1 대의 소실, 큰 부하 탈락 또는 수동 낙하 명령 등의 

경우에 노심으로 낙하시켜야 할 제어봉집합체 그룹을 결정하여 

원자로출력감발계통에 전달한다. 제어봉 선택 연산은 노심 출력 

분포에 따른 제어봉 그룹의 영향과 제어봉 그룹의 반응도에 따라 

결정된다.  

            자) 시간종속변수갱신프로그램  

              제공된 많은 자료들은 시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로 

저장하고 컴퓨터 고장시 정확한 최근 정보를 취하게 한다. 시간에 

따른 자료는 주기적으로 디스크에 자동 저장되며 이들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테이프에 저장한다.  

            차) 자료 순간 수집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은 핵연료 취급 규칙을 

보조하기 위해 특정한 발전소 운전 자료를 취득하고 기록한다.  

3)   BOP 응용프로그램 기능  

             아래의 보조설비 성능계산들은 발전소 이차계통 성능평가를 위해 

발전소컴퓨터계통에서 수행된다. 보조설비 성능계산을 위해 

요구되거나 발생되는 모든 컴퓨터 입력들이 제공된다.  

            가)  급수 가열기 성능 계산은 단자 온도차, 배수 냉각기 접근 온도, 

급수 가열기 온도 상승 등을 포함한다.  

          나) 급수 펌프/펌프 터빈의 효율은 펌프 터빈으로의 입력과 급수 

펌프로부터의 출력을 비교함으로서 계산된다.  

           다)  복수 및 순환수 펌프의 성능은 펌프에 의해 발생한 유량과 전체 

수두를 측정하여 출력을 계산함으로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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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증기발생기 출력은 각 증기발생기에 대하여 질량유량, 증기, 급수, 

취출 유체의 엔탈피와 같은 이차 측 변수들을 근거로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 소프트웨어에 의해 계산된다.  

           마)  출력 계산은 중요한 발전소 변수들의 합, 평균, 순간 값들을 

제공한다.  합 계산은 특정한 발전소 변수들의 10 분 간격, 1 시간 

간격, 1 일 간격의 값들을 에너지 단위로 제공한다. 평균 계산은 

특정한 발전소 변수들의 10 분 간격, 1 시간 간격, 1 일 간격의 

평균값들을 출력단위로 제공한다. 순간 계산은 직접 측정한 

아날로그 입력 값에 근거한다.  

          바)  터빈 성능은 터빈 사이클의 순 열소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사)  습분 분리 재열기 성능은 단자 온도 차이, 습분 분리기와 

재열기를 통한 압력 강하, 저압 터빈으로 가는 출력 증기의 과 

포화량을 계산함으로서 결정된다.  

          아) 복수기성능은 이론적인 열전달효율에 대한 실제 열전달효율의 

비율인 오염(fouling) 저항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자) 급수승압펌프의 효율은 측정된 펌프 입력에 대한 펌프출력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펌프출력은 펌프에 의해 발생된 총 수두와 

급수량을  근거로 계산된다.  

          4) 과거자료 저장 및 재생 기능  

             과거자료 저장/재생 기능은 운전원과 기술지원요원들이 발전소 공정 

정보를 기록, 저장, 복구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5) 사고전개순서 처리 기능  

             사고전개순서 프로그램은 발전소보호계통의 단위 바이스테이블 

트립을 감시하고, 발전소 트립 전□후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채널 

트립의 변화 상태를 1000 분의 1 초(millisecond) 단위로 기록한다.  

          6) 운전원 감시 기능  

              운전원은 CRT 또는 Keyboard 를 사용하여 다음의 

발전소컴퓨터계통 운전원 감시 기능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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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점 변경 기능: Scan 삭제, 경보무시, 값 입력, Point 복구  

                    - 한 Point 출력 기능  

                    - 아날로그 동향 기록 기능  

                    - 검토 기능: 경보 열람, Scan 고장 열람  

                    - 그룹 출력 기능  

                    - 페이지 출력 기능  

                    - 페이지 표시 기능  

                    - 비디오 그래프 기능  

                    - 막대그래프 기능  

                    - 구조 기능(Build Function)  

                    - X-Y 도면 기능  

        7) 표시 기능 : 칼라 CRT 모니터가 발전소컴퓨터계통 정보를 이용하는데 

사용되며 다음의 기능이 제공된다.  

                    - Operator Interaction Display  

                    - 현재의 경보 목록 표시  

                    - 필수 안전기능 감시 표시  

                    - Utility 표시  

        8) 운전, 지원 및 유지보수 기능, 경보 기능, 기록 기능  

        9) 운전원 통신 기능  

 

5.3   부적절 노심냉각(Inadequate Core Cooling) 감시계통  

 

      TMI 사고이후 NRC 의 사후 조치사항에 따라 원자로 운전원에게 부적절한 

노심냉각상태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계통이다.  

 

   가. 개요  

 

      부분충수운전, 과도상태 및 사고시 노심출구온도, 원자로용기수위 및 

포화여유도의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에 대한 지시정보를 경보, 기록 및 

표시하는 계통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제어 및 압력제어, 노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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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필수 기능의 확인을 위한 정보로 이용된다. 설계등급은 Class 1E 이며 

공정입력으로 고온관 온도 2 채널(0-400℃), 저온관 온도 2 채널(0-400℃), 

가압기 압력 1 채널(0-210.9 ㎏/㎠), 노심출구온도 22 채널(0-1260℃) 및 

열접합 T/C 의 온도 16 채널(0-1260℃)을 받는다.  

 

   나. 기능  

 

      1) 과냉각 여유도 감시  

        가) 원자로냉각재 배관내 과냉각 여유도 감시  

          원자로냉각재 배관내의 과냉각 여유도를 감시하기 위해 고온관 및 

저온온도 선로를 가압기 압력 신호와 비교한다.  

       나) 원자로 용기 상부 구조물 과냉각 여유도 감시  

            원자로 용기 상부 구조 수위 측정용 열전대 신호와 가압기 압력 

신호를 비교한다.  

       다) 핵연료 집합체 부위 과냉각 여유도 감시  

         핵연료 집합체 출구부위 열전대 온도신호들을 측정하여 그 열전대 

신호들의 산술 평균에 의한 대푯값과 개별 신호들을 비교하여 핵연료 

전체에 대한 특정 핵연료의 과냉각 여유도의 정도 비교 즉 기포 

발생량 판별에 이용한다.  

      2) 원자로 용기 수위 감시  

         사고 발생으로 원자로 용기내의 수위가 감소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즉, 냉각재와 증기가 동일 온도와 

동일 압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열전대 쌍을 이용하여 원자로 용기의 수위를 측정한다.  

      3) 핵연료 집합체 출구온도 감시  

         핵연료 집합체의 출구온도 감시는 노내 중성자속 감시용 핵 계측관에 

설치된 열전대를 이용한다. 핵연료 집합체 출구온도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된다.  

         가)  연료 집합체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과냉각 여유도 계산에 사용  

         나)  온도 신호를 바탕으로 사고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는 기간에 

핵연료가 냉각수 밖으로 노출된 기간동안 원자로 용기 수위를 

측정하는데 사용  

         다)  핵연료 집합체 중심 부위의 피복재 온도를 추정하는데 사용  

 

5.4   고정형노내검출기증폭계통(Fixed In-core Detector A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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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요  

 

      원자로심의 고정형 노내계측기로부터 측정된 암페어 단위의 전류 신호를 

전압 단위의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발전소컴퓨터계통이 노심출력 분포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입력을 제공한다.  

 

   나. 기능  

 

       고정형노내검출기증폭계통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센서 과전압보호  

                - 전류신호를 전압신호로 변환  

                - 백그라운드 케이블 잡음 감소  

                - 저대역 필터  

-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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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정계측계통  

 

      공정계측계통(Process Instrumentation System)은 원자로의 운전상태 및 

공정 변수들의 감시 및 제어를 위하여 관련계통과 연계하여 계측제어계통 

설계에 필요한 공정 변수들의 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발전소의 상태를 

운전원에게 알리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는 운전원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며 각각의 정보는 제어, 지시 및 기록이 가능하다.  

 

6.1   공정계측계통 개요  

 

      가. 공정계측에서 이용되고 있는 공정변수(Process Parameter)로서는 온도, 

압력, 수위, 및 유량이 이용된다. 주제어실에서의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원자로를 안전정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제어실과 떨어져 있는 

원격정지반에 별도의 지시 및 제어용 계측설비가 제공된다. 안전 및 

비안전 관련 연계계통은 다음과 같다.  

 

 

        공정계측계통에 의해 연계되는 계통들  

 

계통                                                                 영문약어  

 

원자로냉각재계통(Reactor Coolant System)                                RCS  

주증기계통(Main Steam System)                                          MSS  

주급수계통(Main Feedwater System)                                      MFS  

화학및 체적제어계통(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CVCS  

안전주입계통(Safety Injection System)                                     SIS  

정지냉각계통(Shutdown Cooling System)                                  SCS 

자료처리계통(Plant Data Acquisition System)                             PDAS 

발전소경보계통(Plant Alarm System)                                      PAS 

노심보호연산기계통(Core Protectio Calculators System)                  CPCS 

다양성보호계통(Diversity Protection System)                              DPS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System)         EN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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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증기공급계통공정제어계통(NSSS Process Control System)             NPCS 

발전소보호계통(Plant Protection System)                                  PPS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ontrol System) 

CEDMCS 

 

       나. 공정계측계통 설계의 안전등급 요건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노외중성자속계통 채널 A, B, C, D , Incore, SOE, 및 PPS/CPC 

관련 검출기 및 신호처리기)에 대하여 안전등급(Safety Class)으로 

분류되고 비안전등급 기기들을 수용하는 N 채널은 비안전등급(Non-

safety Class)으로 분류된다.  

 

 

6.2   공정계측계통 기능  

 

      가. 공정변수 감지 기능  

 

         공정계측계통은 원자로의 운전상태 및 공정 변수들의 감시 및 제어를 

위하여 발전소의 공정변수인 온도, 압력, 수위 및 유량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나. 신호처리 기능  

 

         공정계측계통은 감지된 전류, 전압 또는 저항의 입력 신호를 연계하는 

계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류, 전압, 접점 등의 적절한 신호로 

변경하는 기능을 가진다.  

 

      다. 처리된 신호의 타계통 전송 기능  

 

         공정계측계통은 목적에 부합되게 처리된 신호들을 제어, 보호, 감시 및 

정보계통에 전송하며 필요시 격리기를 사용하여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제어 기능  

 

         공정계측계통에 사용되는 제어기는 제어되는 변수들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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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보 기능  

 

         공정계측계통은 입력신호를 감시하여 입력신호가 기 설정된 경보 

설정치를 초과하면 경보계통에 경보하기 위해 경보 접점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경보는 절대 및 편차 경보 모드를 가진다.  

 

      바. 기록 기능  

 

        기록계는 주제어반에 제공되고 공정계측계통은 기록되어야 할 

공정변수들에 관한 신호를 제공한다.  

 

      사. 지시 기능  

 

         지시계는 주제어반과 원격정지제어반에 제공되고 공정계측계통은 

지시되어야 할 공정 신호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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