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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용 원자로는 활용 목적에 따라 노심의 형태와 공정계통의 규모면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현재 설계하고 있는 수출형 연구로의 공정 계동은 아직 확정되

지 않았다. 그러나 타 계통과 달리 계측제어계통은 비록 규모가 다르다 할지라도 

설계개념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하나로의 설계를 기반으로 원자로의 출력제어 

개념과 제어계통의 구현, 원자로 보호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성 설계방안 그

리고 제어 및 보호계통의 설계방향을 제시하 다. 

계측제어 계통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원자로 안전성은 물론 최고

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수립하 다. 본격적인 설계가 이루

어지기 전에, 계측 및 제어계통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 개념과 구현 

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수출연구로의 특성에 적합한 개념을 제안하 다.  

  전기 계통에 적용할 국내외의 기술기준을 조사하 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 설계 

기준을 정리하 다. 다양한 전기 계통 중에서 수전 및 배전 계통에 대한 설계 요건

을 수립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고려한 수전 계통의 구조를 설계하고, 전형적인 배

전 계통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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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e type and the process system design will be varied according to the 

reactor's application and capacity. A New Research Reactor is being designed 

by KAERI since 2002 and the process systems are not fixed yet. 

But control and instrument systems are similar to each other even though the 

application and the size are not same. So the C&I system that encompasses 

reactor protection system, reactor control system, and computer system was 

designed conceptuall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based on new digital 

technology and HANARO's proven design.

  The plant electrical system consists of off-site system that delivers bulk 

electrical power to the reactor site and on-site system that distributes and 

controls electrical power at the facility. The electrical system includes building 

service system that consist of lighting, communication, fire detection, grounding, 

cathodic protection, etc. also. This report describes the design requirements of 

on-site and off-site electric power system that set up from the codes and 

standards and the conceptual design based on the desig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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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로 전기계통은 원자로 시설의 기기와 계측제어 장치는 물론 관련된 모든 

실험설비와 건물 설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계통이다. 전기계통은 화재감시, 

통신, 접지, 조명 계통 등을 포함한다.  특정 지역에 연구로를 신규로 건설하는 경

우에, 그 부지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량을 산정하여 전력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적절한 시점에 수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법규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며, 설계 또한 기술 기준과 법규에 따라야 한다.  

   발전로는 물론이고 연구로도 전기적인측며넹서 경제성 있는 시설이 되려면 전기 

효율을 높이고 플랜트를 원활하게 운 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원자력 시설로서 안전성만을 강조하면, 경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념 설계에서부터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기계통 개념설계에서는 연구로에 필요한 전기계통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며, 안

전성과 경제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설계는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것을 고려하여

야 하는 지를 기술하 다. 

  연구용 원자로는 활용 목적에 따라 노심의 형태와 시설계통의 규모면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타 계통과 달리 원자로의 제어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계측

제어계통은 비록 시설계통이 다르다 할지라도 설계개념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원

자로의 출력제어 개념과 제어계통의 구현, 원자로 보호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

전성 설계방안 그리고 제어 및 보호계통의 설계방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아직 설

계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원자로 노심과 공정계통 및 기계설비 들에 대한 설계 내용

은 다른 문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수출연구로의 계측제어계통은 하나로의 설계기술과 설계개선 노력을 통한 성능

향상 그리고 지난 10년간 축적된 원자로 운전경험에 우리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추

진하고 있는 최신의 디지털 제어기술을 접목하여 원자로 안전성은 물론 최고의 신

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설계통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이루

어지기 전에, 계측 및 제어계통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 개념과 구현 

방안들을 비교 검토하 고 수출연구로의 특성에 적합한 개념을 제안하 다. 제안된 

설계개념은 수출연구로의 설계가 진행되면서 타 계통과의 연계사항을 고려하여 수

정될 수 있고 또, 인허가 관점에서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개

념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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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계통의 분류

  일반적으로 전기계통은 전력을 공급하는 계통인 수전 및 배전 계통 외에 계측제

어, 그리고 조명과 같은 건물 지원 설비이며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수전 계통

- 배전 계통

- 화재 감지 및  경보 계통

- 조명 계통

- 통신 계통

- 케이블 계통

- 피뢰 및 접지 계통

- 전식 방지 계통

- 관통부 계통

  수․배전 계통은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외(off-Site) 전원 계통과 소내(on-Site) 전

원 계통으로도 불린다. 각각의 계통에는 전기를 차단하거나 제어하는 차단기, 스위

치(전자 접촉기), 보호 계전기, 제어반과 같은 주요 기기들이 있다

가. 수전 계통

 수전계통의 주요 기능은 전력 사업자, 즉 한전의 전력을 연구로 부지로 이송하는 

것이다. 연구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이 두 군데서 공급 받는

다.

우선 전원

 우선전원은 플랜트의 기동, 운전 모드 등의 모든 상황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소외전원이며, 상시 운전하는 변압기를 통하여 사고 중이나 사고 후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예비전원

  예비전원은 예비로 운전되는 변압기를 통하여 공급하는 소외 전원이며, 우선 전

원이 공급되지 못할 때 사용된다.

나. 배전계통 

  배전계통은 연구로 플랜트의 원자로, 실험시설 등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분배하

고 제어한다. 필요한 전력 용량은 정상상태, 사고 상태, 비상정지등에 필요한 모든 

부하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요 기기는 다음과 같다.

정상전원

  정상전원은 소내에서 필요한 모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특히 

안전 운전과 원자로 정지, 그리고 원자로 이용에 충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

로는 외부 정전시 원자로가 피동 안전 개념으로 정지되게 설계되므로 특수한 설계

의 능동적인 계통이나 부품이 필요 없다. 따라서 대개 정상전원은 전기 비1급 계통

으로 구성된다. 전기 비1급계통은   비안전관련 전기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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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안전계통인 전기 비1급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가 포

함된다.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원자로 정지 상태 유지, 공학적 안전설비 운전, 방사성 물질 누출방지

등에 전력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 관련인 경우 전기1급(Class 1E)

으로 지정된다. 전기1급 계통은 동력용 전원 외에도 안전등급 원자로 보호계통, 안

전등급 계측제어 계통, 안전등급 공정 제어 및 신호수집 계통과 같은 안전성 관련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필수 계측제어 전원인 전기1급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로 

구성된다. 전기1급 부하간의 독립성 요건은 단일 고장 사건에 대하여 모든 다중시

스템이 고장나는 것을 예방해 준다. 

소내 예비 전원 계통

  소내 예비전원은 비상전원계통에 교류 전력을 공급한다. 이 계통은 우선 전원이 

고장인 경우 플랜트의 안전정지와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다. 화재 감지 및 경보 계통 

  화재 감지 및 경보 계통은 화재 감지기, 화재수신반, 경보설비, 소화기기 제어설

비등으로 구성된다. 화재는 동시에 많은 설비에 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감

지 계통은 물론 모든 계통이 화재시의 원자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라. 조명 계통  

  조명 계통은 일반조명, 필수조명, 비상조명으로 구성되며 조명의 신뢰도에 따라 

구분된다. 건물 전반에 걸쳐 상황에 맞는 조도가 확보되도록 각 계통이 설계된다.

마. 통신계통  

  통신계통은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비로서, 음성 통신과 데이터통신

으로 구분된다. 현대화된 첨단 시설에서는 정보 전달이 더욱 중요하며 데이터통신

의 신뢰성과 빠른 속도 등이 요구된다.

바. 케이블 계통

  케이블 계통은 전력용, 신호용등으로 구분되고 각각은 기능에 따라 세분된다. 케

이블은 플랜트 전반에 거쳐 설치되므로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화

재나 방사선을 고려하여 재질이 선택된다.

사. 피뢰 및 접지 계통

 피뢰 및 접지 계통은 땅속에 묻히는 접지 망과 접지선 그리고 건물 외부에 설치되

는 낙뢰 유인용 피뢰침과 방전용 접지선으로 구성된다. 

아. 전식 방지 계통 

 전식 방지 계통은 지하에 매설된  설비의 침식을 방지하는 설비로서 이온을 공급

하는 설비와 전극 등으로 구성된다.  

자. 관통부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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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부 계통은 격납용기나 방화벽 등을 관통하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설

계시에 그 구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분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요건에 따라 특수한 계통이 있을 수 있

다.  

3. 전기계통 설계 기준

   연구로의 전기계통도 원자력 시설의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

로의 경우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거나, 연구로의 특성상 적용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이 공통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과 계통이나 전기시

설로서 만족시켜야하는 기준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가. 일반기준

 일반기준은 원자력 시설로서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요건을 말하며 미국의 경우는 

10 CFR Part 50 그리고 국내의 경우는 원자력법이 해당된다. 연구로에 적합한 규

정이 특별히 없는 경우는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는다.

1) 외국(미국)

   미국의 경우 10 CFR Part 50, Appendix A 의 일반설계기준(GDC) I-1,2,3,4 와 

II-17,18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기준들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I-1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I-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I-3 Fire Protection

I-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II-17 Electric Power Systems

II-18 Inspection and Testing of Electric Power Systems

2) 국내 기준

  연구용 원자로는 연구로에 해당하는 규정을 만족하여야 하고 준용되는 발전용 원

자로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설계와 관련한 국내의 기준

들의 위상은 그림 1 과 같고 설계 절차는 그림 2와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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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준들의 위상 

그림 2 원자력 발전소 설계 절차

 연구로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원자력법이 있고, 법에는 연구로만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발전로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 관

련 세부적인 기술 기준은 국내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를 따를 수 있도록 법에 

구정하 다. 물론 일반적인 전기 기기나 계통은 전기 기술 기준을 따른다. 구체적 

조항은 아래와 같다.

원자력법

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
제1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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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
제3절 연구용 원자로등의 건설·운

  
원자력법시행령

제3장 원자로의 관리ㆍ운  

제1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  
제1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2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제3관 운 에 관한 안전조치 등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2절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5조 (환경 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전기 설비 기술기준

나. 기술 기준

 기술 기준은 설계나 제작에 적용하는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정부나 단체

에서 정한 요건 들 이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ANSI, IEEE, NEMA,ASME 

등의 단체에서 발간한 기준들이 있고 상세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이 목록의 발행

연도나 개정번호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외국(미국)[2]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B18.2.1 Square and Hex Bolts, Screws, Inch Series

B18.2.2 Square and Hex Nuts

C2 National Electrical Safety Code

C2.1 Rules f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Electric Supply Stations 

and Equipment

C2.2 The Safety Rules for th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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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and Communication Lines

C33.38 Safety Standards for Panelboards

C37.09 Standard Test Procedure for AC High-Voltage Circuit Breakers 

Rated on a Symmetrical Current Basis

C37.1 Standard Definition, Specification and Analysis of Systems Used 

for Supervisory Control, Data Acquisition and Automatic Control

C37.04-79 Standard Rating Structure for AC High-Voltage Circuit Breakers 

Rated on a Symmetrical Current Basis

C37.06-87 AC High-Voltage Circuit Breakers Rated on a Symmetrical 

Current Basis

C37.12 Guide Specifications for AC High-Voltage Circuit Breakers Rated 

on a Symmetrical Current Basis and a Total Current Basis

C37.13 Standard for Low-Voltage AC Power Circuit Breakers Used in 

Enclosures

C37.14 Standard for Low-Voltage DC Power Circuit Breakers Used in 

Enclosures

C37.16-88 Preferred Ratings, Related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Recommendations for Low-Voltage Power Circuit Breakers and 

AC Power Circuit Protectors

C37.20 Assemblies, including Metal-Enclosed Bus

C37.20.1-87 Metal-Enclosed Low-Voltage Power Circuit-Breaker Switchgear

C37.20.2-87 Metal-Clad and Station-Type Cubicle Switchgear

C37.23-87 IEEE Guide for Metal-Enclosed Bus and Calculating Losses in 

Isolated-Phase Bus

C37.30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for High-Voltage Air Switches, 

Insulators and Bus Supports.

C37.32 Preferred Ratings, Manufacturing Specification, and Application 

Guide for High-Voltage Air Switches, Bus Supports, and Switch 

Accessories.

C37.35 Guide for the Application, Insu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High-Voltage Air Disconnecting and Load Interrupter Switches

C37.90 Standard for Relays and Relay Systems Associated with Electric 

Power Apparatus

C37.91-85 Guide for Protective Relay Applications to Power Transformers 

C37.90a Guide for Surge Withstand Capability Tests

C57.12.00-87 Standard General Requirements for Liquid-Immersed Distribution, 

Power, and Regulating Trans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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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7.12.01-89 Standard General Requirements for Dry-Type Distribution and 

Power Transformers Including Those with Solid and/or 

Resin-Encapsulated Windings

C57.12.10-87 Requirement for Transformers 230kV and Below, 833/958 through 

8333/10,417 kVA Single Phase, and 750/862 through 60000/80000/ 

100000 kVA Three Phase without Load Tap Changing and 

3750/4687 through 60000/80000 kVA with Load Tap Changing

C57.12.70 Terminal Markings and Connections for Distribution and Power 

Transformers

C57.12.90 Standard Test Code for Liquid-Immersed Distribution, Power, and 

Regulating Transformers and Guide for Short-Circuit Testing of 

Distribution and Power Transformers

C57.13 Standard Requirements for Instrument Transformers

C57.16 Requirements, Terminology, and Test Code for Current Limiting 

Reactors

C57.92-81 Guide for Loading Mineral-Oil Immersed Power Transformers up 

to and Including 100 MVA with 55°C Average Including Rise

C57.93 Guide f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Oil-Immersed 

Transformers

C57.96-89 Guide for Loading Dry-Type Distribution and Power 

Transformers

C57.98 Guide for Transformer Impulse Tests

C62.1 Standard for Gapped Silicon-Carbide Surge Arrestors for AC 

Power Circuits

C62.2 Guide for the Application of Gapped Silicon-Carbide Surge 

Arrestors for Alternating Current Systems

C68.1 Measurement of Voltage in Dielectric Test

C76.1 Requirements and Test Code for Outdoor Apparatus Bushings

C80.1 Specification for Rigid Steel Conduit, Zinc Coated

C80.3 Specification for Electrical Metallic Tubing, Zinc Coated

C80.6 Intermediate Metal Conduit (IMC), Zinc Coated

C83.9 Racks, Panels and Associated Equipment

C83.79 Tools, Crimping, Solderless Wiring Devices, Procedures for User 

Certification

C84.1-89 Electric Power Systems and Equipment

C89.2 Dry Type Transformers for General Applications

N45.2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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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5.2.2 Packaging, Shipping, Receiving, Storage, and Handling of I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N45.2.10 Quality Assurance Terms and Definitions

Nl95-1976 Fuel Oil Systems for Standby Diesel Generators

N-512 Protective Coatings (Paints) for the Nuclear Industry

S1.13 Methods for the Measurement of Sound Pressure Levels

X3.139-87 Information Systems - 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FDDI) - 

Token Ring Media Access Control (MAC)

X3.148-88 Information Systems - 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FDDI) - 

Token Ring Physical Layer Protocol (PHY)

X3.166-90 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FDDI) Token Ring Physical 

Layer Medium Dependent (PMD)

X3T9.5/84-49 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FDDI) Token Ring Station 

Management

Z55.1 Gray Finishes for Industrial Apparatus and Equipment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PTC-17 Performance Test Code,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A725 Specification for Flat Rolled, Grain Oriented, Silicon Iron 

Electrical Steel

B3 Standard Specification for Soft or Annealed Copper Wire.

B8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ncentric-Lay Stranded Copper 

Conductors, Hard, Medium Hard, or Soft.

B33 Standard Specification for Tinned Soft or Annealed Copper Wire 

for Electrical Purposes

B187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pper Bus Bar, Rod and Shapes

B193 Standard Test Method for Resistivity of Electrical Conductor 

Materials

B230 Standard Specification for Aluminum 1350-H19 Wire for 

Electrical Purposes

B231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ncentric-Lay-Stranded Aluminum 

1350 Cond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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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2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ncentric-Lay-Stranded Aluminum 

Conductors, Coated-Steel Reinforced

B2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Aluminum Bars for Electrical Purposes 

(Bus Bars)

B241 Standard Specification for Aluminum and Aluminum-Alloy 

Seamless Pipe and Seamless Extruded Tube

B308 Standard Specification for Aluminum - Alloy 6061-T6 Standard 

Structural Shapes Rolled

B342 Standard Method of Test for Electrical Conductivity by Use of 

Eddy Currents (Alternate Method)

B498 Standard Specification for Zinc-Coated (Galvanized) Steel Core 

Wire for Aluminum Conductors, Steel Reinforced

D92 Standard Test Method for Flash and Fire Points by Cleveland 

Open Cup

D96 Standard Test Methods for Water and Sediment in Crude Oil by 

Centrifuge Method

D117 Standard Guide to Test Methods and Specifications for Electrical 

Insulating Oils of Petroleum Origin

D129 Standard Test Method for Sulfur in Petroleum Products (General 

Bomb Method)

D270 Standard Method of Sampling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D370 Standard Test Method for Dehydration of Oil-Type Preservatives

D808 Standard Test Method for Chlorine in New and Used Petroleum 

Products (Bomb Method)

D877 Standard Test Method for Dielectric Breakdown Voltage of 

Insulating Liquids Using Disk Electrodes

D971 Standard Test Method for Interfacial Tension of Oil Against 

Water by the Ring Method

D974 Standard Test Method for Acid and Base Number by Color - 

Indicator Titration

D975 Standard Specification for Diesel Fuel Oils

D1275E1 Standard Test Method for Corrosive Sulphur in Electrical 

Insulating Oils

D1523 Standard Specification for Synthetic Rubber Insulation for Wire 

and Cab1e, 90°C Operation

D2477 Standard Test Method for Dielectric Breakdown Voltage and 

Dielectric Strength of Insulating Gases at Commerci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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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ies

D2671 Standard Test Methods for Heat-Shrinkable Tubing for Electrical 

Use

D286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the Minimum Oxygen 

Concentration to Support Candle-Like Combustion of Plastics 

(Oxygen Index)

E84-1991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E205 Oxygen Combustion Flask, Spec for (R 1986)

Diesel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DEMA)

Standard Practices for Low and Medium Speed Stationary Diesel and Gas 

Engines.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IES)

IES Lighting Handbook, 1987 Edition Application Volume, 1984 Edition Reference 

Volume

IES CP-41 Nuclear Power Plant Lighting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IEEE)

24-1984 Characteristics and Dimensions for Outdoor Apparatus Bushing

32-1972 Standard Requirements, Terminology, and Test Procedures for 

Neutral Grounding Devices

80-1986 Guide for Safety in AC Substation Grounding

81-1983 Guide for Measuring Earth Resistivity, Ground Impedance and 

Earth Surface Potentials of a Ground System

85-1973 Test Procedure for Airborne Sound Measurements of Rotating 

Electric Machinery

113-1985 Guide: Test Procedures for Direct-Current Machines

114-1982 Standard Test Procedures for Single-Phase Induction Motors

115-1983 Guide: Test Procedure for Synchronous Machines

141-1986 Recommended Practice for Electric Power Distribution for 

Industrial Plants

142-1982 Recommended Practice for Grounding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242-1986 Recommended Practice for Protection and Coordin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259-1974 Standard Test Procedure for Evaluation System of Insulation for 

Specialty Transformers

281-1984 Standard Service Conditions for Power System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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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308-1980 Standard Criteria for Class 1E Power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317-1983 Standard for Electric Penetration Assemblies in Containment 

Structure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323-1983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336-1985 Standard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Requirements for 

Powe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Equipment at Nuclear 

Facilities

338-1987 Standard Criteria for the Periodic Surveillance Testing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344-1987 Recommended Practice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352-1987 Guide for General Principles of Reliability Analysi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379-1988 Standard Application of the Single 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382-1985 Standard for Qualification for Actuators for Power Operated 

Valve Assemblies with Safety-Related Func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383-1974 Standard for Type Test of Class 1E Electric Cables, Field Splices 

and Connection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384-1981 Standard Criteria for Independence of Class 1E Equipment and 

Circuits

387-1984 Standard Criteria for Diesel-Generator Units Applied as Standby 

Power Supplie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420-1982 Standard for the Design and Qualification of Class 1E Control 

Boards, Panels, and Racks Used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422-1986 Guide for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Cable Systems in Power 

Generating Stations

450-1987 Recommended Practice for Maintenance, Testing and Replacement 

of Large Lead Storage Batteries for Generating Stations and 

Substations

484-1987 Recommended Practice for Installation, Design and Installation of 

Large Lead Storage Batteries for Generating St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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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tions

485-1983 Recommended Practice for Sizing Large Lead Storage Batteries 

for Generating Stations and Substations

494-1974 Standard Method for Identification of Documents Related to Class 

1E Equipment and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497-1981 Standard Criteria for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498-1990 Standard Requirements for the Calibration and Control of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Used in Nuclear Facilities

505-1977 Standard Nomenclature for Generating Station Electric Power 

Systems

525-1987 Guide for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Cable Systems in 

Substations

567-1980 Trial-Use Standard Criteria for the Design of the Control Room 

Complex for a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572-1985 Standard for Qualification of Class 1E Connection Assemblie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577-1976 Standard Requirements for Reliability Analysis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603-1991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627-1980 Standard for Design Qualification of Safety Systems Equipment 

Used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ystems

628-1987 Standard Criteria for the Design, Installation, and Qualification of 

Raceway Systems for Class 1E Circuit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634-1978 Standard Cable Penetration Fire Stop Qualification Test

650-1990 Standard for Qualification of Class 1E Battery Chargers and 

Inverter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690-1984 Standard for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Cable Systems for 

Class 1E Circuits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741-1990 Standard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Class 1E Power Systems 

and Equipment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765-1983 Standard for Preferred Power Supply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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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988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Electric Equipment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from Water Hazards

802.1D-1990 Media Access Control (MAC) Bridges

802.3-1990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

934-1987 Standard Requirements for Replacement Parts for Class 1E 

Equipment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944-1986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Application and Testing of 

Uninterruptible Power Supplies for Power Generating Stations

946-1985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Design of Safety-Related DC 

Auxiliary Power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050-1989 Guide fo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Equipment Grounding in 

Generating Stations

Insulated Power Cable Engineers Association (IPCEA)

S-19-81 Rubber-insulated Wire and Cable for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NEMA Pub. No. WC3)

P-32-382 Short Circuit Characteristics of Insulated Cable

P-46-426 Power Cable Ampacities, Volume I - Copper Conductors

P-54-440 Ampacities; Cables in Open-top Cable Trays

S-61-402 Thermoplastic Insulated Wire and Cable for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S66-524 Cross-linked Thermosetting Polyethylene-Insulated Wire and 

Cable for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NEMA Pub. No. WC7)

S68-516 Ethylene-Propylene-Rubber-Insulated Wire and Cable for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NEMA Pub. 

No. WC8).

Miscellaneous

EIA/TIA-568-1991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s Wiring Standard

ISO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OSI) Reference Model

Standard Building Code Sections 1123, 1124, 2606.1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AB1-86 Molded Case Circuit Breakers and Molded Case Switches

AB3-84 Molded Case Circuit Breakers and Their Application

CC1 Electric Power Connectors for Substations

EI2 Instrument Transformers

ICS 1-88 General Standards for Industrial Controls and Systems

ICS 2-88 Industrial Control Devices, Controllers and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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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4 Terminal Blocks for Industrial Use

II2 Electrical Indicating Instrument - Relays

IS 1.1 Enclosures for Industrial Controls and Systems

LA1 Surge Arresters

MG-1 Motors and Generators (ANSI C52.1)

PB 1-90 Panelboards

PE5-85 Utility Type Battery Chargers

PV 5 Constant Potential Type Electric Utility Semiconductor Static 

Inverter Battery Chargers

RP 1 Renewal Parts for Motors and Generators

SG 1 Electrical Power Connectors

SG3 Low Voltage Power Circuit Breakers

SG4 Alternating-Current High Voltage Circuit Breakers

SG5 Power Switchgear Assemblies

SG 6 Power Switching Equipment

SG 11 Coupling Capacitors, Coupling Capacitor Potential Devices and 

Line Traps

ST20-86 Dry Type Transformers for General Application

TR1 Transformers, Regulators, and Reactors

VE1 Metallic Cable Tray Systems

WC-5 Thermoplastic-Insulated Wire and Cable for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WC-7 Cross-Linked Thermo-setting Polyethylene Insulated Wire and 

Cable for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WC-8 Ethylene-Propylene Rubber-Insulated Wire and Cable for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WC51-86 Ampacities of Cables in Open-Top Cable Trays, Third Edition

107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Influence Voltage (RIV) of 

High Voltage Apparatus

210 Secondary Unit Substations

250 Enclosures for Electrical Equipment (1000V Maximum)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

37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tationary Combustion 

Engines and Gas Turbines

70-1990 National Electrical Code (NEC)

72-1990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Use of Pro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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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ing Systems

78-1989 Lightning Protection Code

101-1991 Code for Safety to Life from Fire in Buildings and Structures.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1 UL Standard for Safety Flexible Metal Conduit, Eighth Edition

6 UL Standard for Safety Rigid Metal Conduit, Ninth Edition

67-88 UL Standard for Safety Electric Panelboards, Tenth Edition

94 UL Standard for Safety Test for Flammability of Plastic 

Materials for Parts in Devices and Appliances, Fourth Edition

96 UL Standard for Safety Lightning Protection Components, Third 

Edition

96A UL Standard for Safety Lightning Protection Systems, Master 

Labeled, Ninth Edition

360 UL Standard for Safety Liquid-Tight Flexible Steel Conduit, 

Third Edition

489-91 UL Standard for Safety Molded Case Circuit Breakers and 

Circuit Breaker Enclosures, Eighth Edition

508 UL Standard for Safety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Fifteenth 

Edition

651 UL Standard for Safety Schedule 40 and 80 Rigid Conduit, Fifth 

Edition

797 UL Standard for Safety Electrical Metallic Tubing, Fifth Edition

845-88 UL Standard for Safety Motor Control Centers, Third Edition

1008-89 UL Standard for Safety Automatic Transfer Switches, Fourth 

Edition

1242 UL Standard for Safety Intermediate Metal Conduit, First Edition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10 CFR 50, January 1, 1991,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10 CFR 435, January 1, 1991, "Energy Conservation Voluntary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Buildings; Mandatory for Federal Buildings"

29 CFR 1910 July 1, 199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OSHA)"

US Department of Energy (DOE)

DOE 5300.3B Telecommunications: Communications Security

DOE 5480.6 Safety of DOE-owned Nuclear Reactors

DOE 5480.7 Fire Protection

DOE 6430.1A General Desig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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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Energy Nuclear Energy Programs

NE C1-1T Instrumentation and Control Equipment Grounding and Shielding 

Practices

NE F2-2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NE P3-1T Electric Penetration Assemblies in Containment Structures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FAA, Advisory Circular No. 70/7460-1E, Obstruction Marking and Lighting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ory Guides

RG 1.6 Independence Between Redundant Standby (on-site) Power 

Sources and Between Their Distribution Systems

RG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RG 1.9 Selection, Design and Qualification of Diesel Generator Units 

used as Standby (onsite) Electrical Power Systems at Nuclear 

Power Plants

RG 1.12 Instrumentation for Earthquakes

RG 1.17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Against Industrial Sabotage

RG 1.22 Periodic Testing of Protection System Actuation Functions

RG 1.28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RG 1.30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the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Instrumentation and Electric Equipment

RG 1.32 Criteria for Safety-Related Electric Power Sys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38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Packaging, Shipping, 

Receiving, Storage and Handling of Ite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RG 1.40 Qualification Tests of Continuous-Duty Motors Installed Inside 

the Containment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RG 1.41 Pre-operational Testing of Redundant On-site Electric Power 

Systems to Verify Proper Load Group Assignments

RG 1.47 Bypassed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RG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Protection Systems

RG 1.59 Design Basis Flood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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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RG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RG 1.62 Manual Initiation of Protective Actions

RG 1.63 Electric Penetration Assemblies in Containment Structure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lants

RG 1.68.2 Initial Startup Test Program to Demonstrate Remote Shutdown 

Capability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RG 1.68.3 Preoperational Testing of Instrument and Control Air Systems

RG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73 Qualification Tests of Electric Valve Operators Installed Inside 

the Containment of Nuclear Power Plants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

RG 1.76 Design Basis Tornado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78 Assumptions for Evaluating the Habitability of a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During a Postulated Hazardous Chemical 

Release

RG 1.79 Preoperational Testing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RG 1.89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Certain Electric Equipment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93 Availability of Electric Power Sources

RG 1.97 Instrumentation for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ssess Plant and Environs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

RG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102 Flood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106 Thermal Overload Protection for Electric Motors on 

Motor-Operated Valves

RG 1.108 Periodic Testing of Diesel Generators Used as On-Site Electric 

Systems at Nuclear Power Plants

RG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RG 1.118 Periodic Testing of Electric Power and Protection Systems

RG 1.120 Fire Protection Guideline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128 Installation Design and Installation of Large Lea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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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ie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129 Maintenance, Testing and Replacement of Large Lead Storage 

Batterie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131 Qualification Tests of Electric Cables, Field Splices, and 

Connections for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RG 1.133 Loose-Part Detection Program for the Primary System of 

Light-Water-Cooled Reactors

RG 1.137 Fuel-Oil Systems for Standby Diesel Generators

RG 1.139 Guidance for Residual Heat Removal

RG 1.153 Criteria for Powe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ortions of 

Safety Systems

RG 1.155 Station Blackout

RG 1.156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Connection Assemblie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158 Qualification of Safety-Related Lead Storage Batteries for 

Nuclear Power Plants

NRC Standard Review Plan

BTP CMEB 9.5-1 Fire Protection Program (NUREG-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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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전기기술기준)[3]

 국내에서 원자력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기준은 원자력법외에 IEEE,ASME,ANSI 등

의 기준을 참조하여 제정한 전력산업 기술 기준(KEPIC) 이다. 전력산어 기술 기준은 원자

력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외국의 기준들을 번역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용이 쉽도록 하

였다. 분야별 몰곡은 아래와 같다.

표 1 전력산업 기술기준,KEPIC

분류 기호 제목 참조 기준

QA 품질보증

QAP 원자력 품질보증
ASME NQA-1 (94년판, 95년 추

록)

QAI 공인검사
ASME QAI-1 (95년판, 96년추

록)

QAR 등록기술자의자격인정
ASME Ⅲ Appendix ⅩⅩⅢ (96년 

추록)

MN 원자력 기계

MNA 일반요건
ASME Sec.Ⅲ NCA (95년판, 95

∼97년추록)

MNB 1등급 기기
ASME Sec.Ⅲ Div.1 NB (95년판, 

95∼97년추록)

MNC 2등급 기기
ASME Sec.Ⅲ Div.1 NC (95년판, 

95∼97년추록)

MND 3등급 기기
ASME Sec.Ⅲ Div.1 ND (95년판, 

95∼97년추록)

MNE 금속 격납용기
ASME Sec.Ⅲ Div.1 NE (95년판, 

95∼97년추록)

MNF 지지물
ASME Sec.Ⅲ Div.1 NF (95년판, 

95∼97년추록)

MNG 노심지지 구조물
ASME Sec.Ⅲ Div.1 NG (95년판, 

95∼97년추록)

MNZ 부록
ASME Sec.Ⅲ Div.1 Appendix 

(95년판, 95∼97년추록)

MG 일반 기계

MGA 일반요건
ASME Sec.Ⅲ NCA (95년판, 95

∼97년추록),

MGB 압력용기
ASME Sec.Ⅷ Div.1 (95년판, 95

∼97년추록)
MGC 열교환기 HEI (90년판), TEMA (88년판)
MGD 저장탱크 API 650 (93년판, 94∼97년추록)

MGE 배관
ASME B 31.1 (95년판, 95∼97

년추록)
MGF 펌프 HI (94년판)
MGG 밸브 ASME B 16.34 (96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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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H 복수기 HEI (95년판)
MGI 급수가열기 HEI (92년판)

MC 크레인

MCN 원자력발전소 크레인 ASME NOG-1 (95년판)

MCF 화력발전소 크레인
CMAA-70 (94년판), ANSI B 

30.2 (96년판)

MH 공조 기기
MHA 일반요건 ASME AG-1 Div.Ⅰ (97년판)
MHB 공기정화 및 공기조화 ASME AG-1 Div.Ⅱ (97년판)
MHD 시험절차 ASME AG-1 Div.Ⅳ (97년판)

MD 재료

MDF 철강재료
ASME Sec.Ⅱ Part A (95년판, 

95∼97년추록)

MDN 비철금속재료
ASME Sec.Ⅱ Part B (95년판, 

95∼97년추록)

MDW 용접재료
ASME Sec.Ⅱ Part C (95년판, 

95∼97년추록)

MDP 허용응력
ASME Sec.Ⅱ Part D (95년판, 

95∼97년추록)

ME 비파괴 검사 MEN 비파괴검사
ASME Sec.Ⅴ (95년판, 95∼97

년추록)

MQ 용접

MQW 용접인정
ASME Sec.Ⅸ Part QW (95년판, 

95∼97년추록)

MQB 경납땜 인정
ASME Sec.Ⅸ Part QB (95년판, 

95∼97년추록)

MI  원전가동중  

검사

MIA 일반요건
ASME Sec.ⅩⅠ Div.1 IWA (95년

판, 95∼97년추록)

MIB 1등급 기기
ASME Sec.ⅩⅠ Div.1 IWB (95년

판, 95∼97년추록)

MIC 2등급 기기
ASME Sec.ⅩⅠ Div.1 IWC (95년

판, 95∼97년추록)

MID 3등급 기기
ASME Sec.ⅩⅠ Div.1 IWD (95

년판, 95∼97년추록)

MIE 금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
ASME Sec.ⅩⅠ Div.1 IWE (95년

판, 95∼97년추록)

MIF 지지물
ASME Sec.ⅩⅠ Div.1 IWF (95년

판, 95∼97년추록)

MIL 격납구조
ASME Sec.ⅩⅠ Div.1 IWL (95년

판, 95∼97년추록)

MIZ 부록
ASME Sec.ⅩⅠ Div.1 App. (95

년판, 95∼97년추록)

MO 원전 가동중 

시험

MOA 일반요건
ASME OM Subsec.ISTA (95년

판, 95∼97년추록)

MOB 펌프 가동중시험
ASME OM Subsec.ISTB (95년

판, 95∼97년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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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 밸브 가동중시험
ASME OM Subsec.ISTC (95년

판, 95∼97년추록)

MOD 압력방출장치가동중시험
ASME OM Mandatory App.1(95

년판, 95∼97년추록)

 MOE  방진기 가동중시험
ASME OM Subsec.ISTD (95년

판,95∼97년 추록)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ASME OM S/G Part 2 (97년판)
MOG 배관진동시험 ASME OM S/G Part 3 (97년판)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 밸브 성능

시험
ASME OM S/G Part 13 (97년판)

MOI 디젤구동장치가동중시험 ASME OM S/G Part 16 (97년판)

MF 원전기계기기

성능검증

MFA 일반요건 ASME QME-1 Sec.QR (97년판)

MFB 능동펌프조립품의 성능검증 ASME QME-1 Sec.QP (97년판)
MFC 능동밸브조립품의 성늠검증 ASME QME-1 Sec.QV (97년판)

MB 보일러 MBB 보일러
ASME Sec.Ⅰ (95년판, 95∼97

년추록)
MT 터빈 발전기 MTG 터빈발전기 RRC-TA (88년판)

ENA 원자력 전기 

- 일반요건
ENA 일반요건

ASME Sec. Ⅲ NCA (95년판, 95

∼97년 추록) ANS 51.1 (83년

판), IEEE 379 (88년판), IEEE 

603 (91년판)

ENB 원자력 전기 

-  설계

ENB1100 안전 계통 설계 IEEE 603 (91년판)

ENB1200
전기 1급 기기 및 계통  관련

문서 식별방법
IEEE 494 (74년판, Reaff. 90)

ENB2000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 독립

성
IEEE 384 (92년판)

ENB2100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 격리

기준
IEEE 384 (74년판)

ENB3000 안전계통 단일 고장 기준 IEEE 379 (94년판)

ENB4100
안전계통 신뢰도분석 일반 지

침
IEEE 352 (87년판, Reaff. 93)

ENB4200
안전계통 설계 및 운전 신뢰

도 분석 요건
IEEE 577 (76년판, Reaff. 92)

ENB5000
전기 1급 전력계통 및 기기 

보호
IEEE 741 (90년판)

ENB6100 보호계통설계 IEEE 279 (71년판, Reaff. 78)
ENB6210 전기1급 전력계통설계 IEEE 308 (91년판)
ENB6220 우선전력공급계통설계 IEEE 765 (95년판)
ENB6230 직류보조전력계통설계 IEEE 946 (92년판)

ENB6240
예비 전력 공급용 디젤발전기 

유닛
IEEE 387 (95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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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B6310 제어실 설계 IEEE 567 (80년판)
ENB6320 원격정지제어반설계 ANS 58.6 (96년판)

ENB6330 사고 감시용 계측설비 설계

IEEE 497 (81년판), ANS 4.5 (80

년판, Reaff. 86), RG-1.97 (83

년판)

ENB6340
전기 1급 제어반, 패널 및 래

크설계
IEEE 420 (82년판)

ENB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 ISA S67.04 (94년판)
ENB6360 인간공학 적용지침 IEEE 1023 (88년판, Reaff. 95)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컴퓨터 IEEE 7-4.3.2 (93년판)

ENB6380
방사성 유출물 감시용 계측설

비

IEEE N42.18 (80년판, Reaff. 

91)
ENB6410 전기1급 케이블 계통설계 IEEE 690 (84년판, Reaff. 96)
ENB6420 전기1급 전선로 계통설계 IEEE 628 (87년판, Reaff. 92)

ENB6430
격납용기 구조물의 전기 관통

부 집합체 설계
IEEE 317 (83년판, Reaff. 96)

ENB6500
전기열선 보온설비의 설계 및 

설치
IEEE 622 (87년판, Reaff. 94)

END 원자력 전기 

- 검증

END1100 전기 1급 기기 검증 IEEE 323 (83년판, Reaff. 96)

END1200
안전계통 기기 검증 시험 수

행조직
IEEE 600 (83년판)

END2000 전기 1급 기기 내진 검증 IEEE 344 (87년판, Reaff. 93)
END3100 안전계통 기기 설계 검증 IEEE 627 (80년판, Reaff. 96)

END3211
전기 1급 스위치기어 검증 일

반

ANSI C37.82 (87년판, Reaff. 

92)

END3212
전기 1급 스위치기어 스위치

기어 내진 검증

IEEE C37.81 (89년판, Reaff. 

94)
END3220 전기 1급 전동기 제어반검증 IEEE 649 (91년판)
END3230 전기 1급 제어반, 패널 IEEE 420 (82년판)

END3300
연속사용 전기 1급 전동기의 

검증요건
IEEE 334 (94년판)

END3400 전기 1급 보호계전기 및 IEEE C37.105 (87년판)
END3500 전기 1급 납축전지 검증 IEEE 535 (86년판, Reaff. 94)

END3600
전기 1급 정지형 축전지용 충

전기 및 인버터 검증
IEEE 650 (90년판)

END3700
안전성관련 동력 구동 밸브 

작동기 검증
IEEE 382 (85년판)

END3810
전기 1급 케이블 및 접속부 

형식시험
IEEE 383 (74년판, Reaff. 92)

END3820 전기 1급 전선로 계통 검증 IEEE 628 (87년판, Reaff. 92)
END3830 전기 1급 접속 집합체 검증 IEEE 572 (85년판, Reaff. 92)
END3900 전기 1급 모듈의 형식 시험 IEEE 381 (77년판, Reaff. 84)
END1100 전력, 계측 및 제어기기 설치 IEEE 336 (85년판, Reaff.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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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NE 원자력 전기 

- 설치

ENE2100 전기 1급 케이블 계통 설치 IEEE 690 (84년판, Reaff. 96)

ENE2200 전기 1급 전선로 계통 설치 IEEE 628 (87년판, Reaff. 92)

ENE2300
안전성관련 신호 변환기 및 

전송기 설치
ISA S67.01 (94년판)

ENE2410
안전성 관련 계기용 감지 배

관 및 튜브
ISA S67.02.01 (96년판)

ENE2420 시료채취용 배관 및 튜브 ISA S67.10 (94년판)

ENF 원자력 전기 

- 시험및 검사

ENE1100
전력, 계측 및 제어기기 시험

과 검사요건
IEEE 336 (85년판, Reaff. 91)

ENE2000
전기 1급 전력계통 가동전  

시험 계획 지침
IEEE 415 (86년판, Reaff. 92)

ENE3100
안전 계통 주기 시험  안전성

관련 계기 채널
IEEE 338 (87년판, Reaff. 93)

ENE3200
안전성관련 계기 채널  응답 

시간 시험
ISA S67.06 (84년판)

ENE3300
예비 전력 공급용 디젤  발전

기 유닛 주기 시험
IEEE 749 (83년판)

ENE3400
개방형 납 축전지 보수,  시험 

및 교체
IEEE 450 (95년판)

ENE3500
전기 1급 기기의 교체부품요

건
IEEE 934 (87년판, Reaff. 92)

ENE3610
계측 및 시험기기의 교정 및 

관리
IEEE 498 (90년판)

ENE3620
방사능 방호 계측기 시험 및 

교정
IEEE 323 (78년판, Reaff. 96)

EMA 계측 및 제

어 기기- 일반 요

건

EMA 일반요건

ASME Sec. Ⅲ NCA (95년판, 95

∼97년추록), ISO 9000 (94년

판), KS A 9000 (98년판)

EMB 계측 및 제어 

기기- 계측기기

EMB1100 온도 측정용 열전대
ISA MC96.1 (82년판), KS C 

1602 (82년판)
EMB1200 저항 온도감지기 IEC 751 (95년판)

EMB2100 압력 지시형 계기
ASME B 40.1 (91년판), KS B 

5305 (86년판)

EMB3100 면적 유량계
ISA RP 16.1∼16.6 (59년판∼61

년판), KS B 5323 (90년판)

EMB4100
비접촉형 진동 축위치 및 베

어링 온도 감시계통
API 670 (93년판)

EMB4200 가속도계형 진동 감시계통 API 678 (81년판)
EMB5100 계기용 변성기 ANSI/IEEE C 57.13 (93년판)
EMB1100 제어 계통 시험 및 절차 NEMA ICS 1 (93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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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2100 전자 제어기
NEMA ICS 2-PART 

1,2,3,5,6,Annex(A) (93년판)
EMB2200 저압용 접촉기 NEMA ICS 2-PART 7 (93년판)

EMB2300
제어 회로용 커넥터, 접점 및 

반도체 스위칭 소자

NEMA ICS 2-120, 125, 126, 

221 (88년판)
EMB2400 제어용 계전기 NEMA ICS 2-PART 4 (93년판)
EMB2500 저항, 단권 변압기 및 리액터 NEMA ICS 2-213, 214 (88년판)

EMB2600 제어용 스위치 및 표시등

NEMA ICS 2-216, 447, 219, 

225, 226, 227, 228, 229 (88년

판)

EMB3000 제어 계통용 금속외함
NEMA ICS 6 (93년판), NEMA 

250 (91년판)

EMD 계측 및 제

어 기기- 지시및 

기록 기기

EMD110

0
아날로그 지시계기 ANSI C39.1 (81년판, Reaff. 92)

EMD210

0

경보작동 순서 및 경보기 설

계
ISA S18.1 (79년판, Reaff. 92)

EME1000
분산 디지털 제어 및 감시 설

비
IEEE 1046 (91년판, Reaff. 96)

EME2000
디지털 공정 컴퓨터 하드웨어 

시험
ISA RP55.1 (75년판, Reaff. 83)

EMF1100 온도 측정
ASME PTC 19.3 (74년판, Reaff. 

85)
EMF1200 압력 측정 ASME PTC 19.2 (87년판)
EMF1300 유량 측정 ASME PTC 19.5 (72년판)

EMF2100
전자식 공정 계기용 아날로그 

신호
ISA S50.1 (82년판, Reaff. 92)

EMF2200 공기식 제어회로 압력시험 ISA RP7.1 (56년판)

EEA 일반요건

ASME Sec. Ⅲ NCA (95년판, 95

∼97년추록), ISO 9000 (94년

판), KS A 9000 (98년판)

EEB1000 회전기 일반사항
NEMA MG-1 (97년판) - Section 

1

EEB2110 중소형 유도 전동기
NEMA MG-1 (97년판) - Section 

2
EEB2120 대형 유도 전동기 ANSI C50.41 (97년판) - Part 20
EEB2200 유도 전동기 시험절차 IEEE 112 (96년판)

EEC1000 변압기 일반사항

JEC 2200 (95년판), ANSI 

C57.12.70 (78년판), IEEE 

C57.12.80(78년판)
EEC2100 유입 변압기 일반사항 IEEE C57.12.00 (93년판)
EEC2200 유입 변압기 시험 IEEE C57.12.90 (93년판)
EEC3100 건식 변압기 일반사항 IEEE C57.12.01 (89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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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3200 건식 변압기 시험 IEEE C57.12.91 (95년판)

EED1100 고압 차단기

ANSI C37.06 (97년판), 

ANSI/IEEE C37.04(79년판, 

Reaff. 89), IEEE C37.04f (90년

판), ANSI/IEEE C37.09 (79년판)

EED1200 저압 차단기

IEEE C37.13 (90년판, Reaff. 

95), ANSI C37.50 (89년판, 

Reaff. 95), ANSI C37.16 (97년

판)
EED1300 배선용 차단기 NEMA AB-1 (93년판)
EED2000 중성점 접지장치 IEEE 32 (72년판, Reaff. 97)

EEE 전기 기기 - 

스위치 기어 및 배

전반

EEE1000 전동기 제어반
UL 845 (95년판), NEMA ICS 3 

Part 1(93년판)
EEE2000 저압 스위치기어 IEEE C37.20.1 (93년판)
EEE3000 고압 스위치기어 IEEE C37.20.2 (93년판)
EEE4000 분전반 NEMA PB 1 (95년판)

EEE5000 금속외함 모선
ANSI/IEEE C37.23 (87년판, 

Reaff. 91)

EEF 전기 기기 - 

계전기

EEF1000 전력용 보호 계전기
ANSI/IEEE C37.90 (89년판, 

Reaff. 94)

EEF2000 계전기 서지내력 시험
ANSI/IEEE C37.90.1 (89년판, 

Reaff. 94)

EEG 전기 기기 - 

축전지

EEG1000 납 축전지

KS C 8505 (90년판), IEEE 450 

(95년판), IEEE 535 (86년판, 

Reaff. 94)

EEG1100 납 축전지 용량계산  및 설치
IEEE 484 (96년판), IEEE 485 

(97년판)
EEH 전기 기기 - 

충전기
EEH1000 충전기 NEMA PE-5 (96년판)

EEI 전기 기기 - 

고전압 기기
EEI1000

고전압 기기의 라디오주파수 

장해전압(RIV) 측정
NEMA 107 (87년판, Reaff. 93)

EEJ 열선 보온 설

비
EEJ1000 전기열선 보온설비

IEEE 622 (87년판), IEEE 662A 

(84년판, Reaff. 94), IEEE 662B 

(88년판, Reaff. 94)
EEK 전식 방지 설

비
EEJ1000 음극 방식 설비 NACE RP0169 (96년판)

EEJ1100 외부전원식 음극방식 설비 NACE RP0572 (95년판)
EEL 교류 무정전 

전원 장치
EEL1000 교류 무정전 전원장치 (UPS) IEEE 944 (86년판, Reaff. 96)

ECA 전선 및 전로 

용품 - 일반 요건
ECA 일반요건

ASME Sec. Ⅲ NCA (95년판, 95

∼97년추록), ISO 9000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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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KS A 9000 (98년판)

ECB 전선 및 전로 

용품 - 전선 및 케

이블

ECB1100 연동선 ASTM B 3 (95년판)

ECB1200 주석 도금 연동선 ASTM B 33 (94년판)
ECB1300 납 도금 연동선 ASTM B 189 (95년판)
ECB1400 연동 연선 ASTM B 8 (95년판)

ECB2100
고압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
NEMA WC 7 (88년판, Rev. 96)

ECB2200
저압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
NEMA WC 7 (88년판, Rev. 96)

ECB2300
고압 에틸렌 프로필렌 절연 

케이블
NEMA WC 8 (88년판, Rev. 96)

ECB2400
저압 에틸렌 프로필렌 절연 

케이블
NEMA WC 8 (88년판, Rev. 96)

ECB2500 열가소성 절연 케이블 NEMA WC 5 (92년판, Rev. 96)
ECB2600 고무 절연 케이블 NEMA WC 3 (92년판, Rev. 94)
ECB3000 계장용 케이블 NEMA WC 55 (92년판)
ECB5100 케이블 충격 내전압 시험 IEEE 82 (94년판)

ECB5200
전력 케이블 계통의 직류 내

전압 시험
IEEE 400 (91년판)

ECB6000 전선 및 케이블 포장 NEMA WC 26 (96년판)

ECB 전선 및 전로 

용품 - 전선 부속

재

ECC1100 고압 교류용 단말 접속재 IEEE 48 (96년판)

ECC1200 고압 케이블 접속재 IEEE 404 (93년판)

ECC2100
플러그, 리셉터클 및 케이블 

커넥터
NEMA PR 4 (83년판, Rev. 89)

ECB 전선 및 전로 

용품 - 전로 용품

ECD1100 강제 전선관 ANSI C80.1 (94년판)

ECD2100 PVC 전선관 NEMA TC 2 (90년판)
ECD3100 금속 케이블 트레이 NEMA VE 1 (91년판)

ETA 송변전 - 일

반요건
ETA 일반요건

ASME Sec. Ⅲ NCA (95년판, 95

∼97년추록), ISO 9000 (KS A 

9000)

ETB 송변전 - 가

공 전선로

ETB2131 내트래킹 시험 IEC 587 (84년판)

ETB2210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 

(OPGW)
IEEE 1138 (94년판)

ETB3210 애자 시험 기준 IEC 383 (93년판)
ETB3220 고압애자의 인공오손시험 IEC 507 (91년판)
ETB3310 애자 세정 기준 IEEE 957 (95년판)
ETB3410 라인포스트애자 IEC 720 (81년판)

ETB3421
볼·소켓 및 클레비스형 현수

애자의 특성
IEC 305 (95년판)

ETB3422
현수애자 유닛의 볼·소켓 커

플링 치수
IEC 120 (84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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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B3423
현수애자의 볼·소켓 커플링 

잠금장치
IEC 372 (84년판, amd.1-91)

ETB3431
옥내용 및 옥외용 지지애자의 

특성
IEC 273 (90년판)

ETB3432
옥내용 및 옥외용 지지애자의 

시험
IEC 168 (94년판, amd.1-97)

ETB4110
송전용 철 구조물의 조립 및 

설치 기준
IEEE 951 (96년판)

ETC 송변전- 지

중 전선로

ETC2110 절연 케이블 도체 IEC 228 (78년판, amd.1-93)

ETC2120
압출 케이블 방식층에 대한 

시험
IEC 229 (82년판)

ETC2130

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재 및 

시스재에 대한 공통시험 방법 

- 일반적용방법

IEC 811-1-1 (93년판), IEC 

811-1-2 (85년판, amd.1-89), 

IEC 811-1-3 (93년판), IEC 

811-1-4 (85년판, amd.1-93)

ETC2131

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재 및 

시스재에 대한 공통시험 방법 

- 탄성체 콤파운드에 대한 시

험방법

IEC 811-2-1 (86년판, 

amd.1-93)

ETC2132

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재 및 

시스재에 대한 공통시험 방법 

- PVC 콤파운드에 대한 시험

방법

IEC 811-3 (94년판)

ETC2133

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재 및 

시스재에 대한 공통시험 방법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

렌 콤파운드에 대한 시험방법

IEC 811-4 (93년판)

ETC2141
전력용 케이블-정격전압 1kV 

및 3kV용 케이블
IEC 502-1 (97년판, amd.1-98)

ETC2142
전력용 케이블-정격전압 6∼

30kV용 케이블
IEC 502-2 (97년판, amd.1-98)

ETC2143

전력용 케이블의 부속재-정

격전압 6∼30kV용 케이블 부

속재의 시험요건

IEC 502-4 (97년판)

ETC2150
압출절연 초고압 케이블 및 

부속재 - 30 kV∼50 kV급
IEC 840 (88년판, amd.2-93)

ETC2160
초고압 OF 케이블 및 부속재 

- 30 kV∼ 400 kV급
IEC 141-1 (93년판, amd.1-95)

ETD 송변전 - 기

계기구
ETD1001

고전압 시험 - 일반정의 및 

시험요건
IEC 60-1(89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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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1002  고전압 시험 - 측정 계통 IEC 60-2(94년판, amd. 1-96)
ETD1003  부분방전 측정 IEC 270 (81년판)
ETD1004  절연 협조기준 IEC 71-1 (93년판)
ETD1010 전기기기 외함의 보호등급 IEC 529 (89년판)

ETD1020
전기기기용 광유계 절연유의 

감시 및 유지
IEC 422 (89년판)

ETD1021
유입식 전기기기의 절연유 및 

가스의 시료채취와 분석
IEC 567 (92년판)

ETD1022
운전중인 변압기 및 기타 유

입식 전기기기의 가스 분석
IEC 599 (78년판)

ETD1031
육불화유황(SF6)의 특성 및 

시험방법

IEC 376 (71년판), IEC 376A (73

년판), IEC 376B (74년판)

ETD1032
전기기기에서 채취한 SF6가

스의 점검지침
IEC 480 (74년판)

ETD1040 고압교류용 부싱 IEC 137 (95년판)
ETD1041 전기장치용 중공 애자시험 IEC 233 (74년판, amd.1-88)
ETD1050 간극형 피뢰기 IEC 99-1 (91년판)
ETD1051 무간극형 금속 산화물 피뢰기 IEC 99-4 (91년판)
ETD1060 변류기 IEC 44-1 (96년판)
ETD1061 계기용 변압기 IEC 186 (87년판, amd.2-95)
ETD2011 전력용 변압기-일반 IEC 76-1 (93년판)
ETD2012 전력용 변압기-온도상승 IEC 76-2 (93년판)

ETD2013
전력용 변압기-절연레벨 및 

절연시험
IEC 76-3 (80년판, amd.1-81)

ETD2014 전력용 변압기-단락 강도 IEC 76-5 (76년판, amd.2-94)

ETD2021
변압기 및 리액터 소음 측정

기준
IEC 551 (87년판, amd.1-95)

ETD2022
변압기와 리액터의 뇌 및 개

폐충격 전압시험 지침
IEC 722 (82년판)

ETD2030
유입식 변압기 과부하 운전 

지침
IEC 354 (91년판)

ETD2050 부하시 탭 절환장치 (OLTC) IEC 214 (89년판)

ETD2051
부하시 탭 절환장치(OLTC)의 

적용지침
IEC 542 (76년판, amd.1-88)

ETD2060 리액터 IEC 289 (88년판)
ETD3110 고압 교류 차단기 IEC 56 (87년판, amd.3-96)

ETD3120 저압차단기
IEC 947-1 (96년판), IEC 947-2 

(95년판, amd.1-97)
ETD3130 고압 교류차단기의 합성시험 IEC 427 (89년판, amd.2-95)
ETD3210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IEC 265-1 (98년판)
ETD3220 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 IEC 129 (84년판, amd.2-96)

ETD3310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일반사항
IEC 694 (96년판)

ETD3320 금속 패쇄형 개폐장치 및 제 IEC 298 (90년판, amd.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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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치
ETD3330 가스절연계폐장치 (GIS) IEC 517 (90년판, amd.1-94)
ETD3340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IEC 439-1 (92년판, amd.2-96)

ETD3410 자동 재폐로 차단기
ANSI C37.60 (81년판, Reaff. 

92)
ETD3420 자동 구간개폐기 ANSI C37.63 (97년판)

ETD3430 컷아웃 스위치 및 퓨즈링크
ANSI C37.41 (94년판), ANSI 

C37.42 (96년판)
ETE 송변전 - 계

통보호설비및 계

측제어 기기

ETE2200
원방감시제어(SCADA) 및 자

동제어 시스템
IEEE C37.1 (94년판)

SN 원자력구조

 

SNA 일반요건
ASME Sec. Ⅲ NCA (95년판, 95

∼97년추록)

SNB 격납구조
ASME Sec. Ⅲ Div.2 (95년판, 

95∼97년추록)

SNC 철근콘크리트 구조
ACI 349 (97년판), ACI 318 (95

년판)
SND 강구조 AISC-N690 (94년판)

SG 일반구조

 

 

SGA 일반요건

ASME Sec. Ⅲ NCA (95년판, 95

∼97년추록), ISO 9000 (94년

판), KS A 9000 (98년판)
SGB 철근콘크리트 구조 ACI 318 (95년판)
SGC 강구조-허용응력 설계법 AISC-ASD (89년판)
SGD 강구조-하중저항계수설계법 AISC-LRFD (93년판)

ST 구조총칙
STA 설계하중 ASCE 7 (95년판)
STB 지진해석 ASCE 4 (86년판)

SW 구조용접
SWS 강구조 AWS D 1.1 (96년판)
SWT 박강판구조 AWS D 1.3 (89년판)

 FP 화재예방

FPC 공통요건

소방법(98년판), NFPA 10(94년

판), NFPA 11(94년판), NFPA 

12(93년판), NFPA 13(96년판), 

NFPA 14(96년판), NFPA 15(96

년판), NFPA 24(95년판)

FPN 원자력발전소 화재예방

소방법(98년판), NFPA 20(96년

판), NFPA 803(93년판), NFPA 

804(95년판)

FPF 화력발전소 화재예방
소방법 (98년판), NFPA 850(96

년판)
ND 원전설계 NDA 원전설계 ANS-51.1 (83년판)
NF 핵연료 NFA 핵연료 RCC-C (84년판, 89, 93년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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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계통 개념 설계 

가. 수전 계통

1) 기본 요건

우선 전원은 전력회사의 송배전망에 두개의 선로로 연결된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두개의 수전 선로는 가능한 한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치는 것이 좋다.

두 개의 선로 사이의 전환은 고속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하부의 기기에 과도

한 전압 변화나 정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시설과 같이 공유할 경우 다른 시설의 이상으로 연구로 설비에 이상이 일

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구로 설비의 이상으로 다른 설비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정전이 최소화되도록 신뢰성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개념 설계 

  연구로 부지 내에서의 인입 선로 연결은 보통 2개의 차단기로 이루어진다. 그러

나 2개의 차단기를 연계하여 제어하는 것은  보조회로가  수반되어 고장의  원인이 

되고, 차단기 자체도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인입 

회로에 2개의 차단기 대신 ATS 를 설치하고 우회 회로를 설치하면 신뢰도나 정전

시간 측면에서 현재보다 좋은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회회로를 가진 새로

운 인입 회로 구성에 대한 단선도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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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전 계통 단선도

ATS

NCNC

NCNC

NONO

DS DS

VCB VCB

VCB VCB

VCB VCB

 새로운 수전 계통은 ATS 로서 전환하여 2개의 차단기로 구성했을 때 보다 고장 

요소가 적고  고속으로 이루어지므로 부하에도 정전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ATS 

가 고장일 때는 DS 와 VCB 로 우회회로를 형성하여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

다. 그리고 모든 보호 ( 차단) 동작은 VCB 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모선을 3개로 구

분하여 정전이나 시험시 모선 전환이 발생하여도 필수부하에 연속으로 전력을 공급

하고 부분적으로 정전을 시킬 수 있어 유지보수에도 도움이 된다.[4] 

나. 배전계통

1) 기본요건

정상 운전 시는 물론 설계기준 사고 발생 시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전

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소내 배전 시설을 전용으로 갖추어야 하고, 만약 다른 시설과 공유할 경우 이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 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 정전시에도 원자로가 안전 정지되고 방사성 물질 누출이 안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전기 회로는 안전 관련 계측제어 계통에 전자기적인 향이 없도록 충분히 격리

되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계통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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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포한한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운전에 향을 최소화하면서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개념 설계

 연구로 설비는 발전로와는 달리 능동적인 안전 계통이 다중으로 설계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원자로 보호계통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계통을 위하여 계

측제어 전원은 다중으로 설계된다. 예비 전원으로서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있고 계

측 제어 전원으로서 인버터, 축전지, 충전기 등을 포함한다. 그림4는 전형적인 배전 

계통의 구성을 나타낸다. 배전계통에는 표2와 같은 기기들이 포함된다.

그림 4 전형적인 배전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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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배전 계통 구성 기기

구성 요소 기기 예
Power sources

Sources
Standby generator

Batteries

Components and distribution
Transformers

Buses

Equipment 

Switchgear

Cable

Battery chargers

Inverters

Execute features

Actuation devices

Circuit breakers

Controllers

Control relays

Control switches

Pilot valves

Actuated equipment

Motors

Solenoids

Heaters

Sense and command features

Instrumentation, controls, and electrical

protection (associated with power supplies

and distribution equipment)

Surveillance indicators

Switches

Current transformers

Voltage transformers

Transducers

Protective relays

Frequency relays

Microprocessors

5. 계측제어계통의 분류

   수출연구로의 계측제어계통은 원자로 보호계통, 원자로 제어계통, 제어컴퓨터 계

통, 중성자 계측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제어계통, 공정계측계통 및 방사선 감시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계측제어계통 역시 타 계통과 마찬가지로 원자로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등급 계통과 일반적인 계측제어기능을 담당하는 비안전 계통으로 구

분된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비정상 상태 발생 시 원자로를 비상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등급 계통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계측제어계통들은 모두 비안전 계통으로 분류

한다. 계측제어계통에는 속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상호 연결 또는 연계되어 작

동되는 제어봉 및 정지봉 계통, 원자로 관련 계통, 공정계통 그리고 제어실 등에 대

해서도 간략하게 기술한다. 그림 5 은 수출연구로 계측제어 계통 구성도를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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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 보호계통

   원자로 보호계통은 계통 또는 기기의 오동작,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하여 원자로

가 안전운전 역을 벗어나 사고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

자로를 비상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등급 계통이다. 정지봉의 낙하에 의한 원자로 정

지는 원자로 보호계통 #1이 담당하고 중수배수에 의한 원자로 정지는 원자로 보호

계통 #2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현장에 설치되는 계측기기부터 최종 구동장치에 이

르는 비상정지기능과 관련되는 모든 기기들은 안전등급, 내진등급 및 최고의 품질

등급으로 설계, 설치, 운 하여 어떠한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예정된 비상정지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압력, 온도, 유량, 원자로 출력 등 중

요 변수를 감지하는 현장계측기기와 이들로부터의 신호를 받아들여 정지설정값과 

비교하고 정지설정값 초과 시 정지논리 신호처리를 담당하는 보호논리처리부, 그리

고 물리적으로 원자로를 비상 정지시키는 보호구동장치 제어부 등으로 나누어진다. 

나. 원자로 제어계통

   원자로 제어계통은 원자로를 이용자의 실험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출력으

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냉각계통의 변화 등과 같은 외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

하여 1차적으로 원자로가 정상운전상태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한 계통이

다. 그러나 원자로 제어계통의 출력제어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한 안전정지가 보장되기 때문에 원자로 제어계통은 비안전계통으로 분류한다. 원

자로 제어계통은 원자로의 출력을 측정하는 출력계측기기와 요구출력과 현재의 원

자로 출력을 이용하여 원자로 출력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제어컴퓨터부 그리고 

실제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반응도제어장치 제어부 등으로 나누어진다. 비록 원

자로 제어계통은 비안전계통으로 분류되지만 원자로 수조 속에 설치되는 반응도 제

어장치는 안전계통 및 내진등급으로 분류하여 어떠한 설계기준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의 수행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출력계측기기의 

설계에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과 같은 안전성 설계요건을 적용시켜 원자로 

출력제어 성능의 신뢰도를 최대한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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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출연구로 계측제어계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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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컴퓨터 계통

   제어컴퓨터 계통은 현장계측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출력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원자로 출력제어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신호를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주 목적이다. 각종 원자로 관련 공정계통의 상태를 표시하

고 필요 시 현장기기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며, 현장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단위 제

어기 및 공학적 안전설비 전용 제어기들과의 실시간 통신을 통하여 원자로를 포함

한 전체 플랜트가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감시하는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제어컴퓨터 계통은 원자로 보호기능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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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비안전계통으로 분류한다. 

라. 공학적 안전설비 제어계통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연구용 원자로의 공학적 안전설비는 연구로의 고유 안전

성을 고려하여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한다. 수출 연구로에 적용되는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에는 다음과 같은 설비 또는 계통이 포함된다.

   1) 원자로 수조

   2) 원자로 격납계통

   3) 비상보충수 공급계통

   4) 비상환기계통

   원자로 수조는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면 궁극적 열제거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기 때문에 별도의 제어장치가 필요 없으나 나머지 계통은 다양한 능동기기를 포함

하고 있어 입출력 신호처리를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이들 계통은 원자로가 정

상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는 필요하지 않고 냉각수 상실사고 또는 방사선 누출사

고 등과 같은 비정상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작동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비상대응

장치의 성격이므로 제어컴퓨터와는 기능이 독립된 별도의 제어기를 사용한다. 현장

제어장치 및 제어기는 비록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지만 그들의 기능 자체는 연구로

의 안전과 종사자의 방사능 피폭 등 안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배관과 밸브, 덕트와 

격리댐퍼 등과 같은 기계장치들은 내진등급으로 분류하여 구조적 건전성은 언제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마. 방사선 감시계통

   방사선 감시계통은 원자로 관련 계통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원자로 및 관련 계통 또는 플랜트 전역에서의 방사능 누출과 종사자

의 피폭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방사성 감시계통은 원자로 

운전과는 별개의 계통이므로 원자로 제어컴퓨터와는 물리적으로 전기적으로 분리시

켜 별도의 디지털 제어방식으로 구성한다. 원자로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전등급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방사선 감시계통은 원자로 건물과 시설

의 배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자로건물, 방사성 동

위원소 및 조사재료 취급시설 그리고 중성자빔 이용시설 등과 같이 건물 별로 서버

를 두는 독립적 개념의 감시계통으로 구성한다. 각 건물별 감시계통은 통신망을 이

용하여 중앙제어컴퓨터와 연결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분산 제어방식을 채택함으로

써 계통의 확장성, 유지보수의 편이성, 건물별 감시기능의 독립성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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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준

가. 안전성 설계요건

   안전성 설계요건은 안전등급으로 분류한 원자로 보호계통의 설계에 적용한다. 

설계 초기단계에서 안전성 설계요건을 결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어떠

한 환경 조건에서도 원자로 보호계통이 고유의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용 원자로는 목적과 운전환경이 발전용 원자로와 다르기 때문에 설계기준의 적

용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비정상 사고 발생 시 원자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계

통이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수출연구로의 원자로 보호계통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고 있는 다중성(redundancy), 독립성(independence), 다양성

(diversity), 동시성(coincidence), 고장시 안전(fail-safe),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등과 같은 안전성 설계요건을 적용한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디지털 제어기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정지논리는 소프트

웨어로 처리된다. 이와 같이 안전성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국제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요건들과 품질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수

출연구로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규제기관으로부터 기승인된 제품을 사용

한다. 

나. 적용규격 및 표준

   연구용 원자로인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표준화된 기술기준이 존

재하지 않아 국가별로 차이가 많고 또, 원자로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설계기준이 

서로 다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ANSI/ANS 규격에서 연구로에 대한 일반적 

기술지침을 발행하 으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전문적인 규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로 보호계통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발전로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수출연구로의 원자로 보호계통은 그림 6 과 같이 발전로에 적용하고 있는 

규격을 준용한다. 

   원자로 보호계통 및 계측제어계통에 적용되는 중요 규격은 다음과 같다(설계 

착수 시점에서의 유연성을 위하여 규격의 발행연도는 별도 표기하지 않는다).

- IEEE Std 603,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 ANSI/ANS-15.15, “Criteria for the Reactor Safety Systems of Research 

Reactors"

- IEEE Std 7-4.3.2,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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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 IAEA Safety Series No. 35-S1, “Code on the Safety of Nuclear Research 

Reactors : Design"

그림 6 수출연구로 보호계통의 설계기준과 적용규격

원자로보호계통 설계기준

10 CFR 50.55a10 CFR 50 App.A 10 CFR 50 App.B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절차서

일반설계기준

IEEE-603

(1999.3월 이후 유효)

IEEE-279

(1999.3월 이전 유효)

시스템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IEEE-7-4.3.2)

기기검증

IEEE-323/344

System Design

IEEE, ANSI/ANS, IAEA

다. 계통등급의 분류

   계통의 등급은 안전등급, 내진등급 그리고 품질등급의 3종류로 분류된다. 안전등

급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진검증과 엄격한 품질

기준의 적용이 함께 요구된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로 보호계통은 안

전등급이면서 내진등급과 최고의 품질등급을 가져야한다. 등급 분류는 하나로를 기

준으로 적용하 다. 안전등급은 안전등급 1, 2, 3과 비안전등급 등 4종류로 분류되

고 내진등급은 내진등급 I, II 그리고 비내진등급 등 3종류로 분류되며 품질등급은 

Q, T, S 등 3종류로 분류된다. 표 3 은 수출연구로의 각종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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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분류를 보여주고 있다.

SC-3 : 안전등급 3

NNS : 비안전등급

I : 내진등급 I

Non : 비내진등급

Q : 품질등급 Q

T : 품질등급 T

S : 품질등급 S

표 3 계측제어계통의 등급 분류

계통 및 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비고

원자로 보호계통 #1 (정지봉) SC-3 I Q

원자로 보호계통 #2 (중수배수) SC-3 I Q

원자로 제어계통 NNS Non T

제어컴퓨터 계통 NNS Non T

공학적 안전설비 제어계통 NNS Non T

중성자 계측계통 SC-3 Non Q 제어계통도 SC-3

공정계측계통 NNS Non S

방사선 감시계통 NNS No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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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측제어계통 개념설계

가. 원자로 보호계통 

1) 설계요건

   원자로 보호계통은 정지봉 구동을 위한 원자로 보호계통 #1과 중수배수를 위한 

원자로 보호계통 #2로 구분되지만 안전성 설계요건은 2개 계통에 동일하게 적용된

다. 

   원자로 보호계통의 모든 정지변수들은 현장감지기로부터 제어실에 설치되는 제

어패널들까지 모두 3개의 동일 채널로 구성한다. 채널을 다중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전성능 보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채널의 전기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

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최종 정지신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out-of-3" 동시성 논리설계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다중성, 독립성, 동시성 등 3개

의 설계요건은 함께 구현되어야만 규격과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계통 설계요

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수출연구로의 2개 원자로 보호계통의 설계에 이들 요건

을 모두 적용한다.[5]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보호계통의 설계는 가압경수형과 가압중수형이 조금 차이

가 있다. 가압경수형인 경우는 안전등급의 플랜트 보호계통(Plant Protection 

System : PPS)이 있고 이를 보완하는 기능으로써 비안전등급의 다양성 보호계통

(Diversity Protection System : DPS)이 있다. 이들 보호계통들은 등급부터 다르고 

정지변수나 정지설정값 등도 차이가 있다. 가압중수형인 경우는 정지계통 #1(Shut 

Down System : SDS #1)과 정지계통 #2(Shut Down System : SDS #2)가 있는데 

모두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현장의 계측기부터 최종 구동부 장치까지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성과 독립성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용 원자로인 경우는 노심조건과 플랜트 운전조건이 원자력 발전소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저온저압이므로 설계기준사고의 정의부터 결과까지 큰 차이가 

있다. 연구로에 제2의 정지수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규격 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강제요건이 아니고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자의 보수성을 반 한 것이

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다중 채널의 완전한 독립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수출연구로의 보호계통은 그림 7 과 같이, 현장감지기는 보호계통 #1과 #2가 공통으

로 사용하고 정지설정값은 차이를 두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계측실에 

설치되는 3개의 보호반은 보호계통 #1과 #2 채널기기를 함께 수용하도록 한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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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1과 #2 기기들간의 물리적 격리요건은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채널간의 물리적, 

전기적 독립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성 설계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림 7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도

2) 정지논리의 구현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어 왔던 계전기 정지논리회로는 유지보수의 불편함과 공간

적 제약으로 인한 확장성 부족 그리고 접점 작동 시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 등의 문

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연구로는 계전기 대

신 성능과 안전등급 기기검증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논리처리

기(Digital Logic Processor)를 원자로 보호계통 #1의 정지논리 신호처리에 사용한

다. 현장의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여 정지설정값과 비교하고 정지설정값 초과 시 

정지 접점을 생산하는 신호비교기 기능도 디지털논리처리기가 대신한다. 원자로 보

호계통 #2는 보호계통 #1과의 기기의 다양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지논리 

신호처리는 계전기 논리회로를 채택한다. 물론 보호계통 #2 정지변수를 위한 신호

비교기 역시 별도로 설치하여 독립성과 다양성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각 보호반은 할당된 정지변수들의 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채널 정지신호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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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3개의 채널 중 2개 이상 채널이 작동하면 2-out-of-3 논리에 의하여 원자로 

보호계통 #1(정지봉 낙하) 또는 원자로 보호계통 #2(중수배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원자로를 정지하게 된다. 여기서 2-out-of-3 논리회로는 보호반 채널 B에서 디지털

논리처리기가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구현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8 는 원자로 보

호반의 기기배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원자로 보호반의 기기배치도

3) 정지변수의 선정

   원자로 보호계통의 최종 목표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자로를 안전 정지시켜 핵연료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통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상사고의 종류와 사고해석을 근거로 한 적절한 정

지변수와 정지설정값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연구로에서의 

가상사고는 대부분 1차냉각계통에 국한되므로 연구로의 정지변수는 1차냉각계통의 

유량, 압력, 온도 그리고 원자로 출력 및 방사선 관련 등으로 국한된다. 수출연구로

의 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상사고를 고려하여 정지변수를 선정한다.

    - 1차냉각계통 기능상실(Loss of Primary Cooling Function)

    - 2차냉각계통 기능상실(Loss of Secondary Cool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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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로 수조수 상실(Loss of Pool Inventory)

    - 반응도 주입사고(Reactivity Induced Accident)

    - 핵연료 파손사고(Fuel Failure Accident)

    - 외부전력 상실(Loss of Off-site Power)

    - 지진사고(Design Basis Earthquake)

   가상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한 정지변수가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하고 원자로 안전의 보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정지

변수가 동일 가상사고를 감지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원자로 보호

계통#1과 #2의 정지변수는 완전히 동일하게 선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보호계통 #1의 

정지변수 중에서 중요한 일부 변수를 보호계통 #2 정지변수로 동시 지정하고 보호

계통 #2 정지설정값을 보호계통 #1보다 더 높게 설정하도록 한다.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1차적으로 보호계통 #1이 먼저 작동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만약, 보호

계통이 #1이 작동되었는데도 안전정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보호계통 

#1 정지계통의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호계통 #2가 작동되도록 하여 어떠한 경

우라도 원자로 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표 4 는 가상사고에 대한 원자로 보

호계통의 정지변수와 설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정지변수와 설정값은 기본/상세설계 

단계에서 확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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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상사고와 정지변수와의 관계

가상사고
정지변수

보호계통 #1 설정값 보호계통 #2 설정값

1차냉각계통 기능상실
ㆍ1차냉각수 저유량

ㆍ1차냉각수 저압력

70%FS

70%FS
ㆍ1차냉각수 저저압력 60%FS

2차냉각계통 기능상실 ㆍ원자로출구 고온도 50℃ ㆍ원자로 출구 고고온도 55℃

원자로 수조수 상실
ㆍ원자로 수조 저수위

ㆍ수조표면 고방사능

xx meter

2.5mR/hr

반응도 주입사고
ㆍ중성자 고출력

ㆍ대수출력 고증가율

115%FP

8%/sec
ㆍ중성자 고고출력 120%FP

핵연료 파손사고
ㆍ1차냉각수 고방사능

ㆍ수조표면 고방사능

xxx cps

2.5mR/hr
ㆍ1차냉각수 고고방사능 xxx cps

외부전력 상실
주1)

ㆍ정지봉 중력낙하

지진사고주2) ㆍ수동정지

주 1) : 정지봉 구동장치는 고장시 안전(Fail-safe) 개념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외부

전력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중력에 의해 낙하하도록 설계한다. 따라서, 별도

의 정지변수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

   2) : 설계기준지진(SSE)이 발생하기 전 단계인 운전기준지진(OBE)에서 운전원

으로 하여금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하게 함으로써 별도 정지변수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

   원자로 보호계통 #2의 정지변수는 1차냉각수 저저압력, 원자로 출구 고고온도, 

중성자 고고출력, 1차냉각수 고고방사능 등 4개만 채택하고 있고  원자로 수조수 

상실과 외부전력상실 및 지진사고 등의 가상사고에 대한 원자로 보호계통 #2의 정

지변수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 3개의 가상사고는 상대적으로 느린 과도현상을 

보이는 것들로써 보호계통 #1의 작동으로 충분하며 운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호계통 #2의 정지변수로 채택하지 않는다. 

   2차냉각계통 기능상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계통 #1의 출구 고온도 정지변수에 

의하여 1차적으로 원자로가 정지되지만 적절한 보조정지변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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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2의 정지변수로 지정하여 보조정지변수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차냉각계통 기능상실 사고인 경우, 보호계통 #1은 유량과 압력 2개의 정지변수

를 지정하여 사용하지만 배관 파단사고를 비롯하여 펌프 고장 등 대부분의 사고는 

압력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1차냉각계통 저저압력만 보호계통 #2의 정지변수로 

지정한다.

   반응도 사고와 핵연료 파손사고 등은 원자로 노심 손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

들이므로 보호계통 #1뿐만 아니라 보호계통 #2의 정지변수로도 채택하여 원자로 안

전정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원자로 제어계통

1) 설계요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로 제어계통은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하 으므로 원자

로 보호계통과 같이 안전성 설계요건을 강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원자로 

출력제어 는 안전성 보장의 근간이 되는 기능이면서 제어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신

뢰도는 원자로 이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기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원

자로 제어계통은 비록 비안전계통이지만 다음과 같이 안전성 설계요건을 적용하여 

설계, 제작한다.

- 중성자 계측계통의 다중성 적용

- 원자로 열출력(또는 기타 출력 대표신호)의 다양성, 다중성 적용

- 원자로 제어컴퓨터 하드웨어(입출력 장치, 중앙처리장치, 전원공급장치 등)의 

다중성 적용

- 다중 채널간 전기적, 물리적 독립성

- 무정전 전원계통 사용

-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기의 독립성

   원자로 제어컴퓨터는 내진등급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지만 품질등급은 T 등급으

로 분류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리고 원자로 제어컴퓨

터는 원자로 출력제어 알고리즘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공학적 안전설비 관련 기능

은 별도의 제어기를 사용하여 역할을 분산시킴으로써 각 기능의 신뢰도는 높이고 

공통원인고장에 의한 위험도는 줄인다. 분산 제어 컴퓨터끼리는 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요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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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제어 알고리즘

   출력제어 알고리즘은 핵연료 및 원자로의 특성, 제어봉의 반응도가, 제어봉 구동

장치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설계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계측제어의 관점에서 수출

연구로에 적용할 출력제어 알고리즘의 기본 요건을 간략히 기술한다. 그림 9 는 출

력제어 알고리즘을 몇 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 다.

그림 9 출력제어 알고리즘의 구성

원자로 정지 조건 및 기동 점검

제어봉 건전성 점검

제어봉 위치 계산

현장계측신호의 건전성 확인

원자로 현재 출력신호 계산 및 선택

원자로 운전모드 선택

제어봉 구동명령 신호 계산

제어봉 선택

제어봉 구동명령 신호 현장 출력

원자로제어계통 정지변수 확인

   출력제어 알고리즘에서 원자로 출력 계측신호, 원자로 운전모드, 출력제어 원리, 

원자로 제어계통 정지변수, 제어봉 제어장치 설계 등은 원자로 제어계통의 개념설

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직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

계의 방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

가) 원자로 출력신호

   원자로 출력신호는 중성자 출력과 열출력 그리고 1차냉각계통 방사선 준위를 이

용하는 제3의 원자로 출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성자 출력은 노심의 핵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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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생성되는 중성자를 측정하여 현재의 원자로 출력으로 환산하는 상대적 개념

의 출력이고 열출력은 1차 열교환기 입출구 온도와 유량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실제

적인 원자로 출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차냉각계통 방사선 준위는 노심 출력에 

비례하는 N
16
 즉, 감마선 준위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원자로 출력을 추정하는 신호

이다. 이들 3개의 출력신호는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성자 출력은 원자로 

출력제어 입력신호 및 고출력 정지변수로 사용하고 열출력은 실제 원자로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성자 신호 교정에 사용하는 기준신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1차냉

각계통 방사선 준위는 출력 신호의 비정상을 감지하기 위한 제2의 정지변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중성자 계측계통은 광대역 핵분열전리함을 사용한다. 원자로 수조 내에 여러 가

지 실험시설과 조사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연구로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성자 

검출기의 수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요구되는데 광대역 핵분열전리함이 이러한 요건

에 가장 잘 부합한다. 원자로 보호계통과 원자로 제어계통의 독립성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 설계요건 중의 하나이고, 보호논리가 3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성자 검

출기는 3중화시켜야 하므로 원자로 보호계통에 3채널, 원자로 제어계통에 3채널의 

중성자 계측계통을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기동 역, 중

간 역 및 출력 역 등 각각의 범위에 서로 다른 중성자 검출기를 사용하고 안전계

통과 비안전계통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지기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

다. 수출연구로의 경우는 하나의 중성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기동 역과 중간 역뿐

만 아니라 출력 역의 선형성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광대역 핵분열전리함 형식을 

사용한다. 중성자 검출기는 노심 밖 원자로 집합체 3곳에 대칭적으로 설치되는 검

출기 하우징에 설치한다. 각 검출기 하우징은 2개의 중성자 검출기를 수용할 수 있

도록 설계하고 원자로 보호계통의 검출기 1개와 제어계통의 검출기 1개를 동일 하

우징에 설치하여 상대방의 신호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열출력은 냉각수 온도와 유량신호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실제 원자로 출력을 의

미한다. 열출력 계산에는 노심 핵분열에 의한 출력과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반사체 

계통의 열출력 그리고 냉각펌프, 기타 구조물의 발열에 의한 열출력 등 모든 변수

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90% 이상은 노심 핵분열에 의한 열출력이

기 때문에 1차냉각계통에서 발생되는 열출력을 정확하게 측정, 계산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연구로의 경우 전 출력으로 운전하더라도 열교환기에서의 입출구 

온도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온도신호의 측정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

드웨어를 선정하여야 한다. 1차냉각계통의 열은 2차냉각계통에 의하여 회수되기 때

문에 1차냉각계통에서 손실된 열은 2차냉각계통이 획득한 열과 동일하므로 2차냉각

계통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열출력을 계산하여 1차냉각계통의 열출력과 비교 검토하

는 논리를 만들어 열출력 계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열출력 계산에 사용되는 온도감지기는 저항온도계축기를 이용하는데 저항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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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기는 약 10초 이상의 응답지연이 있기 때문에 출력과도상태에서는 신속하게 출력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또한 2차냉각계통은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냉각탑을 사

용하여 열을 제거하기 때문에 냉각계통의 온도신호는 외기의 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외기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실제 원

자로 출력과 관계없이 열출력이 갑자기 변동하여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를 야기시키

기도 한다. 열출력의 응답지연과 외기의 향을 배제하고 실제 원자로 출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1차냉각계통 배관의 감마선 준위를 원자로 출력으로 사용한다. 연

구용 원자로에서는 중성자 출력신호 외에 원자로 출력 비정상을 감지하기 위한 정

지변수가 필요한데 1차냉각계통의 방사선 준위를 감시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상운전 중 1차냉각배관의 방사선 준위는 약 10 R/hr 정도로 매우 높게 

유지되므로 고 방사선 환경에 잘 동작하는 감마이온전리함(Gamma Ionization 

Chamber)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자로 정지변수로 사용되는 계측 채널이

므로 2중 또는 3중으로 구성하여 출력신호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인다.

나) 출력제어 원리

   원자로 출력제어는 중성자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원자로 출력을 운전원이 입력한 

요구출력에 일치될 때까지 제어봉을 아래위로 구동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현재출

력이 요구출력에 안정되면 제어봉의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유지될 것이고 운전원이 

새로운 요구출력을 입력할 때까지는 안정상태로 유지된다. 새로운 요구출력으로 출

력을 상승시킬 경우 출력 상승속도는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설정값 이하로 유지

되도록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출력 상승속도는 제어봉의 반응도가와 핵연료 

특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원자로의 출력제어는 제어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중

성자 출력신호가 미약한 10
-5 
%FP 이하의 저출력에서는 중성자 신호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자동운전을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성자 

출력이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게 되는 일정 출력 역 이상으로 될 때까지는 수동으

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열출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 %FP 이상의 

비교적 높은 출력 역에서는 운전원의 실수에 의한 운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

동운전모드만 가능하도록 논리를 구성한다. 

다) 정지변수

   원자로 제어계통은 비안전계통이지만 제어봉의 삽입을 통하여 원자로 보호계통

이 작동하기 전에 미리 원자로를 미임계상태로 만들어 사고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

하고자 정지변수를 지정한다. 여러 가지 정지변수 중에는 원자로 보호계통과 중복

되는 변수도 있고 또 원자로 제어계통 고유의 변수도 있다. 원자로 보호계통과 중

복되는 정지변수는 그 설정값을 제어봉이 정지봉보다 미리 작동되도록 설정한다. 

표 5 는 원자로 제어계통의 정지변수와 설정값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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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원자로 제어계통의 정지변수와 설정값

정지변수 설정값 비고

원자로 고 출력

    - 중성자 고 출력

    - 1차냉각계통 고 감마선 준위

110 %FP

110 %FP

원자로 보호계통 : 115%FP

출력 환산값

중성자 대수출력 고 증가율 6 %PP/sec 원자로 보호계통 : 8 %PP/sec

제어봉 고 위치편차 추후 결정

정지봉 비정상

2중 계측기 고장

반사체 냉각계통 비정상 추후 결정

3) 제어컴퓨터 계통

   제어컴퓨터의 주 기능은 원자로 출력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이고 각종 공

정계통의 신호 지시, 기록 및 경보기능 등을 담당한다. 제어컴퓨터는 제어 알고리즘

을 수행하는 컴퓨터 본체부분과 각종 신호를 지시하고 제어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운전원 워크스테이션으로 구분된다. 컴퓨터 본체 부분과 운전원 워크스테이션은 데

이터 링크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제어컴퓨터 계통은 원자로 보호계통과 전기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제어

컴퓨터의 고장으로 원자로 제어계통의 정지기능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원자로 보

호계통의 정지변수에 의하여 원자로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컴퓨터계통은 비안전

등급 및 비내진등급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품질을 보장하고 계통의 신

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드웨어의 다중성과 독립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어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완전 2중화 구조로 구성하여 주 제어기가 고장 날 경우는 

원자로 정지 없이 제어기능이 보조제어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기진단기능을 보유

하여야 한다. 제어컴퓨터 계통이 가져야하는 기본 성능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하드웨어의 2중화 구조

   -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법의 단순화

   - 입출력 신호의 확장성

   - 자기진단기능

   -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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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기와의 통신 기능

   - 인간공학 설계개념을 구현한 그래픽 기능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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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설계 중인 수출형 연구로의 공정 계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서 전기 및 계측 제어 계통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나로 설계, 

운전 경험과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로에 적용할 설계 요건과 이에 따른 

개념 설계를 진행하 다. 

 전기계통에 적용할 국내외의 기술기준을 조사하 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 설계 

기준을 정리하 다. 다양한 전기 계통 중에서 수전 및 배전 계통에 대한 설계 요건

을 수립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고려한 수전 계통의 구조를 설계하고, 전형적인 배

전 계통을 제시하 다. 

계측제어 계통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원자로 안전성은 물론 최고

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수립하 다. 본격적인 설계가 이루

어지기 전에, 계측 및 제어계통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 개념과 구현 

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수출연구로의 특성에 적합한 개념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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