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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KAIST, 제주대

연구책임자 : 유준범, 민병길, 박규해, 
조승현, 임춘택, 최경현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 고 서  면 수 554p.

ㅇ 원전구조재료/부품 신뢰성 검증시험 시설 구축 및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실증시험 자료 생산

ㅇ 구조재료(저합금강) 역학물성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가동 원자로 조사재료(충격물성)참조표준 개발

ㅇ 국가참조표준 품질 매뉴얼업데이트 및 갱신평가

ㅇ 원자력재료종합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운영 서비스 고도화

ㅇ 시뮬레이터 기반 계측제어 계통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ㅇ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인간공학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ㅇ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Test-bed 구축

ㅇ 사이버 침해대응 및 복구 기술 개발 

ㅇ 기기별/계통별/통합 사이버보안성 시험 및 영향성 평가체계 구축

ㅇ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사이버보안교육

ㅇ 원전기기 노후도 신속진단 기술 연구

ㅇ 원전 1차계통 기기건전성 감시체계 선진화

ㅇ 원자력 계통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플랫폼 연구

ㅇ 무인대응 기술 및 체계 구축, 원격 수소 측정용 라이다 기술 개발

ㅇ 공간방사선분포 원격탐지기술 개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배관감육설비, 실증시험, 역학물성, 국가참조표준, 계측제어 시험, 인간공학 검증, 
계측제어 계통 test bed, 사이버보안, 신속진단기술, 지속감시 플랫폼, 비상사고 
무인대응, 원격 탐지

영어

AC test facility, Mechanical property, National standard reference 
data, I&C test and validation, human factor validation, nuclear I&C 
system test beds, Cyber security, Swift inspection method, Online 
monitoring platform, Unmanned response system, Remote dete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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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원자력계통 건전성 선진화 체계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ㅇ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계통의 건전성/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 원전 2차계통 배관과 원자로 내부구조부품의 구조 신뢰성 검증은 원자력 발전소 건

전성 향상과 기술선진화에 직결됨. 유속가속부식의 실증시험시설과 원자로 내부구조부

품의 중성자 유기 응력부식균열을 실증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실증자

료를 생산하고자 함.

ㅇ 원전설계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국내 원전 및 수출원전의 설계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의 독자적인 재료물성자료는 매우 미흡함. 따라서 기 확보한 

국가참조표준품질보증체제를 기반으로 원자력 구조재료의 역학물성에 대한 측정/평가/

검증 시스템과 고신뢰성 재료정보의 DB 구축으로 국제 원자력 재료규격 인증을 위한 

기틀마련과 한국형 고유 원자력 재료규격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ㅇ 원전 계측제어 계통의 디지털화가 지속되면서 계통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통 

소프트웨어와 인간공학적 안전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뮬레이터 기반,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SW/HF 통합 계통을 개발함

ㅇ 진행형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R&D 과제로는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

이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상시 대

응체계의 유지가 필수임

ㅇ 국내 신규 및 가동원전 뿐만 아니라 연구용원자로 및 신형원자로 등, 국가 원자력시설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기술발전에 따른 

신종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고, 원자력시설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대응기술을 확보하며, 

관련종사자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국가 주요기반시설 간 사이버공격 대응 협력체계를 

유지함

ㅇ 원전기기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회적 불안감 증가에 따라 원자력 계통 

능동 및 수동 기기의 건전성을 운전 중에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진단할 수 있는 선진

화된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함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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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통한 원자력의 대국민 수용성 증대 및 사고 피해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원자력 비상사고시 작업자를 대신하여 위험지역 현장에서 사

고의 조기수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무인원격대응 체계를 구축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ㅇ 원전구조재료/부품 신뢰성 검증시험 시설 구축

- 원전계통 배관감육 설비 구축 및 성능검증 

- 원자로 내부 구조부품 신뢰성 검증기반 구축

ㅇ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실증시험 자료 생산

- 원전 배관감육 실증자료 생산 

- 고온 배관감육 감시용 UT 신뢰도 검증 및 실증시설 설치/운용 

- 한국형 원전배관 건전성 평가용 DB 구축

ㅇ 구조재료(저합금강) 역학물성 데이터 신뢰성 검증 

- 미국CTS Test #140∼#143)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ㅇ 가동 원자로 조사재료(충격물성)참조표준 개발

- 울진원전 1, 2호기 제4차 중성자 조사 감시시편 4종 충격물성 102건 

ㅇ 국가참조표준 품질 매뉴얼업데이트 및 갱신평가

-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수집/생산 계획서, 절차서, 불확도 평가절차서, 표준품

질매뉴얼 보완·갱신

ㅇ 원자력재료종합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운영 서비스 고도화

- 신규 역학물성 DB 생산, 과거 원전재료 물성 자료 수집, 열화정보수집 

- 인터넷 서비스 가능한 형태로 변환 및 저장

ㅇ 시뮬레이터 기반 계측제어 계통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 시뮬레이터 활용 시험검증 방법 개발

- 시뮬레이터 활용 시험검증 도구 확보

- 시뮬레이터와 검증도구 인터페이스 개발

계측제어 계통 시험검증 시설/환경 구축

ㅇ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인간공학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 제어실 화재 실감요소 구현기술 확보

- 제어실 지진 실감요소 운전원 실감도 분석

- 실감환경을 고려한 인간공학 적합성 평가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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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및 인지 기반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 시험설비(Nu-TEB) 개발

ㅇ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Test-bed 구축

- IPS 사이버감시계통 설계 및 ESF-CCS, DPS간 연계 구축

- 비안전 계통 Online 모니터링 기술 연구

ㅇ 사이버 침해대응 및 복구 기술 개발 

- 기기별 침투에 따른 거동 분석

- 사이버위협 유형별 TEST-BED 재현 기술 개발

ㅇ 기기별/계통별/통합 사이버보안성 시험 및 영향성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보안성 시험 및 영향성 평가체계 보완

- 시험 및 영향성 평가 환경구축/방법설정/계획/절차서 개발

- ESF-CCS/IPS 상세 시험 및 영향성 평가 수행

ㅇ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사이버보안교육

- 교안/강의 개발 지원 

ㅇ 원전기기 노후도 신속진단 기술 연구

- 원전 수동기기 광역진단 기법 연구 

- 비공진 진동센서 연구

- 진동신호기반 배관 감육 진단기술 개발

ㅇ 원전 1차계통 기기건전성 감시체계 선진화

- 음향 누설 감시계통 성능 개선

- 냉각수 펌프 감시계통 개선 시제품 개발

- DSP 기반 금속이물질 감시시스템 개발

- 원전 1차계통 기기건전성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

ㅇ 원자력 계통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플랫폼 연구

- 원전 능동기기 진단 기법 연구

- 지속감시용 플랫폼 구축

ㅇ 무인대응 기술 및 체계 구축

- 무인대응 체계구축

- 공중/지상 무인이동 플랫폼 개발

- 인터페이스 및 위치인식 기술 개발

ㅇ 원격 수소 측정용 라이다 기술 개발

- 수소와 질소의 라만 신호 획득 라이다 장치(H/W) 개발

- 라만 신호의 수신 및 실호분석 알고리즘(S/W) 개발

- 수소가스 원격탐지 라만라이다 실험 (성능 실험)

ㅇ 공간방사선분포 원격탐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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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탐지 요소기술개발

- 방사선 검출기 설계

- 방사선 검출기 제작 및 성능 시험

Ⅳ. 연구개발결과 

1.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ㅇ 원전계통 배관감육 설비구축 및 성능검증

- 세계최고 사양의 원전 배관감육 실증시험설비 완공(2“ 배관기준, 20m/s)

- 유속변화 장기운전 (10→12→7 m/s, 각 50일 연속 운전)

- 150℃, 용존산소 4ppb 이내, pH = 7

- 온도, 압력, pH, 전도도, 유량 지속 모니터링, 지표정상

- 운전기록지 작성/유지관리, 수화학계통 운전절차서/매뉴얼 제개정

- 품질보증체계 구축 방안 마련

ㅇ 원자로내부구조부품 신뢰성 검증기반구축

-  IASCC 실증설비 설계 방안 마련

- 중성자 조사재 수급 방안 수립

- 중성자 조자재 취급 및 시험 안전 절차 수립

- 중성자 조사재 IASCC 시험설비 설계 기술 보고서 발간

- IASCC 실증설비용 1차 계통수 순환시스템 및 제어장치 구축(cold lab내, 장치 1식)

- 1차 계통수 제어 및 순환 조건 설정, 운전 상세 절차서 작성

- 미래원전 구조재료 양립성 평가 국내외 현황 분석보고서 발간

ㅇ 원전배관감육 실증자료 생산

- 유속 변화에 따른 감육 자료 생산 

- 유속 변화에 따른 배관 길이별, 원주별 감육자료 분석

- 배관 재료인자 영향 자료 생산 

ㅇ 고온배관감육감시용 UT 신뢰도 검증 및 실증시설 설치/운용

- 배관감육 실증설비 test section 내 UT 시스템 설치 및 운용

- 개발 고온 UT 시스템 이용 실시간 결과 생산 및 해석

  (실시간 ±10μm 편차 수준 (상용제품 ±50μm))

- 상온 UT 이용 감육량 측정 및 고온 UT 결과와 비교분석

ㅇ 한국형 원전배관 건전성 평가용 DB 구축

- 수력학적 인자 DB 구축 (453개 수록)

- 배관감육 영향인자 통계적 분석 방법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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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감육에 따른 감육 형상 DB 구축 

2. 원자력 구조재료 역학물성 검증 및 고신뢰성 재료정보 체계 구축 

ㅇ 구조재료(저합금강) 역학물성 데이터 신뢰성 검증 

- 미국 CTS Test #140∼#143)비교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및 금속재료 국제시험   인증 

자격유지

ㅇ 가동 원자로 조사재료(충격물성)참조표준개발

- 울진원전 1, 2호기 제3차, 울진 3,4호기 1차 중성자조사 감시시편 4종 충격 물  성 

254건 국가참조표준 검증급 전문위원회 최종 인증 및 등급부여요청서 작성/ 제출 

- 원자력재료 역학물성 참조표준 세부평가절차 및  기준 제정

- 원전재료역학(인장)물성 불확도 평가절차서 마련 

ㅇ 국가참조표준 품질 매뉴얼 업데이트 및 갱신평가

-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수집/생산 계획서 마련

-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수집/생산 절차서 마련

-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불확도 평가절차서 마련

- 표준품질매뉴얼 보완·갱신

- 국가참조표준/원자력구조재료역학물성데이터센터 갱신평가 통과 및 데이터 센터 계속 

운영(산업자원통상부/기술표준원 재지정 16호, [2015. 1~2019.12 (5년)]

ㅇ 원자력재료종합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운영 서비스 고도화

- 재료열화 플랫폼 MD포탈 구축 및 원전재료역학물성(인장, 충격, 크리프) 주요 자료 세

부사항 입력

- 인터넷 서비스 가능한 형태로 변환 및 저장

- 원자력 재료에 대한 기초 물성 및 원자력 특수 환경(방사선 조사 및 고온/고압수 환경)

에서의 재료물성 변화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프레임 구축과 자료 수집

3.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안전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ㅇ 시뮬레이터 기반 계측제어 계통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 시뮬레이터 활용 시험검증 방법 개발 및 적용

- 시뮬레이터 활용 시험검증 도구 확보

- 시뮬레이터와 검증도구 인터페이스 개발

ㅇ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인간공학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 제어실 화재 실감요소 구현기술 확보

.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에 필요한 화재 실감요소 개발

. 화재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 절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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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실 지진 실감요소 운전원 실감도 분석

. 지진 실감형 모의설비를 활용한 운전원 실감도 측정 및 분석

. 지진에 대한 운전원 실감도 추정식 도출

- 실감환경을 고려한 인간공학 적합성 평가도구 개발

. 인간공학 적합성 평가도구의 실감도 보정 방법 도출

.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인간공학 적합성 평가도구의 유효성 평가

- 인체 및 인지 기반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 시험설비(Nu-TEB) 개발

. 지진 및 화재 실감형 모의설비 모듈 통합

. 지진 및 화재 실감형 모의 데이터 및 인체측정 데이터의 통합분석 알고리즘 도출

4. 국가 원자력 시설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

ㅇ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Test-bed 구축

- 안전계통 ESF-CCS, 비안전 DPS 와 IPS간의 통신 연계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계통

간 연계구축 

- IPS를 기준으로 계통간 정보 처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및 DB 구성 완료

- 연계구축을 통해 사이버보안 시험에 대한 계통간의 상호 연관관계 분석환경 구축

ㅇ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사이버 보안 모의사고 분석 수행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변조를 통한 제어로직 변조공격 및 대응방안 분석 수행

- 비인가 장치를 통한 제어로직 설치 공격 및 대응방안 분석 수행

- Offensive PT tool을 이용한 IPS TEST-BED 모의침투 시험 및 절차서 개발

- ESF-CCS, DPS, IPS TEST-BED 대상 모의사고 분석 및 시험 

- 원자력 시설 사이버보안 비상사건 대응 및 복구 계획안 개발

ㅇ 기기별/계통별/통합 사이버보안성 시험 및 영향성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보안성 시험 및 영향성 평가체계 개발

- 시험 및 영향성 평가 환경구축/방법설정/계획/절차서 구축 

- ESF-CCS 시험 및 영향성평가수행 & IPS 시험 및 영향성평가수행

- ESF-CCS, DPS 및 IPS 평가결과 활용방안 수립

ㅇ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사이버보안교육

- 미 DOE와 PCG 협약을 통한 원전 사이버보안 교안 개발

- 유관기관 기술지원

5. 원자력 계통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체계 구축

ㅇ 원전기기 노후도 신속진단 기술 연구

- 원전 압력계통 기기 내부/이면 결함 원격 스캐닝 및 영상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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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압력계통 기기 내 초음파 전파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 및 모델 개발

- 전자기장 기반 비공진 진동센서 연구

- 기계-전기 임피던스 기반 배관 감육 신속진단 기법 연구 및 검사장치 개발

ㅇ 원전 1차계통 기기건전성 감시체계 선진화

- 음향누설감시계통, 냉각재펌프감시계통 및 원자로내부구조물감시계통의 개선 시제품 

  개발

-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 시작품 개발

- 1차계통 기기건전성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

ㅇ 원자력 계통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플랫폼 연구

- 기계학습 기반의 원전 능동기기 상태 감시 및 진단 알고리즘 개발

- 원전 능동기기 상태진단 기법 연구

- 원전 능동기기 상태 지속감시용 플랫폼 구축

6.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체계구축

ㅇ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체계 및 기술

- 무인대응장비의 하나로 종합방재훈련 적용

- 국제표준 및 국제협력 기반 구축

- 지상/공중 협업 이동플랫폼 시제품 및 권선기 제작

- 통신시험 및 위치인식 알고리즘 구현

ㅇ 원격 수소 측정용 라이다 기술 개발

- 수소와 질소의 라만 신호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소형 라이다 장치 개발

- 라만 신호의 수신 및 실호분석 알고리즘(S/W) 개발

- 개발된 라만 라이다를 이용한 수소가스 원격탐지 실증실험(측정정밀도 1% 달성)

ㅇ 공간방사선분포 원격탐지기술 개발

- 방사선 탐지용 검출기 및 신호측정 모듈 설계/제작

- 검출기 콜리메이터 및 차폐체 구조설계/제작

- 방사선 탐지장치에 대한 감마선 조사시험 및 결과분석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ㅇ 원전 2차계통 배관감육 실증시험과 검증을 통한 건전성 제고 기여

ㅇ 배관감육 실증시험과 산업체 협력을 통한 한국고유 배관감육 모델과 코드개발



- 12 -

ㅇ 원전 2차계통 배관감육 실증 고품질 시험자료 지속적인 생산 기반확보

ㅇ 국내 고유의 원자로 내부구조부품 실증시험 설비 구축

ㅇ 국가참조표준데이터의 인증등급을 획득함과  원전 재료 규격의 국제표준화(ISO TC 

85, ASTM, ASME)에 기여

ㅇ 다양한 원자력 시설의 설계 시 적절한 재료의 선택 근거 제공

ㅇ 고부가 가치의 신재료 개발 및 차세대원자력시스템에서 사용될 재료 개발에 활용

ㅇ 원자력 시설의 부품 손상 수집자료 DB를 활용하여 가동원전의 유지 보수에 활용 유관

기관 공공목적 활용 서비스 고도화로 정부 3.0 공공데이터개방·공유 정책에 적극 

부응 

ㅇ 미래원전 계측제어 계통 장시간 자동 시험 검증 능력 제고

ㅇ 디지털 계측제어 검증 설비와 기술의 해외 수출 및 타 안전산업 계측제어 검증에 활용

ㅇ 사고대응능력 측면의 미래원전 제어실 인간공학 적합성 검증기술 및 인프라 확보

ㅇ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수출원전의 인간 융합형(실감기반) 안전성 검증을 선도하여 국제

적 원전 강국의 위상을 확보

ㅇ 원전 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더불어 이를 운용하는 인간의 절대 안전을 고려

함으로써 대국민 원전 수용성을 증대

ㅇ 세계 원전 안전 적합성 평가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선도 

ㅇ 한국의 원전 해외 수출에 필요한 계측제어 안전 기술선점 및 국제사회 신인도 향상

ㅇ 원전 설계/개발/운영 및 평가기관 활용 

ㅇ 원전 사이버사고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기술 확립

ㅇ 국내 원자력시설 및 유관기관들의 TEST-BED 공동활용 및 사이버보안 평가 기술지원

을 통해 국민 안전성 제고

ㅇ 산업체의 사이버보안 시험평가결과 비공개 전달 및 보안성 강화방안 기술지원 

ㅇ Test-bed 활용을 통해 산업체의 사이버보안 평가비 절감 기여

ㅇ 원전 사이버보안 R&D 네트워크 확대 및 실무 교육훈련 능력 제고

ㅇ 국내 사이버보안 교육을 통한 원전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및 안전성 향상 기대

ㅇ IAEA, 미국 Idaho National Lab. 등 국외 사이버보안 전문기관과 체계적이고 장기적

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전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국제 원자력 사이버보안 연구 

ㅇ 고온,고방사능 구역 원전 압력계통 기기 구조적 안전성 상시 검사 분야에 적용

ㅇ 원전 1차계통 종합건전성 감시계통 개선 시 기술적 기준 제시

ㅇ 원전 1차계통 건전성 감시 기법의 검증 토대 제공

ㅇ 원전 기기 건전성 감시 기법의 수화력 발전소 및 대형 산업 설비 분야 확대 적용을 통

한 국내외 대형 산업설비 안전도 상승에 기여

ㅇ 국내외 보급형 진동 센서 시장 진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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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기 예방진단 분야의 국내외 기술력 상승 및 국제적 연구 트렌드 선도

ㅇ 국내 최초로 가스누설 탐지 라만라이다 장치 개발 및 실증 실험을 통하여, 원자력 산업

에서의 원격 유해가스탐지 기술의 기반을 마련

ㅇ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을 산자부 실용화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한국원자력기술)의 원격

수소탐지장치 기술이전 추진(에너지기술개발사업 원자력분야)

ㅇ 메탄가스, 플랜트의 유해가스 누설 등 일반 산업의 원격 가스탐지 기술로 활용 

ㅇ 원전비상사고 및 이상상태 모니터링 안전성 향상 및 경제성 증진 

ㅇ 화학사고 등 타 산업에 활용가능하며 국가재난사고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

ㅇ 원자력 계통 건전성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중장기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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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Advanced system establishment for nuclear system integrit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ㅇ Sustain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is accomplished through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nuclear systems/structures/components. Verification of reliability 

for secondary side piping and reactor internal structural component is 

essential to integr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in technology of 

nuclear power plant. Test facilities for flow accelerated corrosion of 

secondary side pipe and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reactor internal structural component will be constructed and verified data 

will be produced using the facilities. 

ㅇ Nuclear power plant  design technology is a world class competitiveness, but 

domestic materials properties database that are used as a design data of 

nuclear  power plant are very scarce. Therefore, It is intend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material 

specifications and  infrastructure for a unique standardization of  nuclear 

material of Korea type based on already secured the national reference 

standard quality assurance system and   measurement/evaluation/verification 

systems for the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physics properties and high 

reliable material information DB construction.

ㅇ Digitization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 

persists as to check the system safety. It is required to construct scheme 

that  evaluate safety compliance of system software and human factors 

engineering. It should be developed simulator-based, realistic simulation 

facilities-based, and software/human factors integrated system for this 

purpose.

ㅇ R&D projects with pre-determined terms are not effective for timely respon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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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gressive cyber threats. Continuous response systems should be 

managed to respond actively to persistent and intellectual cyber threats.

ㅇ By establishing a cyber threat response system that can be useful commonly 

to national nuclear facilities, which include research reactors and advanced 

reactors as well as new and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in our country, 

this project is to prepare for new types of cyber threats emerging by 

advancement in cyber technologies, to secure technologies responsive to 

potential cyber attacks against the nuclear facilities, to develop a training 

facility for personnel working in the nuclear facilities, and to maintain a 

coorperative system for cyber threat response among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ㅇ Developing advanced on-line monitoring and diagnostic system for safety of 

pressure vessels and machinery of nuclear power plant is essential. This 

technologies will assure nuclear system integrity and can be applied to 

existing NPP in Korea being aging.

ㅇ By establishing the unmanned remote response system that can prevent 

nuclear accident early and spread instead of human at the hazardous area,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will be increased and the economic 

cost will be decreased through minimizing accident damage using the 

unmanned remote response system.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Section 1. Construction of system to verify reliability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components 

1-1. Construction of facility for verification test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components

- Construction and verification of facility testing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components 

- Set-up of infrastructure for reliability of reactor internal structural 

components 

1-2. Verified data production for reliability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components

- Verified data production for pipe 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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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of UT system reliability for high temperature pipe 

thinning monitoring and installation/operation to test facility  

- DB set-up for assessment of Korea nuclear power plant piping 

integrity 

Section 2. Verification for the mechanical property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establishment of highly reliable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2-1. Verifica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data of nuclear 

structure material (low alloy steel)

- Participate in the comparison proficiency testing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CTS Test # 140~ # 140

2-2. Development of national standards reference data for the irradiated 

nuclear materials(impact properties) 

- Impact properties of the 4th surveillance tested 102  specimens 

for 4 kinds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of Ulchin 

nuclear power plant Unit 1 and Unit 2 

2-3. Quality manual updating  and renewal assessment for national center for 

standard  reference data 

- Supplement and renewal assessment for the plan and procedure of 

collection/production for the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data center, quality manual,  

and the process of measurement uncertainty estimation

2-4. Updating and upgrading operations services for general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materials(MD-Portal : Materials Data Portal for nuclear 

application)

- Production of new DB for mechanical properties and collection 

for past material properties and degradation information of 

nuclear materials  

- Conversion and storage in the form of an available interne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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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I&C Safety Conformance Assessment Platform

3-1. Construct scheme that evaluate safety compliance of simulator-bas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 Development of simulator-based system test and verification 

methodology

- Establishment of simulator-based system test and verification 

case-tools

- Development of interface system between a simulator and  

verification tools

- Establishment of the system safety evaluation tools and 

construction of the verification facility/environment

3-2. Real-sense-based human factors integrated system validation facilities

- Development of fire simulating technology in control room to 

measure human real-sense in fire

- Analyzing human real-sensing in earthquake environment in 

simulated control room

- Development of human performance measurements considering 

human real-sensing

-  Development of integrated validating facilities for human factors 

integrated system validation based on ergonomic and cognitive 

measurement

Section 4. Establishment of a cyber attack response system for national nuclear 

facilities

4-1. Establishment of nuclear I&C system test-beds

- Installation of the interface between ESF-CCS test-bed and IPS, 

DPS test-bed

- Development of online monitoring technology for non-safety 

system

4-2.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cyber threat response and restoration

- Analysis of simulated cyber incidents in nuclear I&C systems 

- Comparative analysis of cyber attack response technologies

4-3. Establishment of device-wise, system-wise, and integrated cyb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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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and impact analysis systems

- Enhancement of the cyber security test and impact analysis system

-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methods, plans and procedures for 

the cyber security test and impact analysis system

- Cyber security test and impact analysis of ESF-CCS, DPS and IPS

4-4. Nuclear I&C system cyber security education

-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plant cyber security awareness 

education program

Section 5. On-line integrity monitoring of NPP pressure vessels and machinery

5-1 Research on swift inspection method for structural integrity of pressure 

vessels

- Study on remote inspection and diagnosis technique of integrity of 

nuclear passive component

- Study of an alternative non-resonance vibration sensor

- Development of swift diagnosis technology of wall-thinning based 

on mechanical-electrical impedance change

5-2 Development of advanced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NIMS)

- Improvement of acoustic leak monitoring system (ALMS), reactor 

coolant pump vibration monitoring system (RCP-VMS) and internal 

vibration monitoring system (IVMS)

- Design and Development of prototype of DSP-based loose parts 

monitoring system (LPMS)

- Construction of integrated testbed of NIMS

5-3 Development of online monitoring platform for pressure vessels and 

machinery integrity

- Study on active component diagnosis technique based on machine 

learning algorithm

- Construction of on-line monitoring platform

Section 6. Establishment of unmanned response system for nuclear accidents

6-1 Development of unmanned response technology and establishment of 

system

- Establishment of unmanned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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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aerial and ground unmanned mobile platform

- Development of interface and localization technology

6-2 Development of Raman lidar technology for remote detection of Hydrogen

- Development of Raman lidar instrumentation for remote detection 

of hydrogen and nitrogen gas

- Development of signal acquisition and signal processing algorithm 

for Raman lidar hydrogen measuring system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remote hydrogen detection using 

Raman lidar instrument and DAQ system

6-3 Development of remote detection technology for radiation distributions

- Element technology development for radiation detection

- Design of the radiation detector

- Radiation detector fabrication and performance testing

Ⅳ. Result of Project 

1. Construction of system to verify reliability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components 

1-1. Construction of facility for verification test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components

- Construction and verification of facility testing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components 

 Construction of FAC testing system as the world best specification 

(20m/s for 2“ pipe)

 Long term operation as a function of the flow rate (10→12→7 m/s, 

50 day operation/each velocity)

 150 , DO < 4 ppb, pH = 7

 Monitoring of temperature, pressure, pH, conductivity and flow rate 

as indexes normal operation

 Operation log book/maintenance, manual/procedure preparation and 

revision

 Preparation of a plan to establish quality as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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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 of infrastructure for reliability of reactor internal structural 

components 

 Design of IASCC verification facility

 Accomplishment of method and procedure to receive irradiated 

materials

 List up of safe treatment and testing procedures of irradiated material 

 Publication of technical report for IASCC facility 

 Construction of simulated primary water loop with tensile testing 

system and control system for the IASCC verification facility (in cold 

lab.)

 Publication of status report on the compatibility of structural 

materials in future nuclear power plant

1-2. Verified data production for reliability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components

- Verified data production for pipe wall thinning 

 Pipe wall thinning data production as a function of the flow rate   

 FAC data analysis as a function of the circumferential and axial pipe 

position 

 Data production of the influence analysis of pipe material factors

- Verification of UT system reliability for high temperature pipe wall 

thinning monitoring and installation/operation to test facility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UT system in the test section 

 In situ high temperature UT data production and analysis ( ±10μm 

accuracy)

 Comparison and analysis of room temperature off line UT results with 

high temperature UT results

- DB set-up for assessment of Korea nuclear power plant piping integrity 

 DB as a function of the hydraulic factor (453 points)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statistical analysis of FAC

 Establishment of DB as a shape of pipe wall thinning 

2. Verification for the mechanical property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establishment of highly reliable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2-1. Reliability verific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data of nuclear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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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Low alloy steel)

- Participation for qualifications in the United State CTS Test # 140 # 143 

proficiency testing program and  maintenance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for international mechanical property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2-2. Development of national standards reference data for the irradiated nuclear 

materials(impact properties) of operating domestic nuclear power reactor

- The final certific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verification of 

national center for standard reference data of neutron irradiation 

surveillance specimen 4 kinds of impact properties of the 3rd 

surveillance tested 254 data of Ulchin nuclear power plant Unit 1, Unit 

2 and including the 1st surveillance tested specimens of Uljin nuclear 

power plant unit 3, 4 and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request 

document for assigning grades of standard reference data

- Establishment of procedure and guideline for detailed evaluation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mechanical properties and physical 

properties data

- Establishment of the process of measurement uncertainty estimation of 

nuclear 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tensile properties) 

2-3. Quality manual updating  and renewal assessment for national center for 

standard  reference data 

- Establishment of the plan of collection/production for the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 Establishment of the procedure of collection/production for the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 Establishment of the process of measurement uncertainty estimation of 

nuclear 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

- Quality standard manual updating  and renewal assessment for national 

center for standard  reference data 

- Certification of renewal assessment and continue operations for Korea 

Reference Standard Center  /Data enter for the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No. 16, reassignment, [2015.1 ~ 2019.12(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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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Updating and upgrading operations services for general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materials(MD-Portal : Materials Data Portal for nuclear application)

- Establishment of MD-Portal platform for degradation informa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input of the main detailed information for the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impact, creep) of nuclear materials  

- The conversion and storage in the form of an available internet service 

- Establishment of data base frame on changes of material properties and 

data collection of basic physical property for nuclear materials under 

special nuclear environment(irradiation, high temperature/high-pressure 

water) environment.

 

3. I&C Safety Conformance Assessment Platform

3-1. Construct scheme that evaluate safety compliance of simulator-bas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mulator-based system test and 

verification methodology

- Establishment of simulator-based system test and verification case-tools

- Development of interface system between a simulator and  verification 

tools (communication test)

3-2. Real-sense-based human factors integrated system validation facilities

- Development of fire simulating technology in control room to measure 

human real-sense in fire

. Determining operators’ real-senses for human factors integrated system 

validation in fire

. Compensating human factors integrated system validation process 

considering fire conditions in control room

- Analyzing human real-sensing in earthquake environment in simulated 

control room

. Measuring a level of real-sensing in earthquake environment

. Determining a estimating function of human real-sensing in earthquake

- Development of human performance measurements considering human 

real-sensing

. Determining a compensating method for considering human 

real-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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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ng a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ng method in earthquake 

environment

- Development of integrated validating facilities for human factors 

integrated system validation based on ergonomic and cognitive 

measurement

. Integrating the earthquake and fire simulating modules

. Determining a algorithm to integrate human data and external signals

4. Establishment of a cyber attack response system for national nuclear facilities

4-1. Establishment of nuclear I&C system test-beds

- Integration test-bed systems for cyber vulnerability test analysis

  . Installation of the interface between ESF-CCS test-bed and IPS test-bed 

and the interface between DPS and IPS

  . Installation of IPS application and database for interface between 

ESF-CCS test-bed and DPS  test-bed

4-2.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cyber threat response and restoration

- Analysis of simulated cyber incidents in nuclear I&C systems

  . Analysis of control logic change attacks by engineering software 

modification

  . Analysis of control logic implementation attacks through unauthorized 

devices

  . Development of test procedures for simulated IPS attacks by using an 

offensive PT tool 

  . Analysis and test of simulated ESF-CCS, DPS, IPS test-bed cyber 

incidents 

  . Development of a draft nuclear facility cyber incident response plan

4-3. Establishment of device-wise, system-wise, and integrated cyber security test 

and impact analysis systems

- Enhancement of the cyber security test and impact analysis system

-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methods, plans and procedures for the 

cyber security test and impact analysis system

- Cyber security test and impact analysis of ESF-CCS and IPS

- Application methods for ESF-CCS , DPS and IPS test results

4-4. Nuclear I&C system cyber secur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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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plant cyber security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 Development of a cyber security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PCG agreement with US DOE

  . Technical report for the development of cyber security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5. On-line integrity monitoring of NPP pressure vessels and machinery

5-1. Research on swift inspection method for structural integrity of pressure 

vessels

- Development of remote detection and visualization of internal defects in 

passive components

- Construction and verification of 3d- ultrasonic wave propagation  model 

in pressure vessel

- Design of and alternative non-resonance vibration sensor based on 

Lorentz force mechanism

- Improvement and verification of wall-thinned piping diagnosis algorithm 

and a portable device using mechanical-electrical mechanism

5-2. Development of advanced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NIMS)

- Development of improved prototype and on-line monitoring S/W of 

acoustic leak monitoring system (ALMS), reactor coolant pump 

vibration monitoring system (RCP-VMS) and internal vibration 

monitoring system (IVMS)

- Development of improved prototype of DSP-based loose parts 

monitoring system (LPMS) 

- Construction of integrated test bed for NIMS

5-3 Development of online monitoring platform for pressure vessels and machinery 

integrity

- Simulation of abnormal phenomena of active equipment of NPP system 

and abnormal signal class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

- Study on diagnosis of rotating machine 

- Construction of state monitoring equipment for active component of 

NPP system and on-line monito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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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tablishment of unmanned response system for nuclear accidents

6-1 Development of unmanned response technology and establishment of system

-　 Apply unmanned response system at the HANARO disaster prevention 

drill 

- Establishment of the ba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Fabrication of aerial/ground mobile platform and winding machine 

prototype

- Testing of commun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localization algorithm

6-2 Development of Raman lidar technology for remote detection of Hydrogen

- Instrumentation of Raman scattering spectroscopic system for remote 

detection of hydrogen molecules using UV laser.

- Development of hydrogen detection Raman lidar optical system and 

Signal processing algorithm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remote detection of hydrogen gas by using 

developed Raman lidar system. (Measuring accuracy < 1%/v)

6-3 Development of remote detection technology for radiation distributions

- Design & manufacturing of the radiation detector and signal processing 

circuits

- Design & manufacturing of collimator and shielding structure

- Gamma irradiation testing on the radiation detector and analysis of the 

result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ㅇ Integrity improvement of secondary side piping through verification test 

under various environments

ㅇ Development of Korea FAC model and code through FAC verification test 

and cooperative work with related regulator, industries and universities

ㅇ Construction of Korea IASCC test facility.

ㅇ Safety verification and reliability improvement of reactor internal structural 

component through IASCC test in facility constructed in hot cell for 

neutron irradiat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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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ertified grades acquisition of national standard reference data and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ISO TC 85, ASTM, ASME)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ㅇ Provide the evidence of the selection of suitable materials in various 

nuclear facility design

ㅇ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new materials and application to 

develop the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plant

ㅇ Application for the maintenance of the nuclear power plants using 

damage information data of nuclear facility parts in the MD-Portal  and 

actively cooperate for government’s 3.0 open and shared policy by 

upgrading using service of public purpose

ㅇ Promote a long time automatic testing and verification capabilities for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in future nuclear power plant  

ㅇ Take advantage of the export for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verification equipment and technology and utilization of the other 

industrial safety instrumentation and control verification

ㅇ Establishment of the human factors compliance verification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aspects of incident response capability in future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ㅇ Securing the internationally leading nuclear powers to verify the safety 

demonstration of the humans convergence (realized based) in domestic as 

well as  export nuclear power plants

ㅇ Increas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lant by considering the 

absolute safety of humans to operate them with the safety of equipment 

and software

ㅇ Leading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standards for safety conformity 

assessment technology

ㅇ Prior occupation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afety technology needed 

for export nuclear power plant and enhancement of the credibil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ㅇ Design/Development/Oper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 and take 

advantage of evaluation agencies

ㅇ Enhancement of public safety by technical supports for cyber security 

assessments of national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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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rovision of cyber security test results and technical supports for security 

enhancement to the corresponding industries in a closed way 

ㅇ Reduction of  cost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ssessments by the use of 

KAERI test-beds

ㅇ Enlargement of nuclear cyber security R&D network and enhancement of 

practical training and education capability

ㅇ Enhancement of cyber security awareness and operational safety through 

domestic cyber security training and education

ㅇ Enhancement of nuclear cyber security competence and enlargement of 

international cyber security research network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and long term collaboration systems with IAEA, INL, and other 

international specialized institutions

ㅇ Application to on-line structural safety monitoring of NPP pressure vessels 

under high temperature and radiation

ㅇ Providing technical reference to improvement of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NIMS)

ㅇ Providing a proving ground for prototypes of NIMS and related techniques

ㅇ Improvement of safety of thermoelectric/hydroelectic power plants and 

industrial facilities by using the online monitoring method developed in 

the project.

ㅇ Creation of economic profit by commercializing the non-resonance 

vibration sensor

ㅇ The radiation imaging detector is expected to be used for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nuclear facilities, radiation protection, nuclear security 

and safety.

ㅇ Development of remote leak detection technology in the nuclear industry, 

through analysis and system design of remote gas detection lidar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ㅇ Application to remote long-distance leak detection of methane or toxic 

gas in plant industry

ㅇ Safety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nuclear emergency accidents and 

abnormal condition monitoring 

ㅇ The proposed system can be utilized effectively in other fields such as 

chemical plant accidents and nation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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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pplication to mid- and long-term future planning of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for nuclear system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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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본 보고서는 “원자력계통 건전성 선진화 체계 구축”과제에 대한 지난 3년간 수행한 연구개

발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최종 연구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에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동안 연구개

발로 수행된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원자력 구조재료 역학 물성 검증 및 

고신뢰성 재료정보 체계 구축,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안전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국가 원자

력 시설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구축, 원자력 계통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체계 구축,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체계 구축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울진 4호기 증기 발생기 

전열관 손상 등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원자력 계통 건전성 선진화 

기술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따라 원자력 재료/기기 등의 hardware에 

대한 신뢰성 검증 기술, 원자력 계통의 software에 대한 제어, 감시 및 대응 체계, 

적대세력의 가상 침투에 대비한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기술 확보를 통한 원전의 

안전성/신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 과제 기획을 추진.

� 2012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 계통들의 연령별 건전성을 

평가하고, 수명주기 지속 감시하며, 조기 탐지 및 대응 할 수 있는 평가/감시/대응 

융복합 기술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4년까지 3년 1단계로 ‘원자력계통 건전성 선진화 

체계 구축사업’이 1) 원전 재료/기기 신뢰성 검증 사업, 2) 원자력 계측제어 

적합성평가,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과 3) 원자력 안전요소소재 통합시스템 구축의 3개 

세부과체로 추진

� 2013년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2010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인 현안이 됨으로써 이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기술이 필요하였음. 이에 따라 

‘국가 원자력시설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과제를 추가하였음. 과제 시작을 위하여 

기획하였던 전체 workscope을 모두 포함하는 건전성 선진화 체계 구축 사업으로 추진.

� 2014년 2단계 기획 추진. 다변화 되어가는 원자력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원자력 

계통 기술 및 전문 기관간 융복합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계통 건전성 기술 

종합 control tower 구축을 목표로 하여 재료/부품, 기기, 계측제어, 원격제어, 사이버 

기술을 융복합한 한 단계 도약한 계통 건전성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원전설계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국내 원전 및 수출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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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구조재료규격은 주로 ASME 사실상 표준을 중심으로 

제정된 KEPIC 규격이며, 국내의 독자적인 재료물성 설계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설계자료로 활용되는 재료규격 개발로 세계원전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확보하려면 

재료물성에 대한 검증으로 신뢰성의 확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함.

� 따라서 기확보한 원자력 구조재료의 역학물성에 대한 국가참조표준품질보증체제를 

기반으로 측정/평가/검증 시스템과 고신뢰성 재료정보의 DB 구축으로 국제 원자력 

재료규격 인증을 위한 기틀마련과 한국형 고유 원자력 재료규격화 등재로 배타권 

확보로 재료수출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30년 이상 축적된 방사선 환경 하에서 생산된 체계적인 원자력 재료 기술과 재료 

역학 물성 열화 정보, 중성자 조사재 핫셀 시험 시설 및 고성능 분석 장비등의 연구 

인프라와 관련된 우수한 전문인력은 원자력연구원만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선진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신뢰성 있고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시스템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상용 및 미래 원자력 

시스템에 공통적용 가능한 사고예방/신뢰성 검증/무인 대응할 수 있는 계통 건전성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배관감육 실증시험설비와 중성자 냉각재 내환경 재료 실증설비는 상용원전 뿐만 아니라 

SFR, SMART 등 미래원자력시스템에도 적용되는 국가기반시설이며 첨단과학기술의 

결집을 통해 개발되는 정밀평가기술은 구조부품의 중성자 냉각재 복합환경에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임. 

� 원전 배관감육 실증설비와 중성자 조사 유기 재료열화 실증시설은 원전 계통 건전성 

평가 시스템의 선진화 달성을 위한 핵심 설비이며, 원자력 안전성 향상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공공목적의 인프라 구축에 그 목적이 있음. 

� 실증설비의 구축을 통한 실증자료의 지속적인 생산은 원전 건전성 유지 및 확보에 매우 

중요함. 미추진시 재료열화에 의한 배관파단사고, 중성자 조사재 균열 발생/파단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여, 안전성의 후퇴와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성이 

증가함.   

� 국내 원전의 노후화에 대비한 원전 수동 및 능동 기기 건전성의 지속적인 감시 기술 

개발이 절실함. 기존의 원전 기기 건전성 감시 기법은 주기적, 간헐적으로 제한된 

기기와 영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예기치 않은 건전성 변화를 사전에 검출하지 못함. 

따라서 원전 기기의 지속 감시를 위한 요소 기술, 진단 기법 및 시스템은 선진 

수준으로 진일보되어야 함. 

� 원전 기기의 지속 감시를 위해서는 감시 센서, 계측 기법 등의 기반 기술 외에 수많은 

감시 신호의 종합적 취득과 건전성 진단 플랫폼 또한 확보되어야 함. 이 플랫폼에서는 

상태 진단 및 예방 진단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의 알고리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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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즉, 원전 계통 기기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 기술, 진단 알고리즘, 감시 계통 및 지속 감시 플랫폼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원자력비상사고시 사고분석 및 대응, 의료지원, 주민대피 등의 방재 대비책으로 

국가방사능 방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비상사고시 위험한 사고현장에서 사람대신 

사고의 조기수습이나 확산방지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인원격대응체계가 필요함. 

� 후쿠시마사고 및 체르노빌사고시 사고대응을 위해 많은 작업자들이(체르노빌 20만명 

이상) 투입되어 방사선피폭을 당했으며, 후쿠시마 사고시에는 이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투입된 작업자가 높은 방사능으로 인해 조치를 못해 사고완화에 실패하였음. 

원격대응체계 구축은 비상상황에서 작업자를 대행, 보조하는 원격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원자력선진국에서는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대형사고 이후 즉각적으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원격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비개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원자력재난은 자연재해 등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이에 대처하는 조직, 작업자등의  

준비 및 대응 상태에 따라 사고가 더욱 확산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 도 있음. 

원자력사고와 같은 극한상황에서 인간을 대신해 사고현장에서 감시, 정찰 및 조작 등 

원격대응을 할 수 있는 비상사고 원격대응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고의 조기수습, 

사고완화 및 복구등을 수행함으로써 원자력 이용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음. 

� 국가적인 재난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재난안전 관련 모니터링 및 대응 요소기술들의 spin-off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 원자력 비상사고 대응기술의 글로벌 선도 및 원자력재난 대비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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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1. 국외 현황

� 주요원전 선진국은 실규모급 원전 재료 기기 검증 시험을 원자력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원자력 실증설비시험 거대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

여,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었고 및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음. 이 사고로 인해 선진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

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및 검토를 수행중이며, 실증시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었음.

� 1986년 미국 Surry 2, 2004년 일본 Mihama 3 에서 인명사고를 동반한 원전2차측 

배관감육에 의한 파단사례가 있었음. 이를 계기로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원전선진국에서는 배관감육 실증시험시설을 구축 (프랑스 CIROCO, 독일 

AREVA BENSON test facility, 캐나다 B&W FAC 실증시험시설, 일본 

CRIEPI-PRINTEMPS 등)하여, 다양한 실증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왔음.

� 실증시험자료와 발전소 자료를 이용해 배관감육 모델개발, 배관감육 예측 및 관리 프로

그램을 보유하고 있음.(미국 CHECWORKS, 프랑스 CICERO, 독일 COMSY, 러시아 

RAMEK, 일본 FALSET) 특히 일본은 최근 10여년의 활발한 독자연구를 통해 자체코

드를 개발 중임. 

� 원자로 내부 구조부품의 건전성은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성을 담보함. 미국(INL, ANL, 

Michigan Univ.), 프랑스(CEA), 일본(JMTR), 스웨덴(Halden) 등의 원전 선진국에서

는 중성자 조사재의 1차 냉각수 환경에서의 정밀평가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배플, 배플포머볼트, 제어봉 클래딩, 용접부, 볼트나 용접으로 연결된 core shroud 집

합체 등은 많은 양의 중성자 조사가 되는 구조부품이며, 냉각수와 중성자에 의해 유기

된 재료열화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원전 신뢰성을 위협하는 핵심부품임.

� 중성자유기 응력부식균열은 현재까지 명확한 기구가 확립되지 않아, 설계시 반영된 보

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가동 중 건전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세계전문가 모임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장수명 운전동안 일어날 수 있는 열화모드를 집계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성

자 내환경 재료열화와 압력용기의 취화가 각각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원자력발전소

의 계속운전시 중성자 조사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큼.

� 미국전력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중성자 조사 저항성이 강한 재료의 개발을 위한 국제공

동연구(ARRM, advanced radiation resistant material)이 이미 착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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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현황

 

 가. 산업계 동향

� 국내원전 2차측 배관에서 FAC에 의한 배관감육으로 냉각수의 누출사례 발생. 배관감

육 사례로 2011년 영광2 배기관 파열, 2011년 고리4 MSR 배기관 파열이 있었음.  

� 원전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EPRI에서 개발한 탄소강배관 감육관리 지

침 및 CHECWORKS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탄소강 배관 감육관리를 수행하고 있

음.

� 한국전력기술에서는 배관감육에 따른 유체해석 코드를 해석하고, CHECWORKS 프로

그램을 이용해 발전소 상황을 고려하여 감육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배관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독자적인 배관감육 코드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원전의 가동기간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관심증대에 힘입어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부구

조물 관리를 위한 WH type 원자로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며, ㈜한전기술은 

배플포머볼트 교체기술을 개발하였음. 

 나. 학계 동향

� 서울대학교는 등전위 교번식 직류 전위차법(Equipotential Switching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ES-DCPD)을 이용해 감육두께 측정기술을 개발하였음.  

� 서울대학교는 원전 2차측의 배관 시스템의 정밀모사를 위해서 다양한 형상의 배관에 

대한 두께 검사를 위한 DRYTEL(dry test loop)을 구축하였고, FAC를 단기간 내에 

발생시키는 SFASL(SNU FAC accelerated simulation loop)을 개발하였음. 

� ES-DCPD는 국부적 감육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평균적인 감육을 

측정하고, 측정을 위해 여러 개의 전극을 배관에 부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다. 연구계 동향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2-2007년까지 증기발생기 슬러지의 주요 생성원인인 배관 

침식-부식(또는 FAC)에 미치는 유속, 오리피스 거리, 재질, pH 영향을 평가하고 기구

를 고찰함. 또한 소형 이상공존 분위기 시험장치를 이용해 감육에 대한 표면코팅층 영

향을 평가 중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유동가속부식 규제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배관감

육관리를 위해 두께측정 신뢰도 향상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원전선진국의 배관감육 실증설비와 관리 프로그램개발 동향과 국내원전에서 배관감육 

사례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배관감육 실증시험설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 

� 국내원전 실제 배관에 대해 실제 유속과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는 실증설비 구축을 

추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16년 3월 본 과제(주요사업)를 통해 배관감육 실

증시험설비 (FACTS, Flow Accelerated Corrosion Testing System)를 완공함. 이를 



- 65 -

이용해 상용원전 배관감육 실증시험자료의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고유 모델개발과 

코드개발 기반이 마련됨. 

� 구축된 설비의 사양은 원자력계통 건전성 선진화 체계 구축 2015 

(KAERI/TR-6345/2016) 에 상세 기술되어 있으며, 원전 배관 내 실제 수화학 조건을 

정밀하게 구현함과 동시에 유동가속현상을 모사하고, 그 이상의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프랑스 EDF의 CIROCO (2350kg/h), 일본 CRIEPI 의 PRINTEMPS (20mm 배관, 

7m/s), 독일 Simens-Benson (내경 16mm에 대해 40m/s) 보다 높은 2인치 배관 기

준 20m/s의 사양으로 구축됨.

� 구축된 실증시험설비와 실증시험 기술은 상용원전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원자력시스템

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큼.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재를 다룰 수 있는 시험시설(IMEF, irradiated material 

examination facility)을 운영중에 있으나, 냉각재 환경을 고려한 복합환경에서 중성

자 시편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는 전무함. 

� 설비가 전무하여 중성자 조사 대신 원전 내부구조물 소재인 스테인레스강에 대해 이온

조사를 하고, 냉각재 환경을 모사하는 장치를 제작하여 이온조사 유기 응력부식균열 거

동을 고찰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국내에는 중성자 조사재를 이용한 발전소 냉각재 환경에서의 평가시설이 전무한 상태

라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합금개발과 평가 제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조차할 수 

없어 소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원자력계통 건전성 선진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임.

제2절 원자력 구조재료 역학물성 검증 및 고신뢰성 재료정보 체계 구
축

1. 국외 현황

�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 분야별로 재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

뢰성 평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재료분야의 신뢰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국가 

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NIMS(National 

Insitute for Materials Science)에서 운영하는 재료신뢰성센터가 대표적이며 미국은 

ANL/IML(Irradiated Materials Lab) 등 국가연구소 및 아이오와주립대

/CNDE(Center for Nondestructive Evaluation) 등의 학계를 중심으로 재료의 신뢰

성 평가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안전관련 소재

의 물성 중 필수적인 방사선 조사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ANL/IML 같은 연구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신뢰성 센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NEA(Nuclear Energy Agency)는 원자력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산하에 설립된 기

구로 1978년 각 회원국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NEA databank를 설립하였고 원자로 설

계나 차폐계산 등을 하는 데 필요한 핵자료서비스(nuclear data), 핵물질 원소들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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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 및 열역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화학적 데이터(chemical data), 원자력 관

련 전산코드서비스와 같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물성자료들을 보고서 형태로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료물성 DB는 아님. 그림은 NEA nuclear data services의 웹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음.

�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ervice)는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주축이 되어 1970년대 설립된 원자력 분야의 국제적 정보유통 시

스템으로 CERN(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WEC(World Energy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적 기관에서 생산된 각종 기술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료는 보고서와 같은 문서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재료물성 

DB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다양한 원자력 재료 관련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정

리 하여 데이터 뱅크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관련 재료의 DB는 

THERSYST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는 DOS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로 일반일들이 사용하

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실정임.

� 러시아의 경우, IBRAE Material Properties DB를 구축하여 재료물성을 제공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음(http://www.ibrae.ac.ru:8080/vvo-doc/db01.htm: 2008.12월 현

재 본 웹페이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여러 연구기관이 연합하여 1990년대 초반 원자력 재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프로젝트(DFW: Data-Free-Way)를 진행하였음. DFW 프로젝트에는 일본

의 NIMS, 기관 통합 전 JAERI(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와 

JNC(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JST(Japan Science 

Technology Corporation), NRLM(National Research Laboratory Metrology) 및 

SRI(Ship Research Institute) 등이 참여하였음. 구축된 DFW 시스템은 현재 일본의 

원자력 관련 재료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원자력 관련 재료의 신뢰성 평가 및 개발에 필

수적인 재료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인 재료물성을 데이테베이스화한 자료가 MatWeb 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재료는 알곤국립연구소의 웹페이지(INSC: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Center) Material Properties Database를 통해 제공

되고 있음. 이외에도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서치웹페이지와 특별히 폴

리머 재료의 물성을 DB화 한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NSRDS 정책 (Federal Policy on National Standard Reference Data 

System)

  - 1963년 NSRDS 정책을 수립, 공인기관이 주도하는 엄밀히 평가하여 표준치로 인

정할수 있는 참조표준의 생산, 편집, 유통 체계의 운영을 개시함

  - 1968년 미 의회로부터 참조표준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NSRDS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으로서 미공법 90-396 (Pub. Law 90-396 "SRD Act")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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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미국 표준연구소 (NIST)의 주도하에 Standard Reference Data 라는 이름으

로 참조표준을 사용자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범세계적

으로는 CODATA(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를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으며, 그 활동 영역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 과학기술데이터 위원회 (CODATA: 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 참조표준과 관련된 국제기구인 과학기술데이터 위원회에서는 전 세계의 

과학기술 데이터를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음

  표 2.1.1 전 세계의 과학기술 데이터 3가지 종류

    

데이터 

종류
특성 예

Class A
잘 정의된 시스템에 의해 얻어지는 재현성 있는 데이터

(Repeatable measurement on well defined system)

물리, 화학, 재료 

등의 데이터

Class B
관측에 의해 얻어지는 데이터

(Observational data)

생물, 천문, 자원, 

지구과학 분야 등

Class C
조사에 의해 얻어지는 통계적 데이터

(Statistical data)

유전자, 인체골격, 

심전도 등

�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는 원자 및 

분자의       물성정보를 Standard Reference Data 또는 Physical Reference 

Data로 분류하여 사용자    들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특히 물질의 분광학적 

데이터인 스펙트럽 데이터는    미 우주항공국 (NASA)와 공동으로 참조표준을 개발 

우주 항공 산업 및 기초학문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ORNL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일본의 NIFS (National 

Institute for         Fusion Science) 그리고 이스라엘의 Weizmann 연구소 등과 

같은 국가 연구소난 국제원자  력기구인 IAEA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원자 

및 분자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여 자국의 산업체 및 연구소에 자료를 제공하

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유럽,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관련 재료의 DB를 구

축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음. 특히 IAEA의 이러한 노력은 원자력의 안전성과 신뢰성, 효율성 향상

을 위해 개발도상국가에 다양한 원자력 소재들의 물성자료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 국내 현황

 

가. 산업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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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재료, 소재 및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시험분석을 위한 기관으로는 플라스틱/고분자

재료, 섬유소재, 공업화학소재, 금속소재 및 무기(세라믹) 소재분야에 총 37개의 시험검

사 공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민간, 대학을 포함하는 모든 시험 검사기관을 

포함하면 3,0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시험기관 중에서 원천적인 시험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전무하다고 해도 무리가 없음. 

� 국내 원자력 산업계를 중심으로 원자력 관련 소재의 DB 구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

으나 과제의 특성상 산업계가 주축이 되어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한수원(주)이나 

한전원자력연료(주) 등은 원자력연구원 및 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소재의 특성 분석 및 DB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 2007년도 전력기술종합발표회에서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관련 신소재의 개발이 절대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소재 신뢰성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나. 학계 동향 :

� 2002년도 한양대학교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국제원자로 재료 Data Base 공동구

축 및 활용체재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DOS 기반의 IAEA DB인 THERSYST를 유저

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IAEA의 원자력발전분야 운영팀과 상호협의를 통해 Web 환경 

기반의 THERSYST로 변환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연구계 동향 

� 국내 재료분야의 신뢰성 센터는 각 분야별로 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http://chemrac.krict.re.kr/),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http://reli.kemti.org/main.asp), 기술표준원 신뢰성정보센터 

(http://reliability.kmac.or.kr/),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http://emille.kimm.re.kr/act/act_05.html), 산업기술시험원

(http://www.krc.re.kr/main.asp)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http://reliability-kitech.re.kr/) 등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품소재종합정보망

(그림)은 기계부품, 전자전기부품, 금속/세라믹/화학/섬유소재와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

여 운영하여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원자력 재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특

성자료가 매우 미미하여 선진국의 시험자료 및 데이터베이스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특히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물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기초자료의 확보 및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본 사업을 통하여 원자력 안전요소 소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자체 생산

된 물성자료를 DB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일임. 특히 고방사선에 

노출된 자료의 물적 특성변화에 대한 DB 시스템 구축은 원자력 시설 및 장치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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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증 및 수명연장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연구부에서는 원자력 관련재료(노심재료)의 물성을 DB화하기 

위해 web의 기본 바탕을 구축하였으나(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원자력재교 기

술개발 

� 노심재료 및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제) 현재 기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임. 

� 원자력 학계, 연구 및 산업계의 지속적인 원자력 소재의 물성 DB에 대한 요구가 있으

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재료의 물성 및 특성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각 원

자력 소재의 특성은 국내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통합

하여 DB 구축하고 선진국의 결과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원

자력 연구개발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아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참조표준 평가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참조표준 개발의 초석인 데이터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임 

제3절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안전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1. 국외 현황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원전의 건전성 감시 및 평가를 위해 1970년대부

터 수십년간 주요 기기의 DB를 구축한 후 최신의 국제 기준에 따른 디지털 평가 기술

을 개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Sequoyah, TMI, Harris 및 PaloVerde의 원전과 화력발전소 전력플랜트 산업

에서는 분산 운영되고 있던 감시, 상태진단, 운영지원기능을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DB Network 기반 통합운영관리제어 Platform(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 통합감시감독제어시스템)을 운영

하여 발전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운영하게 지원함으로서 불시정지 빈도를 

감소시켜, 원전 이용률을 70%대에서 90%대로 개선함

� 독일, 프랑스에서는 원자력시설 비상사고 시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대응 전문조직을 

구축운용 중임

� 일본 도시바에서는 발전소 안전성 향상과 수명 연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 과제 일환으

로 레이저 열화처리기술(Laser De-sensitization Treatment)를 개발하였으며, 원격 

광섬유 전송 장치와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헤드부를 개발하여 2004년도 BWR 적용

을 마치고 2005년 부터는 PWR에 적용중임. 주요 용도는 1차측 배관 내부의 

SCC(Stress Corrosion Cracking) 처리 기술과 레이저 용접부의 잔류응력 저감/개선 

기술임.

� 또한 미국 westinghouse 사에서는 수중에서 직접 노즐 부분의 레이저 보수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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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방식의 정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일본은 1999년의 JCO 임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방재를 위한 원격대응 기술을 개발

하였으나 현장 적용성 검증 미비 및 기술지원 연계체계가 미구축되어 후쿠시마 원전사

고시 활용되지 못함

� 미국은 USNRC의 규제기준 (Reg. Guide 및 NUREG) 과 ASME/IEEE 등 미국 산업 

표준을 적용한 평가가 활발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 원자력 분야의 기술 기준은 최

상위 IAEA 기준을 비롯하여 원자력 계측제어분야와 방사선 방호기기분야는 IEC 국제

표준, 원자로 및 핵연료 분야는 ISO 국제 표준을 적용한 평가 인증체계가 정립되고 있

음

� 독일의 기술평가기관(TUV, ISTec 등)에서는 원전 기기 설계 및 안전운영 평가를 통한 

자국 기술 성숙도 향상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를 비롯

하여 전세계 원전 안전 운영보증 및 평가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음

� 세계 각국에서는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가 널리 통용되도

록 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부합과 함께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호인정 활동

을 추진하여 왔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원자력에 전산화 절차서와 같은 최신 인터페이스가 다양하게 

도입됨에 따라, 인적요소 관련 새로운 기술현안을 다루는 국제표준이 활발하게 논의되

고 있음. 이는 최신 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선점을 노리는 원자력 기술의 각축현상

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임.

� 미국 원전의 경우, EPRI에서는 원전 화학계통의 운영 및 정비와 관련하여 안전과 관

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절차와 권고 범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

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

장 사정을 반영하여 권고범위 내에서 적절한 운영 절차서를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2. 국내 현황

가. 산업계 동향 

� 대부분 가동원전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나 가동원전의 노후화된 설비를 디

지털 시스템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고 최근 건설되는 신규원전에 디지털 시스템을 대부

분의 안전계통에 적용함에 따라 결정론적 통신, 사이버 보안, 펌웨어 검증 및 상용인증 

등의 국제 표준 적합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10건의 불시정지사건 중에서 9건이 계측제어 혹은 인적요소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KINS의 OPIS 기준), 전기적 원인으로 제시된 나머지 

한 건도 모터를 정비한 사람이 드라이버를 떨어뜨린 실수가 작용하였으므로, 인적요소 

측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부각되고 있음

� 수년전까지 한국의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등 전력플랜트의 건전성을 감시, 상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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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운영을 지원하는 실시간 통합운영관리 Platform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 통합감시감독제어시스템)은 외국 발전설비와 함께 도입

하여 사용하였음. 최근에 와서 이들 실시간 통합운영관리 Platform을 국산화하여 가동 

중 화력과 원자력 발전설비의 이상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 원자력 계통의 인적요소에 대한 건전성 평가는 원자력법규에 따라, 설계건설의 심사, 

가동전후의 시설검사, 운영 중 주기전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등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인적요소 평가의 기술기준은 대부분 NUREG, IEEE 등 미

국의 기술기준을 적용해왔음. 

나. 학계 동향 :

�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중장기 연구를 통해 원거리 

결함 탐지가 가능한 유도초음파를 이용하여 (i) 증기발생기 세관에서의 유도초음파 전

파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ii) 원전에 사용되는 배관 시편(직경 2인치 

seamless 스테인리스 스틸 배관)을 대상으로 결함 탐지 및 진단 기술에 대한 기초 연

구를 수행하였음

� 국내의 경우 일부 원전기기 단품에 대한 감시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경우도 있

으나, 전반적인 성능진단 기술은 선진국 대비 50%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성능진

단 지능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 미흡하며, 원전기기를 모사한 시험시설 및 진단 및 안전

성 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지식기반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은 아직 초보단계임. 원전 

현장의 적용 및 기술수출을 위해서는 실험을 통한 지식기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

급한 실정임

다. 연구계 동향 

� 원자력 소프트웨어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하여 (주)새한검증 및 KTL 등이 부

분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원자력 분야지식 미흡으로 원전 안전 운영 보증이 

어려우며, 한수원 및 두산중공업에서도 원전의 지속 수출과 안전운영을 위해 원전 중소

업체의 원전 기기설계 평가체계 및 원자력 플랜트 안전운영 보증체계를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음

� 원자력 계통의 인적요소에 대한 건전성 평가는 원자력법규에 따라, 설계건설의 심사, 

가동전후의 시설검사, 운영 중 주기전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등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인적요소 평가의 기술기준은 대부분 NUREG, IEEE 등 미

국의 기술기준을 적용해왔으며, 관련 국제표준에 대한 고유한 평가기술은 확보하지 못

하였음

� 원자력 계통의 인적요소에 대한 실험적 평가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기초연구

를 위한 실험실(Nu-TEB; Nuclear Test Bed)을 구축하고, 일부 생체신호 기반의 평가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원전 설계의 검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간공학 요소기술 

측면에서 부분적인 실험측정체계만을 구축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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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가 원자력 시설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

1. 국외 현황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신규, 운영 중인 

원전 그리고 개발 중인 원전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인허가 지침을 위하여 2006년 1월 

Regulatory Guides 1.152(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Rev.02) 규제지침을 발표함.

� 또한, 원전의 모든 계측제어계통, 보안시스템 및 비상방재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이행할 것을 미국 연방법인 10CFR 73.54를 통해 공포하였으며, 또한 10CFR 

73.54에 대한 상세이행지침인 Regulatory Guide 5.71(Cyber Security Programs 

for Nuclear  Facilities)을 2010년에 마련함.

� 미국 NEI(Nuclear Energy Institute)에서는 2002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기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고 미국 규제기관인 NRC 및 국립연구소인 

PNNL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와 함께 미국 내 4호기의 원전에 

대해 Cyber Security 잠재적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2012년 1월 

Nuclear Security Series 형태로 보안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 안전과 보호에 대

한 보안 권고사항 및 기본 지침을 마련함.

�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4건의 상세 Nuclear Security Series를 발표하였고, 

15건의 Nuclear Security Series를 추가 개발 중이다. Nuclear Security Series 중 

Computer Security at Nuclear Facilities는 사이버 침투 및 악의적 행위(Malicious 

act)로부터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 통신망, 정보 네트워크 등 원자력 시설에 대한 보

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권고사항 및 이행에 관한 기술지침 마련함.

�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는 디지털 시스템 연구 계획(Digital system research 

plan FY 2010-2014)을 통하여 원전 디지털 시스템의 보안과제 계획을 제시하고 디지

털 플랫폼 취약점 분석(Security of digital platform),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그리고 전자기 및 라디오 주파수 취약성 보안 평가(Security assessments 

of EM/RF vulnerabilities)의 세부과제를 진행함.

�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사이버보안 로드맵 개발을 통해 에너

지 분야 제어시스템을 위한 보안체계를 수립하고, 보안기술 연구개발을 추진 함.

� US-CERT(United States - Computer Emergency Readiness Team)는 2003년 국

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내의 국가사이버보안처(NCSD: 

National Cyber Security Division) 산하로 설립되어 미국 연방정부기관 전산망에 대

한 사이버위협징후 모니터링 등 관제업무를 수행함.

�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은 DHS로부터 Control Systems Security 

Program(CSSP)을 위임받아 다음과 같이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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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위해 완화를 위한 보안 권고 사항 제공

2) 교육훈련, web-based 훈련 시행

3) 사이버보안 기준 및 지침 부합성 평가 도구인 CSET(Cyber Security Evaluation 

Tool) 개발

4) SCADA 시스템 기기간 네트워크 트래픽의 수동적 실시간 감시 도구인 SOPHIA 

개발

2. 국내 현황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은 원전 물리적 보안에 대한 규제업무에 사이버보안 규제업무를 포함하기 위

하여 2013년에 국내 KINAC 원자력방호방재법를 개정(사이버보안 포함)하고, 2015년 

국내 KINAC “원자력시설등의 사이버보안 기술기준”(RS-015)를 발표함. 

� 국내 원전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제는 원전 안전계측제어계통에서 제어 및 감시계통까

지로 확대될 예정임.

� 설계생명주기 단계별 체계적인 사이버보안기술 적용에 대한 규제지침, 안전한 개발 및 

운영환경 확보 및 원전 운영시 주기적인 사이버보안성 평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

정임.

� 우리나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하에 원자력발전소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관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무용 

전산시스템에 국한되고 있으며 계측제어시스템에 대해서는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원자력 선진국에 비해서 신규원전 건설이 활발한 우리나라는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이 

일찍부터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이버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국가 원자력시설 사

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속히 구축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의 예방활동 

관련 연구가 요구됨.

제5절 원자력 계통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체계 구축

� 미국 ,프랑스 등의 원전 기술 선진국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원전 

기기의 건전성 평가, 진단 및 성능 예측과 관련한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존에 안전성 감시가 미흡했던 기기에 대한 

건전성 진단 기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개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 

� 원전 수동 기기의 건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존의 주기적, 간헐적 검사 방식을 탈피

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요소 기술 및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음. 또한, 검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RT 기반의 압력기기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초음파 기반 비파

괴 검사 기법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원전 기기의 운영 환경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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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초음파 기반 검사 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구조물의 재질 및 표면 상

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복잡한 구조물의 미세 결함을 검출할 수 있음.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서는 발전소 기기의 성능 모니터링 및 진

단 시스템을 개발 및 상업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 주도 및 발

전소 운영과 연계하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미

국은 미국원자력위원회의 주관으로 원전 기기/설비의 상태감시 및 진단 그리고 건전성 

평가를 통한 수명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음.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PNNL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이 원전 및 발전소의 보수 최적화 시스템

을 개발한 바 있음. 아울러 미국의 Emerson, Westinghouse 사 등은 주도적으로 원

자력발전소 기기/설비의 모니터링, 고장 진단 및 수명 예측 시스템의 상업화 개발을 수

행해 왔음. 

� 독일 Siemens AG Power Generation에서는 개별 발전소의 감시/진단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주제어실 (main control room)에서 통합, 

전문가들에 의한 원격 감시/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은 프랑스의 Alstom, 일본의 Hitachi사에서도 개발, 상용화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원전 시공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원전 

기기 건전성 모니터링 및 진단 분야에서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기술력 

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원자력연구원, 기계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등 국내 연구소 중심으로 원전 기기 

상태 감시 및 고장진단 관련 기술이 꾸준히 연구되어, 일부 분야에서는 자립화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로 요소부품 기술 위주로 개발된 한계를 가지며, 실

증 데이터베이스, 지능화된 자체진단 기술, 요소기술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통합형 기

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국내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원전 기기의 진단 기법과 관련한 요소 기술을 연구하고, 관

련한 일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며,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은 원전 압력기기와 유사한 구조물의 

건전성 비파괴 검사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일부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

나, 성과의 실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전전력연구원에서는 원전혁신과제인 “원전 주요 능동기기의 예측진단 기술 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펌프, 밸브의 성능저하를 유발하는 스트레서 (stressor)와 성능저하와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고, 온라인 신호를 이용한 펌프, 밸브의 결함 감지 방법을 연구한 

바 있음.

� 한수원(주)를 포함한 5대 발전회사의 경우, SAP, PI, Oracle 등 해외 유명 상용 패키

지를 사용하여 기기 유지/관리/정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자산관리 및 발전시설 운

전 분야에 치우친 활용으로 기기 이상 징후의 상시 감시, 사고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음.

�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최근 각 원전의 기기 상태 정보를 원격에서 취득하고, 진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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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플랫폼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나, 향후 상태 진단 및 예지 보전 등에 관

한 알고리즘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신고리 1발전소 이전의 국내 가압경수형 원자로에 설치되어 있는 1차계통 종합건전성 

감시 시스템은 원전 운영 초기에 설치된 노후 기종으로, 원전 1차계통의 노후화에 따

라 건전성 위협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선진

화가 시급한 시점임.

제6절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체계구축

1.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체계

� 일본은 수차례의 사고 원격대응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제 자국내 사고에 활용하지 못한 

제일 중요한 이유를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장비의 개선 및 활용조직의 부재라고 판단

하고 있음. 실제 기술과 장비가 개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있지 않으면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유럽의 원전선진

국인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사고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기/설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체계를 미리 준비해서 필요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 미국, 일본 등은 충분한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가. 프랑스 Groupe Intra

� 체르노빌 사고후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1988년에 프랑스 전력공사(EDF), 원자력청

(CEA), 아레바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으로서, 사고 시 출동하여 사고현장 상황파악, 

모니터링, 완화작업(밸브 개폐 등), 제염 등을 수행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음. 주로 

출자조직에서 파견된 직원 2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실내용 이동로봇, 실외용 이동로

봇, 감마선 검출기를 탑재한 헬리콥터 등을 보유하고 있음(그림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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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door robot EROS (b) indoor robot EOLD

(c) outdoor robot ERASE (d) rad-monitoring helicopter HELINUC

그림 2.6.1. Group-Intra(프랑스)의 원격대응 장비

나. 독일 KHG

� TMI사고가 나기전인 1977년 독일의 원자력 관련기관들의 공동출자로 사고시 긴급활

동 수행, 평상시 필요 장비의 유지 및 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24명의 정규인력과 140명의 외부인력으로 구성되어 측정용 차량, 작업자 체제용 컨테

이너, 여과필터 외에도 원격조종 건설기계, 원격 이동조작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체르

노빌원전 사고 시에도 지원했음(그림 2.6.2)

(a) remote operated construction 

equipment

(b) remote operated mobile 

manipulator

그림 2.6.2. KHG(독일)의 대응 장비

다. 미국

� 미국은 원자력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FRERP(Feder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Plan)이라는 기능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고초기에는 NRC가, 2~4

일 이후부터는 FEMA가 1~2주후에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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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라. 일본

� 일본 전기사업연합회는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대응을 위한 “원자력

긴급사태 지원조직”을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 7월에 추진되기 시

작하였음 

� 원자력 긴급사태 지원조직은 원자력 재해 발생에 의해 원자력 발전소 구역이 고방사선

환경이 되고, 파편 등의 장해물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하에 원격조작 로봇 등을 투입

하여 현장상황 정찰, 공간 선량율 측정, 실내외 장해물 제거 등을 수행하여 사업자(원

자력발전소 운영자)의 재해수습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원자력긴급사태 지원조직의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음

   - 역할 : 원자력 재해 발생시에 고방사선 선량하의 작업원 피폭을 가능한 한 저감

시키기 위해 원격조작로봇 등의 기자재를 집중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여 사고 

발생시 고도의 재해대응을 수행하여 해당 사업자의 사고수습활동을 지원함

   - 실시사항 : 

        ○ 사고 시

          원자력재해 발생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자(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의 출동요청을 

접수하여 요원, 기자재를 거점시설에서 신속히 사고현장으로 수송함

          사고 발생 사업자의 지휘하에 원격조작로봇 등을 이용하여 현장상황 정찰, 공간

선량율 측정, 파편 등의 실외 장해물 제거를 통한 접근 통로확보, 실내 장해물 

제거와 기자재 운반 등을 수행함

        ○ 평상 시

          긴급시의 연락체제(365일 24시간)를 확보하고, 출동계획을 정비함

          로봇 등의 조작훈련, 필요 기자재 조달, 유지관리 및 훈련 등을 통해 체득한 노

하우, 경험 등을 활용하여 비상대응체제를 개선함

   - 기자재 :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조직이 갖추어야 할 기자재를 규정함

          원격조작 기자재 : 로봇, 무선 중장비, 무선 헬리콥터(소형 UAV)

             용도는 실내외 정보수집, 장애물 제거, 분진제거, 기자재 운반 등 

          현지활동 기자재 : 방사선 방호용, 관리/제염용, 일반 기자재

          운반차량 : 기자재 운반차량(로봇, 경장비 호송, 중장비 호송용), 현지지휘차량

   - 거점시설 : 지원 조직이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거점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능 사양을 규정함. 지원조직의 거점은 일본 전국에 걸쳐 2~3개 설치하며 

운영요원은 거점 당 20명 내외로 함.

          조직운영, 긴급시 지령, 지원, 정보관리, 교육훈련, 기자재 유지관리 등의 시설 

� 활동내용 : 전기사업연합회의 요청을 받아 일본원자력발전(주)이 후쿠이현 쯔루가시에 

원자력긴급사태지원 센터를 개설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에 사용된 실적이 있는 

미국 iROBOT 사의 Packbot 2대와 Warrior 1대를 갖추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9개 전력회사 산하의 16개 원자력발전소 직원(작업자) 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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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조작훈련연수를 완료하였음(그림 2.6.3) 

� 주요 연수 내용은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계단승강, 부정지 주행 등의 

기본조작 훈련이었으며, 향후 문(door), 밸브 개폐, 계기류 판독, 스위치 절체 등의 조

작훈련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림 2.6.3. 원자력훈련센터에서 로봇운용 훈련(일본)

2. 무인대응 이동플랫폼 개발

가. 원자력사고 원격대응장비 적용현황 분석

(1) 후쿠시마사고 원격대응장비 적용현황

(가) 사고완화 단계(~2011년 12월) 적용

� 사고후 미국은 iRobot사의 Packbot과 Warrior를 무상 제공하였고 사용되었고 프랑스 

등에서도 제공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도입되지 않았음. 이후 일본제 Quince가 원자로 

건물내에 투입되어 건물내부 조사, 스프레이 냉각계통 배관 조사, 오퍼레이션 층 조사 

등을 수행하였음. 또한 JCO 임계사고후 개발된 방재모니터링로봇, JAEA-1등의 현장투

입도 검토되었지만 작업환경 제약조건, 임무 부적합성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음(그림 

2.6.4).

disaster monitoring robot(MEI) JAEA-1 (JAEA)

그림 2.6.4. 후쿠시마 사고시 사고완화를 위해 투입을 고려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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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화 건설기계 장치 활용 : 2011년 3월 22일에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주입수

단으로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도입되었고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개조되어 활용되었음

(그림 2.6.5). 2011년 4월 6일 원격무인조작이 가능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무인화

시공 장비들이 투입되어 발전소 내 잔해제거 작업을 약 7개월간 수행하였음.

(a) concreter pump car (b) unmanned forkcrane 

그림 2.6.5. 무인 건설 기계

� 원자로건물 외부조사 : 수소폭발에 의한 원자로 건물의 손상으로 방사선량이 매우 높아 

건물에 접근하기 어려웠음. 사고 발생 후 한 달 여 만인 2011년 4월 10일 미국 하니

웰사의 수직 이착륙형 소형 무인기 T-Hawk가 도입되어 원자로 건물, 터빈건물 및 그 

주변을 조사하였음(그림 2.6.6). 여러 차례의 조사에 활용되었으며 6월24일 운용중 조

종불능상태가 되어 2호기 옥상에 불시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a) T-Hawk (b) top view image of unit 4

그림 2.6.6. T-Hawk 

� 2011년 4월 미국 DOE산하의 INL에서 방사선 매핑장비가 부착된 TALON을 제공하였

으나 이를 작업현장까지 수송하여 조작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였음. JAEA는 4t 트럭

을 기반으로 로봇조작차 RC-1을 제작하여 5월 1일 원자로 건물주변의 방사선 측정에 

사용하였음(그림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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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mote operating car RC-1 (b) gamma camera image(vent tower)

그림 2.6.7. 원격 운용 차 RC-1 및 방사선 매핑

� 원자로 건물내부 조사 : 2011년 4월17일 미국 iRobot사의 Packbot 2대가 3호기와 

1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조사에 사용되었음(그림 2.6.8). 5호기에서 사전조작훈련을 수행

한 후 2중문을 개방하고 건물내부에 진입하여 수소폭발이 발생한 1호기, 3호기는 방사

선준위가 높고 1층에 많음은 잔해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4월 18일 2호기 

투입결과 수소폭발이 없었지만 온도, 습도, 방사선량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카

메라 렌즈에 수증기가 끼어 더 이상의 내부 진입이 어려웠음. 이후 노심살수계통(CS: 

Core Spray System)의 건전성 확인 및 1층 내부 조사에 사용되었음. 하지만 잔해더

미와 미끄러운 계단 이동이 불가하여 1층 조사에만 주로 활용되었음.

그림 2.6.8. Packbot에 의한 원자로빌딩 내부 검사

� 5월 20일 JCO임계사고후 개발된 SMERT-M을 개조하여 감마카메라를 장착한 원격조

작차를 1호기 건물내에 투입하여 선량분포 측정을 수행하였음(그림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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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mote controlled vehicle
(b) gamma camera image(reactor 

building)

그림 2.6.9. 감마카메라 탑재 원격 제어 차량

� 6월24일 재난정보수집용 이동로봇을 개조한 일본의 Quince가 지하 오염수 샘플링, 수

위계 설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호기 지하층에 투입되었지만 설계 도면보다 실제 계

단폭이 좁아 지하층에 진입하지 못했음. 하지만 7월 8일 2호기 3층 부분까지 진입하

여 선량률 측정 및 dust sampling을 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3호기 2층까지 진입하여 

살수계통 밸브 및 배관의 고화질 영상 촬영과 선량률 측정을 하였음. 9월 22일과 24

일에도 Quince와 Packbot에 의해 2호기와 3호기 건물 내 선량률 측정을 하였음. 10

월 20일에는 2호기의 5층부분 조사에 성공하였음(그림 2.6.10). 하지만 귀환 중 통신

장에에 의해 3층에서 작동 불능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음. 이후 Quince-2, 

Quince-3을 투입하여 2호기 1층 MSIV(주증기 격리밸브)실 조사 등에 활용되었음(그

림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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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spection of reactor building at unit 2 (2011.7.8)

(b) inspection of valves and pipes of reactor spray system at unit 3 

(2011.7.26)

(c) inspection of 3rd~5th floor (2011.10.29)

그림 2.6.10. Quince에 의한 원자로빌딩 내부구조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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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1. Quince 보완 형태

� 또한 미국 iRobot사의 Warrior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원자로 건물 바닥제염을 수

행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RESQ-A를 개조한 JAEA-3가 건물내부조사에 

활용되었음(그림 2.6.12) 

(a) Warrior ('11.6, decontamination 

of ground floor at unit 3)

(b) JAEA-3 ('11.9.22~23, inspection of 

inside building at unit 2)

그림 2.6.12. Warrior 및 JAEA-3 로봇

� 원자로건물 잔해물 제거 : 2011년 5월 10일부터 3호기 원자로건물의 대형기자재 반입

구 내외부의 잔해제거가 Talon, BotCat, Brook-90,Brook-330에 대해 수행되었음(그

림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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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lon (USA QinetiQ) (b) BotCat (USA QinetiQ)

(c) Brokk-90 (Sweden Brokk) (d) Brokk-330 (Sweden Brokk)

그림 2.6.13. 잔해 제거 로봇

(나) 중장기 조치단계 (2012년~)

� 2011년 12월 저온정지상태가 유지되어 사고수습이 종료되어 노다총리가 공식선언한 

후 폐로를 위한 중장기 조치단계로 이행되었음. 이때부터 점검 범위를 격납용기로 확

대하여 동경전력에서는 다양한 장비를 개발 의뢰하여 활용하였음.

� 격납용기 주변 점검 : 미쯔비시 전기에서 개발한 FRIGO-MA는 2013년 4월9일 1호기 

원자로건물 1층 Personal Airlock room 조사에 Packbot과 함께 투입되어 선량률 

측정, 격납용기 관통부, 바닥 및 천정상황 육안관측, 온/습도 측정등을 수행하였음(그림 

2.6.14)

(d) FRIGO-MA 
(b) Personal Airlock Room inspection 

result

그림 2.6.14. 원자로 빌딩 주변 검사

� 격납용기내부 내시경 조사 : 원자로 건물내의 격납용기 내부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관

통구를 통해 소형산업용 내시경을 삽입하는 방식이 2호기에 2회 실시되었음(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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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2012년 1월 19일 1차 조사에서 격납용기 안쪽 벽의 상황, 내부 구조물 모습

을 촬영하였으며 2012년 3월 26~27일에는 방사선량까지 측정하여 격납용기 내부 1층

이 72.9Sv/h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바닥의 오염수 수위도 파악할 수 있었음.

(a) fiberscope (b) image of inside reactor vessel in NPP #2

그림 2.6.15. 내시경을 이용한 원자로용기 내부 검사

� 사용후연료저장조 조사 : 원자로의 연료 debris 제거에 앞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연료 인출을 위해 저장조에 떨어진 수소폭발 잔해물을 먼저 제거해야 했음. 히타치 GE

는 2012년 3월 원격수중잠수정을 이용하여 4호기 저장조의 잔해조사를 실시하여 잔해

물 분포지도를 작성하였음(그림 2.6.16). 

(a) ROV (b) ruins distribution map

그림 2.6.16. ROV를 이용한 핵연료 잔해 검사

� 고소지역 작업 : 수소폭발 후 오염물질 방출 방지를 위해 건물덮개가 설치된 1호기 5

층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히타치GE에서는 2012년 10월 24일 기기 Hatch에서 5층

까지 연결된 개구부를 통해 카메라와 방사선센서가 부착된 대형풍선을 이용하여 조사

를 수행하였음(그림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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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spection ballon
(b) concept of inspection using 

ballon

그림 2.6.17. 기구를 이용한 고소지역 검사

� 고소지역 작업 :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혼다가 공동 개발한 고소작업로봇은 약 7m의 

고소에 접근하여 11자유도 조작기로 카메라 영상 획득 및 선량측정이 가능함(그림 

2.6.18). 2013년 6월 18일 2호기 원자로 건물 1층 상부 공간 조사에 활용되었음.

(a) high place working robot (b) high place inspection concept

그림 2.6.18. 고소지역 작업 로봇

� 격납용기 누수점검 : 원자로를 냉각한 오염수가 계속 누출되고 있어 누출부위를 찾기 

위해 TOPY공업의 Survey Runner가 2012년 4월 18일에 2호기 격납용기하부의 

Torus room 내부를 조사하였으나 누출예상부위에서는 누출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2012년 7월 11일 누수개소 및 누수량측정을 위해 3호기 토러스실 조사후 유선통신차

단으로 회수하지 못했음(그림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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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urvey Runner 
(b) visual inspection of inside 

Torus

그림 2.6.19. 원자로 용기 누설 검사

� 추가 누수위치 조사를 위해 2012년 11월 22일 도시바가 개발한 4족 보행로봇과 소형

주행차가 2호기 Vent관 하부주변 조사에 도입되었음(그림 2.6.20). 4족 보행로봇이 소

형주행차를 운반하여 torus표면에 내려준 후 소형주행차가 torus안쪽으로 주행하여 검

사하는 방식으로 8개의 Vent관과 격납용기와의 접속부에는 누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a) 4 leg mobile robot (b) mobile module (c) inspection concept

그림 2.6.20. 원자로용기 누설 검사 로봇

(2) 체르노빌사고 원격대응 적용현황

� 사고 직후 잔해제거, 방사선 선량측정 등을 위해 달탐사 무인차량을 개조한 STR-1과 

전차를 개량한 Klin-1등이 이용되었음. 이후 석관내부점검을 위해 미국에서 제공한 

Pioneer는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TR-7등 단순기능의 로봇

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었음(그림 2.6.21).

� STR-1은 은-아연 형식의 연료전지로 기동하는데, 1시간당 1km를 운행가능함. 티타늄 

재질의 몸체로써 가볍고 튼튼했으나 수명이 짧아 활동시간은 10시간 미만으로 고준위 

방사능 물질들을 치워내고 작업자가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지역에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작업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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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TR-1 Klin-1

using ruins removal
ruins removal, measurement 

radiation
name Pioneer TR-7

using
radiation map, ruins removal, 

sampling
spread coatings

그림 2.6.21. 체르노빌 사고에 사용된 로봇

(3) TMI사고 원격대응 적용현황

� 1980년이후 사고 복구를 위해 원자로 건물 지하를 조사한 결과 방사선량률이 10 

Sv/h, 수위가 30cm에 달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다. 보조건물의 경우에도 최대 1.25 

Sv/h의 고선량 지역이 있어 미 DOE가 도입한 기존장비들을 이용하여 방사선량 측정, 

고압수 분사에 의한 제염, 오염층의 제거 등에 로봇을 사용하였음(그림 2.6.22).

name Fred Louie-1 Louie-2

using

decontamination 

using high pressure 

water

radiation measure decontamination

그림 2.6.22. TMI 2호기 보조건물에 시용된 로봇

� 1982년부터 원자로 압력용기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장대 끝단에 기기를 부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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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진행되었음. 1984년 2대의 RRV-1(Remote Reconnissance Vehicle)을 새

로 개발하여 원자로 건물 내부의 방사선준위 측정 및 침전물 채취/제거에 사용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코어 샘플링, 고압수 세정 등이 가능한 RRV-2를 개발하여 대부분의 작

업을 수행하였음. 이후 1986년 높은 천정 제염, 방사선 차폐벽 설치, 건물해체 및 폐

기물 반출 기능 등을 가짐 다기능의 Workhorse를 개발하였지만 폐로계획이 변경되어 

실제 사용하지 못했음(그림 2.6.23).

name RRV-1 RRV-2 Workhorse

using

decontamination 

using high pressure 

water

radiation 

measure
decontamination

그림 2.6.23. TMI 2호기 원자로 빌딩에 사용된 로봇

나. 공중이동플랫폼(드론)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1991년도부터 군용무인기를 제작해 왔으며 2000년대 초

부터는 민수용으로 확대되어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 등 각종 연구소와 대학, 산

업체 등에서 공중이동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음.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기

술 수준은 세계최고등급인 티어1 레벨(세계 7위)이며, 최근 정부에서도 국내 드론 산업

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여 오는 2023년까지 세계 3위의 무인기 기술 강국으로 성장시

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공중이동플랫폼의 주요 기술은 하드웨어 제작 기술 뿐 아니라 비행제어, 통신 등 ICT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핵심 기술들이 필요하며, 크게 비행체 개발

기술, 임무 탑재체 개발기술, 무인지상관제 장비기술, 무인기 통신장비 개발기술, 무인

기 지상지원 장비기술, 무인기 시스템 체계기술로 나눌 수 있음. 국내의 공중이동 플랫

폼 기술현황은 무인기 기술의 선두그룹인 미국, 이스라엘, EU(영국, 독일, 프랑스 등)

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기술수준이 80% 내외에 달하지만 임무 탑재체 개발기술 등과 

실제적인 운영에 관한 주요 기술은 그 수준이 60%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미국, 이스라엘 등의 무인기 선두그룹은 군사용 항공기 설계 기술에 관한 연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음.  

AeroVironment, BlueBird Aero Systems 등의 업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정익형 

플랫폼, 단일 로터 플랫폼, 다중 로터 플랫폼 로봇을 개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새, 곤

충들의 활공모습을 본 따 기체의 날개와 구동방식을 생명체와 유사하게 설계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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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 중임. 

� 특히 최근 산업용과 민간용으로 드론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거대해진 드론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선진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2013년도에는 중국이 국내 

무인기 기술을 특정영역에서 추월하는 등 각국의 기술개발 지수가 빠르게 바뀌고 있

음.

� 드론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DJI사에서 2015년에 출시한 ‘팬텀3’로 중저가

형 레저용 드론으로 높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음. DJI와 비교하여 시장 점유율은 낮

지만 최근 미국 3DR사에서 Linux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쿼드콥터를 개발하였

으며, 최초의 스마트 드론은 표방하는 드론 ‘솔로(Solo)’는 GPS와 자이로 센서 기술 

뿐 아니라 센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함께 발전시켜 다양한 기능들의 추가 통해 운용

성을 좀 더 확장하였음. 패럿(Parrot)사에서 출시한 ‘비밥드론(Bebop drone)‘의 경우 

초경량 항공촬영에 특화된 드론으로 크기가 작고 비행시간도 짧지만 디지털 3축 안정

화 방식과 진동 억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풀 HD 카메라의 흔들림을 방지함으로써 선

명한 영상을 제공함(그림 2.6.24).

(a) DJI phantom3 (b) 3DR Solo (c) Parrot Bebop

그림 2.6.24. 드론 제품

 

� 한편 국내에서도 여러 형태의 다중 로터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쿼드콥터의 변경

형태인 Coaxial quadcopter 공중이동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도 있음. 프로펠러를 동

일 축에 대해 위 아래로 부착시키는 Coaxial 구조는 단순히 프로펠러의 개수 대비 부

피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공기역학적으로 프로펠러가 8개인 옥타콥터 대비 높은 공간

효율성과 높은 에너지 효율, 더 큰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 이를 이용하여 국내처럼 

바람이 강한 산악지형에서도 최대 16m/s의 풍속을 견디며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개발

하고 있음(그림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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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5. coaxial quadcoptor 엑스드론 XD-X8S

� 국내 업체인 유콘시스템이 개발한 티로터(TRotor)는 전력선을 연결해 지상 약 50m 

상공에서 24시간 이상 비행을 하며 감시 정찰이 가능해 기존 다중로터 무인기의 비행

시간 20여분의 한계조건을 넘어서는 점이 특징임(그림 2.6.26).

그림 2.6.26. 유콘시스템의 전력선 연결 드론 (T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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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만분광을 이용한 원거리 수소측정 장치 개발

가. 수소가스 원격측정 기술 분석

� 레이저 레이더라 불리기도 하는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레이저빔을 조사한 후 산란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빔을 측정하여 물체의 상태, 농도 등

을 측정하는 실시간 원격측정 장치임. 원리적으로는 레이더(RADAR; Radio 

Detection and Ranging)와 비슷한데, 레이더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 대신에 빛을 사

용한다. 수 km에서 수십 km 가지의 장거리 현상을 측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빛은 

대부분 레이저를 사용함. 레이더와의 차이점은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적외선이기 때문에, 작은 입자에도 산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레이저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진도가 좋아 공간 분해능이 높음. 반면에, 산란 양이 작아 신

호 대 잡음비(SNR) 가 낮고, 햇빛이 강한 주간사용 시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음. 

� 공간 중에 분포하는 누설 가스나 미량원소 탐지/측정 장치로서의 라이다는 라만

(Raman) 효과를 이용하는 라이다와 차분흡수차를 측정하는 라이다(DIAL: 

Differential Absorption LIDAR), 그리고 레이저 빔으로 여기되는 형광 신호를 획득

하는 LIF(laser-Induced Fluorescence) 라이다 등이 사용됨. 이러한 미량 가스/원소 

원격 탐지 장치로서의 라이다 기술은 수 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가스 

누설이나 미량 원소의 분포를 측정해 낼 수 있으므로, 원거리 측정 장치로서는 가장 

우월한 탐지 장치로 알려져 있음.

� 가스 원격탐지에 사용되는 라이다는 송신 레이저 빔이 산란하여 수신부로 돌아오는 신

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분석하게 되는데, 산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식

이 있음. 표 2.6.1에 라이다 방식에 따른 원격 측정 성능을 정리하였음[6-1]. 

   - 차분흡수 라이다(DIAL; DIfferential Absorption Lidar): 흡수도의 차이를 이용

   - 라만 라이다(Raman Lidar): 라만 신호를 획득하여 정보 분석

   - 형광 라이다(Fluorescence Lidar): 형광 신호를 획득하여 정보 분석

표 2.6.1. 원격탐지 방식에 따른 측정 범위

Optical Technique Detection Range
DIAL(DIfferential Absorption Lidar) ~ ppm (100 ppm  10 ppb)
DAS(Differential Absorption 
Spectroscopy)

~ 10’s of ppb (10 ppm  100 ppt)

Raman Lidar ~ 100’s ppm (1000 ppm  10 ppm)
Raman Lidar/DIAL ~ 10 ppb (Hartley band of ozone)
Resonance Raman Lidar ~ ppm (100 ppm  10 ppb)
Fluorescence Lidar ~ 10’s of ppb (1 ppm  10 ppt)

�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온에서 지르코늄 피

복관의 산화에 의하여 수소 가스가 발생하게 됨. 수소는 연소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

라 자연발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가스로서, 공기 중에 부피 비가 4%/v 이상이면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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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고, 13%/v 이상이면 자연 발화도 가능하게 되므로 매우 위험한 물질임. 실제

로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나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때도 이러한 수소 폭발이 발생하여, 

사고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나 핵연료 

시설의 비상 사고 시에는 건물 내의 수소기체의 농도 및 공간적 분포를 신속히 측정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수소는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물질이지만, 대기 중에는 가스로 존재하여 위험하므

로, 수소가스의 농도 및 분포를 측정하는 센서에 대한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음. 

수소 센서는 크게 나누어 포인트 센서와 영역 센서로 나눌 수 있는데 포인트 센서로는 

촉매 산화 센서, 전기화학 센서, 반도체 산소 센서, 열전도 센서 등 다양한 수소 가스 

검출기가 개발되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센서는 한 지점 측정 방식이고, 고정식이므로 

신속한 측정에 한계가 있음. 여러 영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영역 센서는 원거리

에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용화된 것이 적고, 기술적으로 어렵다

는 단점이 있음. 표 2.6.2에 이 두 종류 수소 센서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음.

표 2.6.2. 수소 센서의 종류와 장단점 비교.

 포인트 센서(Point sensor)  영역측정 센서(Area sensor)

특성 한 위치에서의 수소가스 농도 측정 원거리에서의 특정 영역 농도 측정

장점 상용 제품이 다양하고 사용 편함.
원거리 측정이 가능함.

수소가스의 분포 측정이 가능함.

단점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스포집 장치나 

위치이동 장치가 필요함.

넓은 면적/영역에서의 가스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센서 필요.

측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센서로, 

상용화 된 것이 많지 않음.

(1) 원격 수소 센서의 종류와 장단점 비교.

� 수소는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물질이지만, 대기 중에는 가스로 존재하여 위험하므

로, 수소가스의 농도 및 분포를 측정하는 센서에 대한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음. 

수소 센서는 크게 나누어 포인트 센서와 영역 센서로 나눌 수 있는데 포인트 센서로는 

촉매 산화 센서, 전기화학 센서, 반도체 산소 센서, 열전도 센서 등,  다양한 수소 가

스 검출기가 개발되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센서는 한 지점 측정 방식이고, 고정식이므

로 신속한 측정에 한계가 있음. 여러 영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영역 센서는 원거

리에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용화된 것이 적고, 기술적으로 어렵

다는 단점이 있음. 표 2.6.2에 이 두 종류 수소 센서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음. 원거리 

측정이 가능한 영역측정 센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특정 목적 

위주로 개발되고 있고, 이제 일부가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임. 수소 가스에 대한 광학식 

측정 방식은 수소 가스의 흡수 영역이 근자외선부터 근적외선 영역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흡수현상을 이용하는 기존의 광학적인 측정 방식(laser-induced 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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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 absorption spectroscop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은 

접근 가능한 적절한 흡수 영역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움. 반면에 수소는 

강한 라만 효과가 존재하고, 수소 라만 셀은 레이저 파장 변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표 2.6.3은 원격 비접촉 영역 수소분포 센서 기술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임[6-2]. 표에

서 보면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5 이상의 기술은 라만(Raman) 분광 기

술과 층밀리기 간섭계(Shearography) 기술뿐임. 층밀리기 간섭계 기술은 가스의 존재 

유무만을 측정하고 종류를 구별하지는 못하는 기술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수소가스의 

원격 농도 및 분포측정 기술은 라만 분광 방법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6.3. 원격 비접촉 영역 수소분포 센서 기술 특성 비교

Technique Characteristic Measurement Applicability TRL

Passive 

Sonar

Turbulent 

airflow

(ultrasound)

Acoustic intensity 

(passive)

Demonstrated

Low spatial resolution

Sensitivity depends on 

pressure and aperture

4

Active 

Sonar

Speed of 

sound

Phase of acoustic waves 

(active)

Low spatial resolution

Sensitivity limited by 

clutter

3

Raman
Allowable 

energy levels

Shift in wavelength of in 

elastically scattered 

radiation (active)

H2 : Sensitivity of 2 % 

demonstrated
5

Raman  
CARS

Allowable 

energy levels 

Shift in wavelength of in 

elastically scattered 

radiation ( active)

H2 : Sensitivity of 10 

ppm demonstrated
3

Rayleigh 

Doppler

Molecular/

atomic

velocities

Shift in wavelength of 

elastically

scattered radiation 

(active)

Theoretically applicable 

for both H2 and He
1

Indirect 

Thermal
Temperature

Variation in temperature 

of solids caused by 

nearby cryogenic gas or 

expanding gas (passive)

Clutter limited 3

Rayleigh 

Intensity

Molecular/ato

mic cross 

section

Intensity of elastically 

scattered

radiation (active)

Limited by Mie scattering 

(particles) Clutter limited
3

Shlieren
Index of 

refraction

Refraction of radiation 

caused by spatial 

variations in index of 

refraction(active)

Sensitivity limited by 

clutter:

~ 346ppm H2

4

� 원거리 측정이 가능한 영역측정 센서 중 기술적으로 실증된 것은 라만 센서, 광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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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초음파 센서, 영상 센서 등 임. 라만 산란 검출기는 레이저빔의 라만 산란 현상

을 이용하여 수소를 검출하는 기술임. 라만 현상은 빛이 수소 분자에 비탄성 산란을 

하면서 파장이 바뀌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인데, 파장 변이 폭이 커서 간단한 분광 시

스템을 이용하여 수십 m 떨어진 거리에서도 수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음. 

� 광섬유 센서는 대부분 광섬유의 끝단에 위치한 실제 센서를 이용한 수소의 점 단위 검

출을 하는 방식임. 따라서 원격 측정은 가능하지만, 위치를 스캔하면서 영역을 측정하

는 방식은 아님. 따라서 밀폐되지 않은 큰 영역에서 많은 수의 센서와 파이버가 필요

하게 되고 불확실한 센서 위치의 문제 또한 여전히 나타날 수 있음. 

� 음향센서(Acoustic sensors)는 가압 파이프나 밸브에서 파손과 관련된 수소분출은 가

청 방출에 더하여 초음파 난류 압력 요동을 측정하여 수소 분포를 측정하는 방식임. 

음파 가스 검출기는 이러한 초음파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고 처리 장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초음파 신호와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영상센서(Imaging systems)은 넓은 영역의 수소 누출 검출에 최소한 개념적으로 여러 

형태의 이미징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Schlieren 시스템이나 전단 간섭 시스템 

등이 사용됨. 원리적으로는 수소가스에 의한 이 광밀도 구배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스 

종류를 구별할 수 없고, 원거리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표 2.6.4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gen Safety (September 2009)에

서 발표된 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 원거리 수소센서 기술의 개발 현황을 정리한 것임

[6-3]. 수소가스의 검지 분해능을 연소가능 농도 4 % 의 1/4 인 1 %(부피 비) 정도로 

보았을 대, 수십 미터 거리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기술은 라만 라이다 기술이 유

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6.4. 원거리 수소센서 기술의 개발 현황 비교

Technology
Demonstrated

Sensing 
Length(m)

Lowest H2

Concentration
Detected (v%)

Best Response
Time(s)

Development
Status

Raman Scattering 50 0.8 < 1
Outdoor

Demonstration
Distributed

Optical Fiber

Sensor: 1 

Fiber Length: 880 
0.5 2  5

Laboratory

System

Ultrasonic 8 NA < 1
Commercially

Available

Imaging ~ 4 1 < 1
Components

Only

Distributed

Optical Fiber

Varies, based on 

transport times

> 0 (can be LFL

or PPM

measurements)

1  120s

(varies with

configuration)

Commercially

Available

� 표 2.6.5와 그림 2.6.27은 산소와, 질소, 메탄, 그리고 수소 분자에 Frequency - 

tripled Nd:YAG 레이저 (파장 355 nm)로 여기했을 경우 나타나는 Raman sh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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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absolute differential scattering cross-sections을 나타낸 것임. 수소의 경우 

416.1 nm 에 라만 변환 파장을 가짐[6-4].

표 2.6.5. 라만산란파장과 산란단면적(3rd harmonic of Nd:YAG laser, 354.7 nm)

Gas species Raman scattering wavelength [nm] Cross section [10-30cm2sr-1]

O2 375.4 2.68

N2 386.7 2.28

CH4 395.6 26.2

H2 416.1 7.07

그림 2.6.27. 스톡스 라만산란 파장(여기 레이저 파장 354.7nm) [6-4]

� 표 2.6.6은 Frequency-tripled Nd:YAG 레이저 (파장 355 nm)로 여기했을 경우 수

소 분자의 1차 스톡스 라만 산란 파장 특성을 나타낸 것임[6-4].

표 2.6.6. 수소분자의 라만전이 파장과 1차 스톡스 라인(여기 레이저 355 nm)

Vibrational Raman scattering Rotational Raman scattering

λ0

(nm)
Δνvib[cm-1] λr

vib [nm] Δνrot[cm-1] λr
rot [nm]

354.7 4160 416.1 587 362.2

� 라만 분광을 이용한 원격 수소 센서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 미국, 일본들에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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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음. 그림 2.6.28은 일본에서 개발된 수소 측정 라이다의 개념도임[6-5]. 본 연구에서

는 이동형 라만 라이다 장치를 개발하고, 안전거리인 최소 8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폭

발 한계 밀도 4 %의 1/4 수준의 수소가스를 측정하였음.

그림 2.6.28. 수소측정용 이동형 라만 라이다 장치 개념도

� 그림 2.6.29는 미국에서 개발된 라만 분광을 이용한 원격 수소 센서에 대한 실험 장치

도로서, 이동형 라만 라이다 기술을 분석하고, 실제 소형 라이다 장치를 개발하여 수소 

농도 측정과 스캐닝 3차원 분포 측정을 실험적으로 실증하였음[6-6].

그림 2.6.29. 수소측정용 이동형 라만 라이다 장치 구성도 [6-6]

� 표 2.6.7은 같은 기관에서 수행한 라만 라이다를 사용한 수소 농도 실험 결과로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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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부피비 0.8 %) 의 농도 측정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음[6-6]. 상용의 제

품이 아니고, 실험실 수준의 실험을 위한 장치로, 레이저 광학계 및 수신 광학계, 그리

고 제어부로 이루어져 있음.

표 2.6.7. 수소농도 측정 한계 실험치

Laser Pulse Energy
(mJ / pulse)

Lens Diameter
(cm)

Lower H2 Detection Limit (v%)

125 10 1.94

250 10 0.76

125 5 3.12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소라이다 탐지기술에 대한 일본(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러시아(Baltic State Technical University), 미국

(University of Florida)등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수소탐지 라이다의 레이저 파장 및 

라만 파장을 분석하였음. 

� 라만라이다를 이용한 가스 탐지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보다는 자외선이 유리한 것으

로 분석되었음. 자외선 대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Nd:YAG 3rd-harmonics 파

장 (354.7 nm)에서의 라만산란단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표 및 그림 참조). 

여기 레이저가 354.7 nm 일 때의 수소가스의 라만 파장은 416.1 nm 이며, 이때의 

산란단면적은 7.07 x 10-30 cm2sr-1 임.

나. 화생방 라이다 기술현황 분석

� 가스누설 원격탐지를 위한 라이다 기술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행하였음. 

   - 보고서명 : 원격 가스탐지 라이다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 보고서 번호 KAERI/AR1080/2015, 발행일 2015.10.29., 

� 보고서 내용은 라이다 원리에 따른 가스탐지 방법으로 라만라이다, 차분흡수라이다, 형

광 라이다의 기본 원리 및 장단점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방법에서의 탐지 가스의 종류

를 조사하였음. 수소, 메탄, 요오드, 이산화탄소, 무기용 생물가스 등 가스분자 종류에 

따른 라이다 탐지 특성 및 탐지 사례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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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0. 원격 가스탐지 라이다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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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원격탐지 기술개발

가. 방사선 영상장치 기술현황 분석

� 원전 혹은 방사선 관련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의 조기 차단은 사고 후 발

생될 수 있는 대형사고나 환경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가장 시급하고 중요

한 대응조치에 속함.

�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및 사고처리를 위해서는 누출된 방사선에 대한 탐지 및 

오염상태에 대한 분포 정보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방사선 측정기(Dosimeter)를 이용해

서는 사고시 누출된 방사선에 대한 오염정보 획득 및 분포정보 취득이 불가능함.

� 현재 개발되어 운용중인 선진국의 상용화된 방사선 영상화 장치는 방사선 오염원의 위

치파악(Locating) 및 분포(Distribution)와 세기(Intensity) 정보를 동시에 실측하고, 

CCD 기반 실(Visual) 영상에 중첩하여 방사선 오염정보 지도(Colored contoured 

map)를 생성하여 누출된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영국 원전 폐로시설의 경우 원전 사업자의 오랜 경험을 통해 원전 구역에서는 

Cs-137이 주 핵종으로 알려져 있어, 방사선 탐지 및 영상화 장치는 주로 세슘을 대상 

방사선원으로 설정하여 개발되고 있음.

� 방사선 탐지 영상화 장치에 대하여 기술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행하였음.

      - 보고서명 : 감마선 영상화 장치 현황 및 전망

      - 보고서 번호 KAERI/AR-1085/2015, 발행일 2015.10.29.

     보고서내용은 상용화된 방사선 탐지 영상화 장치에 대한 원리 및 장치에 적용된 기술 

및 사양에 대해 조사하고 각각의 장치에 대한 특성 및 탐지사례 등을 분석하였음. 

� 상용화 장치의 측정방식은 고정 촬상방식과 포인트 스캔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방사선

원의 위치를 측정하고 실영상과 중첩하여 그 위치정보를 가시화하고 있음. 고정 촬상

방식의 경우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IICCD는 방사선 변환 광신호의 증폭과 2차

원 영상화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센서 및 전자 집합체로서 기술이 집적화된 고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소재의 확보 및 추가적인 기술개발에 있어 제한이 되며 이후 기

술적 지원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함으로 분석됨. 이에 반해 스캔형 감마선 탐지

의 경우 단점으로 지적되는 탐지속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감마선 분

포 측정 장치 개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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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adScan 800 RadSurch ASTROCAM 
7,000HS Cartogam GammaCam

제조사 Bil Solution Antech Mitsubishi Canberra EXELIS Inc

Collimator Pinhole Pinhole Compton 
Camera Pinhole Pinhole

감마선 검출 
원리 광전 효과 광전 효과 콤프턴 산란 광전 효과 광전 효과

핵종 분석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탐지 형식 스캔형 탐지 스캔형 탐지 고정 촬상 고정 촬상 고정 촬상

탐지 각도 pan 170˚
tilt -60˚~90˚

pan 180˚
tilt 90˚

수평 180˚
수직 180˚

수평 43˚
수직 33˚

수평 50˚
수직 50˚

검출기크기
(L×W×H)

(mm)
285×205×425 365×205×175 445×340×235 414× φ80 508×254×254

검출기헤드 
무게(kg) 25 20 13 17.7 20.4

모션제어장치
무게(kg) 25 13 - - -

섬광체 NaI(Tl) labr3 컴프턴 산란 CsI(Tl), BGO Scintillating 
Glass(Tb-)

Energy 
range(KeV) 30 ~ 1,500 30 ~ 1,500 0 ~ 600 50 ~ 1,500 50 ~ 1,500

표 2.6.8. 상용 감마카메라 장치 제원

� 방사선 탐지 및 영상화 장치는 운용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먼저 

일반적인 카메라의 촬상방식과 같이 방사선 신호에 대한 2D영상을 획득하는 고정 촬

상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입사구를 통해 방사선 신호를 측정하여 하나의 화소를 생

성하고, 입사구를 이동하며 각각의 화소들을 통해 2D영상을 만들어가는 스캔형 탐지방

식이 있음. 

� 표 2.6.8은 국외의 방사선 탐지 및 영상화를 위해 사용중인 장치에 대해 사양을 정리

한 표이며 다음으로 각 장치에 대한 구성 및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음. 

(1) Radscan 800

� Radscan 800은 BIL Solution사에서 개발한 감마선 영상화 장치로 원격 위치에서 신

속하고 빠르게 방사능 오염 지역의 방사선 정보를 측정하는 장치임(그림 2.6.31). 

� Radscan 800 장치는 포인트 스캔방식을 통해 방사선 오염지역을 탐지하여 가시광 영

상정보와 방사선 분포정보를 제공함. 시스템의 구성은 방사선 신호측정을 위한 검출기, 

스캔용 Pan/Tilt, 고정지지부 및 운용을 위한 workstation으로 되어 있음. 방사선 검

출부인 헤드(Head)는 PMT 섬광검출기를 사용한 방사선 탐지센서, 가시광 영상을 취

득하기 위한 CCD 카메라 그리고 선원까지의 거리 측정을 위한 laser range finder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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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1. Radscan 800 감마 카메라 시스템

그림 2.6.32. Radscan 800 장치의 세부구성

� Radscan 800은 NaI(Tl) 섬광체를 통해 감마선 검출을 하고, 헤드는 상부의 고화질 

color CCD video 카메라는 원격지에서 카메라 초점을 제어하여 가시광영상을 획득

함. collimator는 2°, 3°, 4°로 교체변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collimator 및 

센서부의 차폐부는 텅스텐 재질로 설계되었음. 내부 방사선 검출 센서는 섬광체와 광 

검출 센서 및 증폭기로 구성되고 하단의 laser range finder는 검출된 방사선원까지의 

거리정보를 제공해 줌.

� 감마선 영상화 장치를 통해 획득된 방사선 분포 정보는 가시광영상과 중첩하여 감마선

의 분포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그림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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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3. Radscan 800 system의 사용자 접속환경

(2) RadSearch

� RadSearch는 ANTECH사에서 제작한 감마선 영상화 장치로 medium-resolution 

gamma ray spectroscopy(MRGS)를 기초로 한 감마선 검출장치임(그림 2.6.34). 환

경 방사선을 측정하고 정량화 하는 장치로 방사선원의 분포, 세기 및 거리를 알 수 있

음. RadSearch는 방사선 신호 검출기, 스캔용 pan/tilt제어, 신호처리기, 고정용 지지

대, 운용 workstat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6.34. Radsearch 탐지장치

� Radsearch의 검출기는 field of view(FOV)를 줄이기 위한 콜리메이터, LaBr3 검출

기를 포함하는 텅스텐 차폐체, 검출기에서 나오는 전자를 카운팅 할 수 있는 

counting electronics, 실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video camera,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laser range finder 및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power supply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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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5. Radsearch 탐지장치의 세부구성 

� Radsearch의 주요기능은 방사선 핵종에 대한 분석이며 이를 위한 핵종분석기(MCA)는 

8,192채널로 MRGS 탐지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

고, 스펙트럼 분석 및 데이터 저장은 ethernet을 통해 MCA로부터 노트북으로 전달

됨. 그림 2.6.36은 아르곤 국립 연구소(ANL)에서 Alpha Gamma Hot Cell 

Facility(AGHCF)에 내부적으로 오염된 HEPA 필터의 측정을 위하여 Radsearch를 적

용하여 측정한 결과영상임. 오른쪽의 사용자를 위한 출력결과에서는 가시광정보와 방사

선원에 대한 분포정보를 제공하며,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통해 거리정보를 함께 제공함. 

그림 2.6.36. Radsearch system 운용 및 사용자접속환경

(3) ASTROCAM

� ASTROCAM 7000HS는 Mitsubishi사에서 제작한 감마선 영상화 장치로 탐지하는 방

사선 핵종에 대한 구분이 가능함. 방사선 검출기, 신호처리기, 운용 workstation으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2.6.37).

� 방사선 검출을 위한 검출기는 산란층(scattering layer)과 흡수층(absorbing layer)으

로 이루어짐. 산란층에서 컴프턴 산란을 통해 이동하고, 산란 된 감마선은 흡수층에 광

전 흡수됨. 입력된 감마선의 에너지는 E1 + E2에 의해 얻어지고 방향은 원뿔형의 링

을 따라 하나의 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음(그림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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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7. ASTROCAM 운용개념 및 구성

그림 2.6.38. Astrocam 7000HS system의 방사선 탐지 원리

� Astrocam 7000HS의 장치 운용을 위한 사용자 접속환경은 출력된 결과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핵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탐지를 보여줌(그림 2.6.39). 측정 조건

은 바륨(Ba133), 나트륨(Na22), 및 세슘(Cs137)을 대상으로 10분간 측정한 것임. 세 

가지의 방사성 물질의 위치가 명확하게 한 화면 안에 구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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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9. Astrocam 7000HS 운용을 위한 사용자 접속환경

(4) Cartogam

� Cartogam은 Canberra사에서 제작한 감마선 영상화 장치로 실시간으로 가시광과 방

사선 정보의 융합을 통해 방사선의 2차원 분포정보를 제공해주며 가시광 영상, 방사선 

분포를 동일한 검출기로 취득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음(그림 2.6.40)

그림 2.6.40. Cartogam 감마 카메라 구성

� Cartogam의 전신으로는 1995년에 만들어진 Aladin 1과 1997년에 만들어진 Aladin 

2/3가 있으며, 그림 2.6.41은 Cartogam의 전신인 Aladin 장치, 그림 2.6.42는 

Aladin2 장치의 외형과 탐지결과 영상을 보여주고 있음. 전신인 Aladin 1의 무게는 

42kg이고 Aladin 2/3의 무게는 35kg로 다소 무거운 반면 Cartogam의 무게는 

17.7kg으로 많음이 경량화 된 것을 알 수 있고, 계측 성능 및 이동성이 향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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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1. Aladin 1 장치 및 방사성 물질 측정 영상

그림 2.6.42. Aladin 2 장치 및 방사성 물질 측정 결과

� Cartogam의 구성을 보면 외형 차폐체가 pinhole collimator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하며, 내부는 CsI(Tl) 섬광체, 영상증폭관(image intensifier) 및 CCD로 구성됨(그림 

2.6.43). 검출기의 감마선 탐지방식은 감마선 입자가 핀홀 콜리메이터의 입사구에 위치

한 셔터를 닫은 후 가시광에 대한 빛을 차단하며 입사구를 통해 유입된 감마선신호를 

받아 CsI(Tl) 섬광체에 의해 발광하게 되며, 그 빛을 Image Intensifier에서 증폭한 

후 CCD를 통해 방사선 신호를 영상화하게 됨. 검출기의 가시광 측정 방식은 콜리메이

터 입사구의 셔터를 열어 빛 신호를 수광하여 CCD를 통해 가시광영상을 획득하게 됨.

그림 2.6.43. Cartogam 감마카메라 내부 구성

� Cartogam은 가시광 영상을 측정한 후 방사선원에 일정시간 노출하며 방사선원을 탐

지하는 image capture방식을 이용하여 운용됨. 그림 2.6.44는 Cartogam을 통해 가

시영상과 방사광영상을 획득 한 후 방사선원의 분포를 측정한 결과영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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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사선에 대한 분포 및 Pseudo-color를 사용한 방사선

량의 세기정보를 알 수 있음. 

그림 2.6.44. Cartogam 감마카메라 방사선 분포 탐지 결과

(5) GammaCam

� GammaCam은 AIL system사에서 제작한 감마선 영상화 장치로 2차원적인 가상 이

미지를 칼라로 제공해주며 GammaCam 장치와 장치운용을 위한 Workstation으로 

구성됨(그림 2.6.45)

그림 2.6.45. GammaCam 장치 및 운용환경

� GammaCam은 Cartogam과 동일한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고정 촬상형 감마선 탐지 

장치로 Pinhole Collimator를 통해 입사된 감마선 신호를 섬광체를 통해 영상을 획득

하며 가시영상과의 중첩을 통해 방사선 분포를 탐지함. 그림 2.6.46은 GammaCa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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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접속환경으로 원자로 내부를 GammaCam으로 측정한 결과 영상임. 방사선 이

미지가 적색에서 청색까지 표시되고 중앙에 노란색 사각형은 GammaCam의 시야에 

해당함.

그림 2.6.46. GammaCam 감마카메라 사용자 접속환경 

나. 감마선 탐지센서부 구조 및 특성 분석

� 스캔형 감마선 영상화장치에 대한 감마선 탐지장치 개발을 위해 Radscan800 장치의 

구성 및 구조를 분석하였음. Radscan800 장치에 대한 상세사양 및 포인트 스캔형 방

식을 사용하는 Radscan의 감마선 탐지를 위한 탐지 센서부의 구성은 그림 2.6.47, 표 

2.6.9과 같음. CsI(Tl) 또는 NaI(Tl) 섬광체를 수광소자인 Photodiode 또는 

PMT(Photo Multiplier Tube)를 사용하여 감마선 신호를 탐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방사선의 방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ollimator와 차폐체가 구성되어 있음. 센서부의 

콜리메이터(Collimator)를 통해 입사된 이온화 방사선을 NaI(Tl)계 신틸레이터

(Scintillator)에서 가시-자외선 영역의 빛으로 변환한 다음, 광 증폭 후 전기적 펄스신

호로 출력시켜 펄스를 계수(Count)함으로서 탐색공간의 한 영역(Cell)에 대한 방사선 

정보를 측정함.

  

그림 2.6.47. 스캔형 방사선 탐지장치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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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9. 상용감마카메라(Radscan 800) 장치 세부사양

규 격 사 양
검출기 헤드 크기(㎜) 285 × 205 × 425
검출기 헤드 무게(kg) 25

스캔각도     수평: 340°, 수직: -60°~+90°
스캔 속도(수평, 수직 동일)     저속: 0.5°/s, 고속: 4.0°/s

검출기 NaI Scintilator
카메라 고해상도 CCD 

레이저 거리 측정기 IEC825-1:1993, FDA 21CFR 
운영체제 Windows XP
공급전원 AC 110~230, 50/60Hz

검출 한계
(FOV 1m 이내)

<1uCi (Cs-137)
<50mg (Pu)
<1g (U-235)

<2.5uCi (Am-241)
측정범위(FOV 1m, Cs-137) <1uCi ~ 0.5Ci

에너지 범위 30KeV ~ 1.5MeV
선량률 범위(Cs-137) 0 ~ 500mGy/h

탐지거리(레이저 거리 측정) 0.3m ~ 30m (오차 ±5mm)
Collimator 입사각  2°, 3°, 4°
원격제어가능거리 40m

� 스캔형 탐지장치의 검출 방식인 포인트 스캔은 센서부를 탑재한 팬틸트(Pan/Tilt) 제어

장치를 전체 탐색공간에 대해 각 Cell(화소) 별 측정과정을 반복하여 2차원 공간에 대

한 방사선 계수정보를 얻게 됨. 공간 탐색은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 방향으로 

Raster 패턴을 따라 자동스캔(Automatic scan) 동작으로 진행되며, 각 Cell별 불연속

(Discrete) 측정을 통해 2차원공간의 방사선 정보 획득함. 

� 따라서 탐색공간 전체 스캔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포인트(=Cell)로 이동하는 시간과 정

지 상태에서 한 포인트에 대한 방사선을 계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합을 전체 2차원 

공간 내 포인트 수로 곱한 값이 되며, 이는 이차원 영역의 각 ‘Single Shot’과정에 소

요되는 누적시간에 해당함. 측정 포인트별 방사선 계수에는 일정 시간(Dead Time, 

Dwell Time)이 필요하며  측정 방사선원의 상태(에너지, 세기 등)나 측정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User definition)하게 됨.

� 감마 방사선을 센서로부터 직접 측정할 경우 센서로 사용되는 물질의 반응도가 낮아 

검출효율이 낮기 때문에 신틸레이터를 통해 빛으로 변환 후 측정하게 됨. 이때 사용되

는 섬광물질인 신틸레이터에 의해 변환된 광은 수광소자인 Photodiode, PMT, CCD 

등을 이용해 검출하게 되며 고감도의 감마선 센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섬광체와의 결합을 고려해야 함. 기 개발된 방사선 탐지 시스템의 검출부로 사용

되는 섬광검출기는 무기질 신틸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음. 

� PMT 방사선 검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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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장치인 PMT는 그림 2.6.48과 같은 구조로 구성됨

      - 섬광물질로부터 전달된 빛은 Photocathode에 흡수되어 광전자를 방출하게 되고 발

생된 전자는 집속장치를 통해 여러 단계의 Dynode를 거친 후 Anode를 통해 신호

를 출력함 

그림 2.6.48. 광증배관 내부 구성

      - PM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틸레이터로부터 PMT로 빛이 전달 될 때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Photocathode이며 이는 구성 물질에 따라 고유 반응 파장대역을 

가지고 있어서 신틸레이터의 출력 파장과의 조합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함. 

      - 현재 널리 활용되는 photocathode는 Bialkali로 구성된 것으로 광효율은 400nm의 

파장대역에서 23%의 광전효율을 가짐(그림 2.6.49). Bialkali-Photocathode가 

400nm의 파장대역에서 반응하므로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신틸레이터가 방사

선에 반응하여 출력하는 빛도 400nm대역이 되어야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NaI(Tl) 신틸레이터가 적합함.

그림 2.6.49. 포토캐소드의 물질별 광변환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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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신호로 변환된 빛은 Dynode를 통해 신호를 증폭하게 되며, 이 때 Dynode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분배기에 의해 공급되며, 전압 분배기는 증폭율과 전류신호의 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다이노드 사이의 전기적 포텐셜의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압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함.

      - PMT의 증폭률은 Dynode의 수와 이차전자 방출률에 의해 결정되며 이차전자방출율

은 Dynode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PMT의  증

폭률이 범위는 105 ~ 107 을 가짐. PMT는 빛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 한 후 내부

적인 증배관을 통해 출력을 증폭하므로 내부적인 잡음이 최소화되어 Photodiode에 

비해 광변환효율은 낮지만 출력신호에 있어서 SNR(신호대잡음비)이 매우 높음. 

      -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증폭 시킨 후 출력되는 전류를 통해 방사선을 측정하

며, PMT를 이용한 검출기는 다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능을 구성함. 먼저 

MCA(MultiChannel Analyzer) 형태는 PMT의 출력 펄스에 대한 펄스의 높이를 

ADC를 통해 구분하여 메모리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펄스의 높이

별 검출된 펄스의 수를 측정하여 방사선원에 대한 핵종 분석이 가능한 방식이며, 

SCA(Single Channel Analyzer) 형태는 설정된 기준전압 이상의 펄스를 카운트 하

여 누적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간편하며 단위시간당 펄스카운트 수를 선량률로 변환하

여 세기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임. Radscan 800 장치의 경우 MCA 형태로 검출기가 

구성되어 선원에 대한 핵종 분석과 선량 정보 취득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었음.

� Photodiode 방사선 검출 센서

      - Si기반의 PIN 구조 Photodiode는 신틸레이터로부터 전달된 빛에 반응하여 전기신호

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검출 센서임. PMT의 Photocathode와 마찬가지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할 때 광변환 효율이 중요하지만 Si Photodiode의 경우 500nm부터 

900nm 대역에서 약 70% 광변환 효율을 나타냄. 그림 2.6.50은 Si-Photodiode의 

광변환 효율을 보여줌.    

      - 그림 2.6.50에서 CsI(Tl) 신틸레이터는 550nm에서 최대 출력을 나타내므로 

Photodiode를 이용한 섬광검출기 제작 시 CsI(Tl)와 결합함이면 최대의 광변환효율

(약 68%)을 얻을 수 있음. Photodiode와 CsI(Tl)을 결합한 방사선 검출기의 광변환 

효율은 높지만 Photodiode 자체의 출력 신호가 매우 작기 때문에 증폭신호가 필요

하므로 저선량 탐지를 위해서는 출력신호에 대한 증폭회로가 요구됨. 

      - Photodiode를 적용한 방사선 검출기 역시 PMT의 출력과 유사한 펄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PMT를 적용한 MCA, SCA 방법으로 검출기를 구현하여 활용이 가능하고 출

력결과 역시 동일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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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0. 실리콘기반 포토다이오드의 광변환 효율

� CCD 방사선 검출 센서

      - CCD를 방사선 검출기로 응용할 경우 Si 기반의 어레이 센서인 CCD를 이용하여 각 

픽셀별로 취득된 1 frame 영상의 모든 화소값에서 특정 문턱치 이상의 값들만을 카

운트하여 Pixel Counting 센서로 활용할 수 있음. 상용 CCD의 경우 수광되는 파장

에 대한 반응도가 그림 2.6.51과 같이 나타남. 

그림 2.6.51. 전형적인 CCD 의 파장별 응답특성

      - 일반적인 CCD의 경우 응답하는 파장대역이 550nm ~ 600nm에서 최대 응답을 나

타내므로 신틸레이터와 직접 결합 시 550nm의 Peak 출력을 나타내는 CsI(Tl) 신틸

레이터가 적합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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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1.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검증 시험 시설 구축

  가. 원전 배관 감육 설비 구축 및 성능 검증

  (1) 원전계통 실증시험 시설구축 완료

� 미국과 일본 등에서 배관 감육에 의한 배관 파손으로 인명사고에 이르는 심각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전 선진국들은 원전 환경과 유사하게 

배관 감육을 모사하여 실증할 수 있는 대형 시험설비를 제작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1-1~5].

� 국내 최초로 구축한 대규모 원전배관 감육 실증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배관 감육에 대한 

다양한 시험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배관 건전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배관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종합 관리 코드와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함[1-6].

� 원전 2차계통 수화학 조건과 재질에 따른 배관의 감육 현상을 시험, 평가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소 2차측 배관의 유체가속부식(FAC) 현상을 실증, 모사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구축함. (그림 3.1.1) 

� 원전 2차계통 배관감육 실증설비 주요 기기 구성과 사양은 다음과 같음.

- 주요구성: 가압기(500 L 1대), 충수탱크(1000 L 2대), 히터, 열교환기(2대), 순환펌프, 

고압펌프, 센서(온도, 압력, DO, CT, pH, DH), 이온교환수지(2 set), 유량계, 화학약

품 주입펌프 및 탱크, 냉각탑 및 냉각펌프

- 설계사양: 압력(6 MPa), 온도(270℃), 유속(20 m/s for 2 inch pipe), DO 

control(<5 ppb), pH control(암모니아, 하이드라진 주입)

� 그림 3.1.2는 원전배관 감육 실증시험설비 주요기기의 3차원 배치 설계 내용임. 주요 기

기는 2층 구조로 설계함. 1층에 펌프 및 열교환기, 순환펌프 등을 설치하고 화학주입 및 

이온교환수지, 가압기를 2층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높임. 설비 제어실을 2층에 만들어

서 창문을 통해 모니터링이 쉽도록 하였고, 3층에 부속 회의실을 조성함.

�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1월 준공.

� 원전배관감육 실증시험설비 시험가동 완료. 

- 온도 제어 시험: 120℃ (1주일) → 230℃ (2주일) → 150℃ (1주일)

- 유속 제어 시험: 1200 L/min (1주일) → 1800 L/min (2주일) → 1200 L/min (1주

일)

- pH 제어 시험: 7 (1주일) → 9 (2주일) → 7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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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배관감육 실증시험설비 가동을 위한 매뉴얼 및 Interlock 절차 초안 작성 완료 (그

림 3.1.3)

� 매뉴얼 구성

- 기동운전: 프로그램 실행, 충수 공급, 히터 및 펌프 등 작동 시작

- 정상운전: 센서 감시 및 온도, 압력 제어

- 정지운전: 기기 정지 및 사후 처리

� Interlock 절차 구성

- 주요 기기 별 안전사항 및 비상조치 마련

- 위험도 표시 및 경고 방법 확보

- 상황 별 안전조치 절차 설명

- 자동 안전조치 설정 방안 설명

� 안전 및 알람 시스템 확보 (그림 3.1.4)

- 고해상도 CCTV 및 저장장치 설치

- 외부망 인터넷을 통한 실증설비 가동 모니터링

- 누수 감지 센서 및 휴대폰 경보 발령 시스템 설치

- 시험장비 안전 차단벽 설치 예정

-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 실증시험설비 가동 제어 및 자료 저장 프로그램 제작 완료 (그림 3.1.5-6)

- 시험설비 계측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저장

- 주요 기기 제어를 위한 공정변수 설정(Schematic overview 화면)

- 기기 현황 및 운전상태 표시

- Alarm/event 목록 출력 및 저장

- 운전 시간에 따른 실시간 자료 plotting 

그림 3.1.1. FAC simul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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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 
monitoring room Pressurizer

Chemical & DI tankTest section

(a) (b)

그림 3.1.2. 3D lay out of FAC test facility

그림 3.1.3. Facility manual and interlock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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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Composition of CCTV 

safety system

그림 3.1.5. Schematic overview of computer monitor 

for facility control

그림 3.1.6. Plotting of senso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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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전 계통 실증 시험시설 성능 검증 (2016.3.22.~2016.10.11.)

� 고온 환경(150 , 10 bar)에서 50일씩 3차에 걸쳐 총 150일간 FAC 시험을 수행하여 

모든 시험 조건을 만족하였음.

� 주 순환루프의 온도와 압력, 주입 펌프 유량, 수화학 조건 등 설비 운전 자료에 큰 문제

점은 보이지 않았음(그림 3.1.7-12).

� 주 순환루프의 온도(그림 3.1.7)는 시험 배관 온도(그림 3.1.8)가 150 를 유지하기 위하

여 이보다 3  높은 153 로 제어하였으며, 1차 시험에서는 약 ±0.5 의 온도 변동이 

있었지만 3차 시험에서는 온도 변화가 약 ±0.1 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주 순환루프 온

도 변동은 그림 3.1.8과 같이 주입 펌프의 유량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입펌

프 유량이 비교적 안정되게 제어된 3차 시험에서 온도 변화가 더 적음을 확인할 수 있

음.

� 주 순환루프의 압력은 1000 L 용량으로 제작된 가압기 내의 수위 조절로 제어하고 있

음. 주입 펌프 및 순환 펌프의 유량변화와 일시적인 온도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시험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압기 수위조절을 통한 압력 

제어 방식의 작동이 성공적임을 입증함.

� 그림 3.1.9, 3.1.10과 같이 이온 교환수지를 거치면서 pH 7 이하, 0.1 μS/cm 정도로 

시험용액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였으며, 이온 교환수지 전/후단에 설치된 용존 산소(DO) 

센서를 통해서 DO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3.1.11과 같이 모든 시험에서 이온교환수지 전

단기준 4 ppb 이하를 유지하였음. Make-up tank에서 액체 질소 퍼징으로 DO를 제거

하면서 시험함. 이온 교환수지는 양이온 교환수지와 혼상 교환수지로 구성되었으며, 최대 

20 L/min의 처리 용량을 갖추고 있음.

� 그림 3.1.12와 같이 150 의 시험 용액은 취출수 라인에 설치된 1차와 2차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20  내외로 냉각시켜서 모든 수화학 센서와 정화 계통이 상온에서 

작동하도록 하였음.

(a) (b) (c)

그림 3.1.7. Operation temperature and pressure of main loop in FAC simulation test 

facility during FAC tests with flow velocities of (a) 10 m/s, (b) 12 m/s, 

(c) 7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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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Test section temperature of main loop in FAC simulation test facility during 

FAC tests

그림 3.1.9. Injection pump flow in FAC simulation test facility during FAC tests

그림 3.1.10. Test solution pH in FAC simulation test facility during FA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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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Conductivity in FAC simulation test facility during FAC tests

그림 3.1.12. DO in FAC simulation test facility during FAC tests

그림 3.1.13. Temperatures in heat exchanger 1&2 and ion exchanger of FAC simulation 

test facility during FAC tests

   (3) 원전계통 배관안전성 실증시험 및 운영

� 탄소강과 저합금강을 용접하여 배관감육실증시험용 배관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구축된 실

증시험시설을 이용하여 배관안전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음. 시험에 관한 내용은 2-가. 

원전 배관감육 실증자료 생산에서 상세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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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질보증체계 도입 방안

� 원전 배관감육 실증시험설비를 통해 생산된 시험결과 및 실증자료는 원전 배관안전성 평

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고유 배관감육 모델과 코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음. 시험결과와 실증자료의 활용 및 응용을 위해서는 시험설비 및 실험절차

에 대한 품질보증체계의 적용이 필수적임.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품질보증규정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품질보증계획서 

(RDQAM-100), 연구사업 품질보증절차서(QAP-NP-X.X)를 이용하여, 원자력 품질보증

에서 정의하는 품질등급 Q등급에 상응하는 품질보증체계를 도입하고자 그 방안을 기획

함.

� 품질보증양식 QAP-NP-2.4-1을 이용하여, 과제 품질보증 플랜(Project Quality 

Assurance Plan)을 표 3.1.1, 3.1.2와 같이 작성함.

표 3.1.1. Project quality assurance pla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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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Project quality assurance plan (2/2)

� 품질보증요건 중 배관감육 실증시험설비의 운용에 적용이 필요한 항목과 불필요한 항목

을 구분하였고 총 12개 항목에 대하여 해당 요건에서의 적용 절차를 정의하였음. 

� 품질보증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생산되는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품질보

증서버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모든 파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관감육 실증설

비 control room 내 내부망 PC를 추가 설치하여 생산되는 실험데이터와 서버 간의 연

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장비 운용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절차서, 매뉴얼, 실험장비의 

교정, 데이터 등의 오프라인 문서의 관리를 위해 공용 서고를 도입하였음.

� PQAP-FAC-01 품질보증 플랜에서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문서관리 및 실험데이터

의 관리에 대하여, QAP-NP-6.1의 규정에 의거하여 생산되는 모든 문서는 표 3.1.3의 

각종 절차서 및 문서의 문서번호 체계를 따르도록 하였고, 생산되는 실험 데이터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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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용되는 시편의 경우 표 3.1.4와 같이 자체 개발된 규칙에 의거하여 정리 및 관리하

도록 절차를 제정함.

분류 □□□ 설명

각종 절차서의 문서번호

 : FAC-□□□-zz, Rev.#

 - zz: 각 절차서 종류내에서의

       일련번호

 - Rev.#: 개정번호

LOP 연구실운영절차서

PMP 사업(과제)관리절차서

STP 시운전절차서

TAP 기술행정절차서

MP 유지보수·점검 절차서

WPP 업무프로세스 절차서

EOP 장치/장비 운영절차서

PP 공정절차서

TN 시험계획서

TP 시험절차서

TR 시험보고서

ITP 시험·검사계획서

SP 특수작업절차서

기타 문서의 문서번호

 : FAC-□□□-YY-ZZ, Rev.#

 - YY: 발행년도의 두 자리 수

 - ZZ: 동일 연도내에서의 일련번호

 - Rev.#: 개정번호

DD 설계문서(설계계산서, 설계해석서 등)

DS 설계시방서

DW 도면

PS 구매시방서

PD 구매문서(구매시방서 제외)

표 3.1.3. Number of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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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데이터 저장파일 명명규칙

 : P○○-aa-□□-YYMMDD-bbD-비고

분류 설명 예시

P○○ Project P01, P02, P03 …

aa 시험차수 01, 02, 03 …

□□ 측정 방식

RU (Room temperature)

HB (High temp. Buffer-rod)

HW (High temp. Waveguide)

YYMMDD 시험시작일 170101, 170301

bbD 시험 기간 10D, 20D, 30D

비고 특정 이력 표시 10D Stop

파괴시험편 명명규칙

 : P○○-배관종류-□□-측정위치-◇cc-비고

분류 설명 예시

P○○ Project P01, P02, P03 …

배관종류
배관재료명

용접부

SA106, P22 …

WELD

□□ 측정 방식

RU (Room temperature)

HB (High temp. Buffer-rod)

HW (High temp. Waveguide)

NO (상기 해당되지 않을 경우)

측정위치
측정 방식에

따라 명명

RU : A~L

HB : CH1~CH4

HW : WG1

NO : 1, 2, 3, 4 …

WELD : CD, HI

◇cc 절단 후 number
01, 02, 03 …

용접부의 경우: W01, B01, H01 …

비고 특정 이력 표시 10D Stop

표 3.1.4. Naming rules of experimental data files an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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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절차서의 양식의 경우, 적용절차에 따라 필수양식, 권장양식, 자체양식의 적용으

로 표 3.1.5와 같이 구분하였고, 필수양식 및 권장양식은 연구사업 품질보증절차서

(QAP-NP-X.X)를 이용하고 자체 양식은 품질보증체계 구축 사업 진행과 함께 개발할 예

정.

품질보증요건 적용절차 필수 양식 권장 양식 자체 양식

설계관리 QAP-NP-3.1
QAP-BS-3.1-예시1

QAP-BS-3.1-예시2

설계확인 QAP-NP-3.2
QAP-NP-3.2-1

QAP-NP-3.2-2

도면관리 QAP-NP-3.4
QAP-BS-3.3-예시

QAP-BS-3.3-표1

품목의 식별

및 관리
QAP-NP-8.1

QAP-NP-8.1-1

QAP-NP-8.1-2

시험관리 QAP-NP-11.1 O

시험방법 및 

절차관리
QAP-NP-11.2 O

시험장치 관리 QAP-NP-11.3 O

시험품목 관리 QAP-NP-11.4 O

시험기록의 

추적관리
QAP-NP-11.5 O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QAP-NP-12.1

QAP-NP-12.1-1

QAP-NP-12.1-2

QAP-NP-12.1-3

표 3.1.5. Application form by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 품질보증절차 구축 방안의 마련을 통해 차기 사업에서 배관감육 실증설비 운용 및 실험

으로의 Q등급 품질보증체계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향후 개발될 원전원자로 내부구

조부품 열화실증시험설비의 품질보증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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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 내부 구조부품 신뢰성 검증 기반 구축 

   (1) 선진시험시설 벤치마킹

   (가) 중성자조사 내부구조부품 IASCC 실증 설비 구축 필요성

� 국내 가동원전의 주요 기기 및 부품의 재료열화에 대한 연구는, 해외 선진국의 가동 원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동년수가 적은 이유로, 주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원자로 헤드 관

통관, 이종금속 용접부, 2차 계통 배관의 부식균열에 집중되었음.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호기가 2017년 폐로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호기들

의 장기 운전 및 계속 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원자로 내부 구조 부품의 건

전성 평가에 대한 국내 기술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향후 계속 운전 인허가 대상 원전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내부 구조 부품의 IASCC 대응 검사/교체 기술 

뿐만 아니라, 원천적인 저감 기술도 시급히 개발되어야 함.

� 이러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중성자 조사된 재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열화현상인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Irradiation-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IASCC)에 대한 시험 설비가 구축되어야 함.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구에 따

라 2000년대 이후 중성자 조사재의 IASCC에 대한 연구 및 시설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표 3.1.6의 해외 선진국 IASCC 실증설비 구축 현황 참조.

국가 IASCC 실증설비 보유 기관 (산업체 제외)

미국 INL, ANL, ORNL, Univ. of Michigan

프랑스 CEA

스웨덴 Studsvik

일본 JAEA, NFD

노르웨이 Halden

핀란드 VTT (구축 예정)

벨기에 SCK-CEN

한국 없음

표 3.1.6. IASCC test facilities in worldwide

   (나) 선진시험시설 벤치마킹

� 중성자조사 내부구조부품의 IASCC 실증설비 최신 기술, 설비 및 시설 설계 사양을 입수

하고자 하였음. 본과제 및 타과제의 해외출장을 기회로, 미국 INL, 미시간대학교, 일본 

JMTR, 벨기에 SCK-CEN을 직접 방문하여 설비 담당자와 면담을 통하여 기술을 입수하

였고, 기타 보고서, 논문 자료를 검토하여 보충하였음. 아래에 각 기관별 IASCC 실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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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주요 특이사항을 정리하였음.

� 미국 INL(Idaho Nation Lab.)은 현재 IASCC 실증설비를 위한 전용 핫셀로 glove box 

타입의 납셀 2기를 구축하였음. 1기는 utility 공간으로 조사재 운반, 보관이 이루어지며, 

미세구조 분석장비도 반입 가능하고, 1기는 test 공간으로 autoclave와 SSRT 2세트가 

구축되어 있음. 향후 1기의 납셀을 추가하여 2세트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며, 구축 완료

후 BWR 및 PWR 환경에서 IASCC 실증시험을 수행할 예정임. Autoclave seal은 

clamping 타입으로 3,500psi까지 가압테스트를 완료함.

� 미국 Univ. of Michigan은 과거 폐로된 연구용 원자로의 콘크리트 핫셀 2기를 활용하

고 있음. 총 5세트의 autoclave/SSRT를 구축하였으며, 4대는 핫셀 외부 방사성 작업공

간에 설치되어 있음. 작은 조사 시편을 사용하므로, autoclave만으로 차폐하고 있으며, 

이동식으로 설치됨. 콘크리트 핫셀에 고정되어 있는 autoclave/SSRT 1세트는 조사량이 

크거나 시편이 클 경우 활용하고 있음. Autoclave seal은 bolting 방식이나, bolt 체결

은 manipulator 작업을 고려하여 hydraulic sealing 기구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임.

� 일본 JAEA는 기존 WASTEF 시설을 활용하여 2000년대에 BWR 및 PWR 환경에서 

IASCC 실증시험용 autoclave/SSRT 5세트를 구축하였음. 이중 1대의 autoclave에는 

CCD 카메라를 장입하여 SCC 인장시험중 실시간으로 시편 표면의 균열 탐지를 연구한 

바 있음. 현재 배율이 10~20배로 높지 않고, 우수한 품질의 사파이어 윈도우 제작의 어

려움이 있음. 레버로 작동하는 스크류 방식의 autoclave seal을 채택하여, manipulator 

작업 용이성이 우수하나, 플라스틱 재질의 o-ring을 사용하므로 PWR 모사환경 보다 온

도와 압력이 낮은 BWR 모사환경 실험에만 적용하였고, PWR 실험 장비의 경우 기존 

bolting 방식을 사용함. Water loop 중 저온 고압부는 핫셀 외부, 열교환기, 예열기 등 

고온 고압부는 핫셀 내부(실험대 하부)에 설치함.

� 일본 NFD는 IASCC 실증설비 제작부터 장비 설계를 고려한 전용 핫셀 1기를 구축하였

고, 주로 PWR 모사환경 실험 위주로 구성됨. Autoclave/SSRT를 제외한 예열기, 열교

환기, 냉각기 등온 모두 핫셀 외부(상부)에 설치함.

� 벨기에 SCK·CEN은 IASCC 실증설비 전용 핫셀 1기를 구축하고, 내부에 

autoclave/SSRT 3세트를 설치함. PWR 및 BWR 환경 모사가 가능하며, autoclave 

seal은 bolting 방식을 채용함. Cover(lid)의 두께를 통상보다 두껍게 설계하여 볼트의 

수를 8~10개에서 4개로 줄임. Autoclave를 제외한 water loop은 모두 핫셀 지하에 설

치하였음. 원전 인출 시편을 자체적으로 정밀가공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갖추었으며, 

계측용 wire, 기준전극 등 제반 설비에 대한 자체 기술 보유하고 있음.

� 표 3.1.7에 상기 선진시험시설의 주요 설계사양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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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Comparison of main design specifications of IASCC test facilities in 

worldwide

   (2) 내부구조부품 신뢰성 평가 방안 마련

   (가) IASCC 실증시험시설 구축 방안 검토

� 원자로 내부구조부품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IASCC 실증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됨. 우선 일반 실험구역에 설치된 SCC 실증설비에 비해 water leak, 방사

성 물질 오염 등 작업 안전 확보와, 핫셀 내부 작업 및 장비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

한 실험 설비 설계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고온 고압의 IASCC 시험환경을 고려한 전용 

핫셀 구축 및 ventilation 설비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기관의 IASCC 실증설비 기술 벤치마킹과 동시에, 본 연

구원의 하나로 연구로 및 조사후 시험시설, 동위원소 생산시설에서 보유 중인 핫셀 설비 

현황 및 신규 핫셀 설비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1안으로서, IASCC 실증설비 전용 신규 핫셀을 구축할 경우, 조사후 시험시설 지하 공간 

등 하나로 부지내 유휴공간을 검토한 결과 신규 핫셀 구축 공간은 가능하나, ventilation 

등 전용 utility 설비 구축이 필요하며 이때 전체 소요 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됨.

� 2안으로서, 현재 보유 중인 핫셀 중 유휴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동위원소 생산시

설의 기장 연구로 이전시 가능하나, 관련 사업 일정에 따라 유휴 핫셀 배정 및 계획 변

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요 비용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됨.

   (나) IASCC 실증시험시설 구축 계획 수립

� 따라서 본 연구의 향후 일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2안을 기준으로 IASCC 실증시험시

설 구축 계획을 표 3.1.8과 같이 수립하였음. 2015~2016년 2년간 IASCC 시험설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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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계를 완료하고, 2017~2021년 5년간 본격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cold lab에서 

IASCC 시험설비의 시운전을 거쳐 전용 핫셀 준비, 인허가 사항 등을 완료하여 2021년 

핫셀내 실증설비 구축을 완료하는 방안을 수립함. 연도별 상세 업무는 아래와 같음.

- 2015년 : IASCC 선진 시험설비 벤치마킹, KAERI 시험설비 개념설계

- 2016년 : IASCC 시험설비 상세설계, hot cell 개보수 개념설계, 안전체계 방안 마련

- 2017년 : 시험설비 단품 구매 시작, hot cell 개보수 상세설계 시작

- 2018년 : hot cell 개보수 상세설계 완료

- 2019년 : IASCC 시험설비 구축 완료(cold lab), hot cell 개보수 시작

- 2020년 : IASCC 시험설비 시운전 및 검증(cold lab), hot cell 개보수 완료

- 2021년 : IASCC 시험설비 hot cell내로 이전 및 실증설비 구축 완료

상세 업무
2단계 3단계 4단계

‘15 ‘16 ‘17 ‘18 ‘19 ‘20 ‘21~

IASCC 시험설비 구축 (cold lab)

선진 시험설비 벤치마킹

KAERI 시험설비 개념설계

조사 시편 수급 방안 마련

KAERI 시험설비 상세설계

시험설비 단품 구매

시험설비 구축 완료

시험설비 시운전 및 설계 검증

IASCC 전용 hot cell 구축

Hot cell 개념 설계

설비 안전체계 방안

Hot cell 개보수 상세 설계

Hot cell 개보수

IASCC 시험설비 이전

IASCC 실증설비 구축 및 시운전

표 3.1.8. Detailed schedule of IASCC test facility construction in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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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ASCC 실증시험용 조사재 시편 수급 방안 검토

� IASCC 실증시험용 시편은 중성자 조사된 상태로 방사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급하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였음.

� 그림 3.1.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PWR 내부구조 부품 중 특히 IASCC에 취약한 환경에 노

출되는 배플 볼트의 경우 약 10DPA 이상에서 IASCC 열화가 보고되고 있으며 원전의 장기운

전 및 수명연장을 고려할 경우 최대 100DPA 수준으로 조사된 시편의 확보가 필요함.

그림 3.1.14. Neutron fluence levels of reactor vessel 

internals 

� 우선 비조사재 시편을 정밀가공한 후 하나로 연구로 등에서 중성자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의 

경우, 하나로 조사 캡슐의 공간 크기 이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편을 제작할 수 있으나, 중성

자 조사량의 한계가 있었음. 현재 1주기 운전시 조사량은 최대 0.5DPA 수준으로, 10DPA 이

상 조사시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 캡슐의 재계장 등 제반 기술 해결도 수반

되어야 함. 결론적으로 PWR 원전의 장기운전 및 수명연장을 고려할 경우 실제 예상되는 원자

로 내부구조부품의 조사량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다는 한계가 있음.

� 다른 방안으로서, 국내 원전에서 중성자 조사후 인출된 부품을 활용하여 시편을 제작하는 방법

의 경우, 조사량이 높은 시편의 정밀 가공 자체가 매우 어려우므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또는 

노르웨이 할덴 연구로와 같은 해외 선진기관에 제작 의뢰하여야 하나, 외부 가공 및 운송 비용

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국내 PWR 원전의 flux thimble tube(FTT) 교체품을 

활용할 경우, 주요 연구 대상인 배플 볼트 등 내부구조부품과 동일 계열의 스테인리스강으로, 

배플 볼트에 비해 핵연료에 인접하여 연간 조사량이 3DPA 수준으로 높으므로, 간단한 절단기

술 확보시 현실적인 시편 확보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음.

   (3) IASCC 열화 평가 설비 사양 검토

� 상술한 바와 같이 해외 선진기관의 IASCC 실증시험 설비 및 기술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보고서 ‘KAERI/AR-1078/2015 중성자 조사재 IASCC 실증설비 기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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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분석보고서’를 발행하였음.

�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IASCC 열화 평가 설비 사양을 검토하고 설계 요건을 마련하

였음.

   (가) 고온 고압 시험장비의 leak-free 설계 사양

� 고온 고압 설비에서 조사재 시편에 의해 오염된 water leak를 방지하기 위한 main gasket 

seal 방식 설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

� Autoclave 내부에 시편이 장착된 후 seal이 이루어지므로, manipulator로 작업 가능한 설계

가 필요함. 볼트 체결 등 필요한 토크값을 고려하여 특수 공구 및 유압식 보조 기구 설계가 마

련되어야 함.

� 핫셀 내부의 공간에 제약이 많으므로, seal 작업시 manipulator의 접근이 원활한 seal 방식을 

채택해야 함.

   (나) 고온 고압 시험장비와 핫셀의 호환 설계 사양

� 핫셀의 공간 제약으로 인해 IASCC 실증 시험 설비 중 1차 계통수 모사를 위한 water loop은 

통상 핫셀 외부에 설치되어야 함. 따라서 고온 고압의 실험 용액이 핫셀의 내외부로 순환되어

야 하므로, 저온 저압부, 저온 고압부, 고온 고압부 위치를 도출함. 우선 중성자 조사재가 장입

되고 고온 고압 반응용기인 autoclave는 필수적으로 핫셀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열교환기 

등 고온 고압부는 가급적 핫셀 내부에 배치함. 실제 핫셀 내부 공간의 제약으로 이러한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autoclave를 제외한 열교환기, 예열기 등은 외부에 설치하되 납재

잴의 핫셀 벽의 열화방지를 위하여 단열 설계를 도입해야 함.

� 통상 핫셀 내외부로 가스 및 냉각수와 같은 utility line은 자체 내장된 토고관을 통해 순환되

는 것이 유리하나, 사용하려는 핫셀의 토고관이 오염된 상태로 제염이 어렵거나, 형상의 제약

으로 1차 계통수 line의 관통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핫셀의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해야 하므로 

핫셀 개조에 따른 차폐 기능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다) 안전 운전 및 주요 부품 오염 최소화 방안

� 중성자 조사 시편이 1차 계통수에 노출되어 부식반응이 일어나 부식생성물이 계통수를 따라 

순환되므로, 이를 필터링하는 설비가 구비함. 일반적인 PWSCC 시험 설비의 경우 수질 관리를 

위해서 1개의 이온 교환 수지 필터를 사용하지만, IASCC 시험 설비의 경우 2개 이상의 이온 

교환 수지 필터를 장착하여 핫셀 외부에 설치되는 설비의 오염을 최소화함. 또한 이온 교환 수

지의 교체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필터 용량, 교체 방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핫셀 내부의 autoclave에서 leak 발생시, 이를 배기하거나 배수하는 설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전용 필터가 장착된 ventilation 및 중앙 포집장치와의 연결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핫셀 외부의 water loop에서 누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loop 하단에 물받침, drain, 누수 감지

기 등을 설치하고, 주요 관심 부위는 누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함.

� 1차 계통수의 DH 제어를 위해 water loop에서 사용하는 수소가스는 전용 ventilation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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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되어야 하며, loop 주위에 수소 감지기를 설치하야 누설을 방지해야 함.

� 누수 및 누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상황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함.

   (4) 실증 시험설비 안전 체계 방안 마련

� 원자로 내부 구조 부품의 경우 주요 열화 기구가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재를 활용

하여 실증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조사재 취급이 가능한 핫셀 시설 내에 부식 균열 실증 설

비가 구축되어야 함. 따라서 중성자 조사재의 부식 균열 실증 평가를 위한 설비뿐 만 아니라, 

중성자 조사재 취급을 위한 핫셀과 호환성, 연결성, 더 나아가 방사선 차폐 등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도출해야 함.

� 원자로 내부구조 부품의 IASCC 실증 설비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음 (그림 3.1.15 참조).

- 고온 고압 오토클래이브 : 시편이 위치하고 시험 환경을 1차 계통의 고온 고압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는 고온 고압 반응기, 본체, 커버, 히터로 구성. 실험 도중 고온 고압 용액의 누수 

및 가스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밀봉 설계가 중요함.

- 인장 시험기(SSRT) : IASCC 민감도 평가용 판상/봉상 인장 시편, 균열 성장 평가용 

CT(compact tension) 시편에 하중을 인가할 수 있도록 모터와 구동부로 구성.

- 1차계통 냉각수 모사 순환 시스템 : PWR 1차계통 냉각수를 모사할 수 있도록 수화학 제

어, 계측이 가능하고 펌프로 고압의 계통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기능, 순환 펌프, 고압 펌프, 

열교환기, 1차 계통수 저장 탱크, DH/DO 제어용 가스 주입 시스템, 각종 센서류(온도, 압

력, DO, DH, pH, 전도도), 이온 교환 수지 탱크 등으로 구성.

그림 3.1.15. Design concept of IASCC test facility

� 내부 구조 부품 IASCC 실증 설비 기본 요구 사양은 다음과 같음. (표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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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Requirements of IASCC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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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RT 시험기 2대용 중소형 납 핫셀 2기와 조사재 시편 준비 및 조사재의 내외부 반입/반

출을 위한 납 핫셀 1기가 필요함. 총 3기의 핫셀은 부식균열 실증 실험 및 시편 이송 용이

성을 고려하여 연결되어 있어야 함.

- SSRT 시험기의 크기는 통상 1.0 m × 1.0 m × 2.0 m (W×D×H)이므로, 각 핫셀의 내

부 공간은 최대 2.0 m × 2.0 m × 2.5 m (W×D×H)이어야 함. 내부 공간은 중성자 조

사재 취급을 위한 manipulator로 사각 없이 내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핫셀 전면부는 납

유리창 및 manipulator 작업 공간, 후면부는 실험 준비 및 장비 유지 보수시 수작업이 필

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후면부는 개폐 가능하도록 도어가 설치되어야 함.

- 핫셀 전면 작업 공간의 맞은편 벽체 또는 핫셀 후면 장업 공간에 1차 계통수 모사용 순환 

시스템과 SSRT 제어기가 설치되어야 함. 계통수 순환 시스템의 크기는 통상 2.0 m × 2.0 

m × 2.0 m (W×D×H)이고, SSRT 제어기의 크기는 통상 1.0 m × 1.0 m × 2.0 m 

(W×D×H)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간 활용이 가능해야 함.

-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 중인 중소형 납 핫셀의 내부 높이는 약 1.5 m로서 기존 

SSRT 설계로는 공간 활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핫셀의 개조를 포함한 SSRT 설계 수정이 필

요함.

� 내부 구조 부품 IASCC 실증 설비 설계 안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 IASCC 시험 장비의 높이 요구 사양을 맞추기 위하여, 그림 3.1.17과 같이 설계 안을 마련

함. 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인장 시험기는 핫셀 바닥의 하부에 위치시키고, 핫셀 바닥에 

직경 110 mm의 홀 가공 등 개조가 필요함. 또한 오토클래이브 밀봉용 볼트 체결을 위한 

너트 러너 및 오토클래이브 커버 개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할 예정임.

- Manipulator의 허용 무게, 접근 가능 거리 및 그립(grip) 사양을 포함한 제작사 자료를 참

고함(그림 3.1.16). 오토클래이브 체결을 위한 너트 러너의 무게는 약 5 kg 정도이며, 제작

사 자료를 근거로 너트 러너 취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림 3.1.17에서 제시된 설계 방안에 근거하여, 핫셀 내부에 위치한 오토클래이브가 개방되

었을 때 중성자 조사 시편의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차폐함과 동시에, 고온 고압 실험 중 누

수로 인해 방사성 용액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3.1.19와 같이 상세 

설계함. 핫셀 바닥의 홀 가공에 의한 방사성 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 성분이 포함

된 고무 벨로즈 등을 활용하여 차폐를 보강할 예정임. 중성자 조사 시편 배치는 그림 

3.1.18과 같이 판상/봉상 인장 시편 1개 또는 CT 시편 2개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도록 설

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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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Specifications of CRL G-LDR manipulator (DEST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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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Detail design of IASCC test facility

그림 3.1.18. Detail drawing of test specimen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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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Detail drawing of SSRT for IASCC test

� 상술한 내부 구조 부품 IASCC 실증 설비 상세 설계안을 포함하여, 중성자 조사재 수급방안, 

취급 및 실험 안전 절차를 수립하여, 그림 3.1.20과 같이 기술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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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Technical report on IASCC test facility design

   (5) 열처리에 따른 이온조사 특성 분석

� 열처리에 의한 양성자 조사재의 조사 취화의 완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type 

316 stainless steel의 5 dpa 조사량을 갖는 양성자 조사재에 대하여 각각 500  5 시간, 

750 , 15 시간동안 열처리를 수행함. 

� 열처리 직후 각각의 시편의 표면 정보는 그림 3.1.21, 3.1.22와 같음. 

� 조사 영역 확인을 위하여 그림 3.1.23과 같이 시편의 왼쪽 면을 에칭 하였고 그림 3.1.24와 

같이 확대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표면으로부터 약 20 μm 영역의 조사면을 확인하였음.

(a) (b) (c) (d)

그림 3.1.21. 500℃, 5 hrs specimen surfaces (a) top, (b) bottom, (c) left and (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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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1.22. 750℃, 15 hrs specimen surfaces (a) top, (b) bottom, (c) left and (d) right

(a) (b)

그림 3.1.23. Etching on left side surface (a) 500℃, 5 hrs 

specimen, (b) 750℃ 15 hrs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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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24. Irradiated area on (a) 500℃, 5 hrs 

specimen, (b) 750℃, 15 hrs specimen.

� 에칭이 수행된 조사면에 대하여 조사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표시를 한 후, 나노압입 시험 

수행을 위하여 0.03 μm 까지 경면 연마를 수행함.

� CSM Instruments의 나노 압입 시험기를 이용하여 나노 압입 시험을 수행함. 시험 조건은 다

음과 같음.

- 사용 압입자: Berkovich diamond indenter

- 제어 모드: Maximum load control

- 최대 하중: 8 mN

- Loading/unloading rate: 16 mN/min

- Frame compliance: 0.02 um/N

- Area function: Oliver-Pharr method

- Calibration: ISO 14577

� 압흔과 압흔간 간격은 plastic zone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압입 깊이의 10배 이상인 

4 μm 이상 떨어지도록 하였고, 조사 표면에서 깊이 방향으로 1 um 이하의 간격이 유지되도

록 압입 시험을 수행함. 나노 압입 시험 수행한 압흔 이미지는 그림 3.1.25와 같음.

� 500 ℃, 5 시간 열처리 시편에 대해서는 1회, 750 ℃, 15시간 열처리 시편에 대해서는 2회 

나노 압입 시험을 수행하였고, 나노경도 측정 결과를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조사재의 나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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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측정치와 비교함. 거리에 따른 측정된 나노경도의 그래프는 그림 3.1.26과 같음.

�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조사재의 경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미경으로 관측된 양성자 조사 

영역 약 20 um의 지점에서 경도가 약 6 GPa에서 4 GPa 이하로 급격히 변하는 것을 확인. 

이를 통해 양성자 조사에 의한 조사 취화 효과로 비조사재의 4 GPa 이하의 물성이 6 GPa 이

상으로 경화되는 것을 확인. 

� 500 ℃, 5 시간 열처리 시편의 경우, 20 um 이전의 조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6 GPa 이상의 

값을 보였고 비조사 영역에서는 4 GPa 이하의 물성을 보여,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시편의 

물성 profile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함. 이를 통해 해당 열처리 조건으로는 조사 

취화 효과가 완화되지 않음을 확인.

� 750 ℃, 15시간 열처리 시편의 경우, 2차례 나노 압입 시험을 수행하면 모두 20 um 이전의 

조사 영역에서 최대 경도가 5 GPa를 넘지 않았고, 평균 약 4 GPa 정도의 경도 값이 측정됨. 

이를 통해 해당 열처리 조건에서 조사 취화 효과가 대부분 완화되어 비조사재 수준으로 기계

적 물성이 회복되었음을 확인.

� 비조사 영역의 물성이 모든 실험 결과에서 약 3 ~ 4 GPa 수준으로 측정됨에 따라 열처리가 

재료 본연의 물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750 ℃, 15시간 조건에서 조사 취화 효과만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추후 내부 구조부품의 물성 완화 공정으로 활용될 수 있

는 기초 연구 자료를 확보함.

(a) (b)

그림 3.1.25. Indents after nano-indentation testing on (a) 500℃, 5 hrs 

specimen, (b) 750℃, 15 hrs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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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Nano-hardness measurement results

   (6) 열화 실증시험시설구축 방안마련

� 원자로 내부구조부품 열화 실증 시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차년도에서 개발한 

실증 시험 설비 안전 체계 및 상세 설계안을 바탕으로, 당해년도에서 IASCC 실증 평가 시설 

중 1차 계통수 순환 시스템 및 제어 장치를 구축하였음. 향후 1차 계통 모사 환경에서 IASCC 

실증 평가를 위한 오토클래이브 및 인장시험기를 구축하고, 핫셀 작업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원격제어 설비를 갖춘 cold lab을 구축할 예정임.

� 1차 계통수 순환 시스템 및 제어 장치 구축

- 1차 계통수 순환/제어 장치는 IASCC 실증 평가 설비의 고온 고압 환경을 모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1차 계통수 저장 탱크에서 준비된 실험 용액을 고압 펌프로 열전달기, 예열기를 

거쳐 오토블래이브로 주입하기 위해 사용됨. 주입된 1차 계통수는 압력제어기로 고압부의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압부의 유량계를 거쳐서 저장 탱크로 다시 순환하는 구조임. 그

림 3.1.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1차 계통수 순환/제어 설비는, 1차 계통수 순환부와 제어부

로 구성됨.

- 1차 계통수 순환부의 주요 구성은 1차 계통수 용액 저장 탱크, 수질 제어 탱크, 고압 펌프, 

순환 펌프, 예열기, 열교환기 및 이온교환수지로 이루어짐.

- 1차 계통수 제어부의 주요 구성은 1차 계통 수질 계측 센서류 - 용존 산소 농도(DO), 용존 

수소 농도(DH), CT(이온 전도도), pH 및 수질 제어/모니터링용 터치 패널, DH/DO 제어

용 가스 유량 자동 조절기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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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양은 최대 작동 압력 20MPa(설계 압력 22 MPa), 온도 360℃, 유속 12L/h, DO 

제어 < 5ppm, DH 제어 0~50 cc/kg·H2O와 같음.

- 고온 고압 실험 환경 뿐만 아니라, 중성자 조사 시편 및 실험 용액의 방사화를 고려하여 2

차년도에 도출한 실험 안전 체계 설계안을 바탕으로, 고온 고압 운전 중 비정상 상태 알림, 

1차 계통수 순환부 누수 및 누설 경보기, 누수 수집 및 배수용 댐 등의 설비를 구비하였음.

그림 3.1.27. Establishment of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circulation loop 

and control systems for simulating primary water environment

   (7) 1차 계통수 순환 및 제어 절차 개발

� 구축된 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통해 IASCC 실증 설비용 1차 계통수 순환 및 제어 절차를 개발

하였고, 내부 시험 절차서 ‘IAC-TP-01, Rev.0’를 발간하였음(그림 3.1.28). 주요 시험 절차

는, 초기 점검, 시운전 절차, 정상운전 절차, 운전 중 비상 시 조치, 운전 종료 절차, 유지 보

수와 검사로 구성되었고, 그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초기 점검사항 및 주의사항 : 중성자/냉각재 복합 환경을 고려한 1차 계통수 순환/제어기 

운전 이전 점검 및 주의 사항을 도출하였음. 주요 점검 항목은 용액 저장 탱크, 고압 펌프, 

냉각기, 순환 압력 제어기 등임.

- 시운전 절차 : 1차 계통수 수질 계측/제어 절차, 고온고압 배관 수세 및 탈기 절차, 승압 

및 승온 등 기동운전 절차를 수립하였음. 1차 계통수 저장 탱크 및 수질 제어 탱크에 1차 

계통수를 충수하고, 오토클래이브, 배관 및 기타 순환 시스템의 기기들의 수세와 탈기, 고압 

실험 용액 순환, 실험 용액 가열 순서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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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Test procedures of primary water circulation 

and controlling for IASCC

- 정상운전 절차 : 실증 환경 유지/모니터링용 제어기 운전 절차를 수립하였음. 1차 계통수의 

온도와 압력, DO와 DH 등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운전 중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실험 조건, 환경 인자를 도출하고, 운전 중 감시사항 도출하였음. 특히 운전 중 감시사항은 

제어기 설정 중 알림이나 경보 설정치에 반영하였고, 비상 치 조치 절차로 별도로 상술하였

음. 고온 고압 환경에서 중성자 조사재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실험이므로, 주요 감시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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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압력이며, 제어 터치 패널을 통해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비상 시 조치 : 운전 중 감시사항들에 근거하여, 비정상 상황 예측, 문제 사항별 해결 방안 

도출하였음. 특히 제어 장비의 보호회로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제작하였으나, 과열, 과압, 

압력 저하, 누수 및 누설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조치를 수립하였음.

- 운전 종료 절차 : 일반 실험과 달리 고온고압 환경 부식균열 실증시험의 경우, 목표한 실증 

시험이 종료된 후 설비의 냉각 과정에서 누수 및 누설 가능성이 가장 큼. 이를 고려하여 실

험 종료 절차를 수립하였음.

- 유지 보수와 검사 : 고온고압 환경 실증시험 반복 수행시 시험설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

을 도출하였고, 유지 보수와 검사 방안을 수립하였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기기들은 고압 밸

브, 고압 필터, 배관 연결부였으며, 일반 실험실 구역에서는 검사 결과 특이 사항이 나타날 

때 통상 교체 및 보수를 수행하지만, 조사재 실험임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기 시운전을 통해 추가할 계획임.

   (8) 미래원전 구조재료 양립성평가 국내외 현황 조사

�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로 등 미래 원자력시스템은 비교적 높은 온도 및 중성자 조사 조건과 

다양한 냉각재 환경에서 가동됨.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중 소듐냉각고속

로(sodium-cooled fast reactor, SFR)와 초고온가스로(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를 연구/개발 진행중임.

� 소듐냉각고속로는 액체 상태의 소듐(Na)을 냉각재로 사용함으로서, 경수로가 열중성자를 사용

하는 것에 비해, 더욱 높은 에너지를 갖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

임. 소듐냉각고속로는 대기압 수준의 낮은 압력에서 운전되는 반면, 운전온도는 약 500~550℃

로 매우 높아, 온도 차이에 의해 구조물에 발생하는 열응력이 커지게 되고, 고온 환경에 따른 

재료의 항복강도 저하에 따라 탄소성변형 및 크리프변형에 의한 손상이 발생함. 

� 초고온가스로는 기체 상태의 헬륨(He)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높은 안전성, 경제성과 더불어 대

량 수소생산 및 공정열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1000℃에 이르는 높은 가동 온도로 인

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주요 구조재료의 건전성이 가장 핵심 사항. 초고온가스로에 적용되는 재

료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되므로 미세구조의 안정성, 고온 기계적 성질, 기체와 금속과 의 상

호작용, 마모, 수소와 삼중수소의 흡착성, 중성자 조사 저항성, 고온 헬륨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한 고온산화를 포함한 부식성질 등이 우수하여야 함. 

� 소듐냉각고속로에서의 주요 구조재료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2.25% Cr 또는 9~12% 

Cr 함량의 Cr-Mo강 계열의 페라이트 또는 페라이트 마르텐사이트 강(FMS)임. 소듐환경 하에

서의 강도, 크리프, 피로 등의 기계적 성질은 소듐에 의한 표면층에서의 탈탄과 침탄의 효과로 

나타남.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서는 침탄이 생기므로 소듐영향을 거의 무시할 수 있으

나, 2.25Cr-1Mo 강 등 Cr-Mo 강에서는 탈탄이 생겨 탄소함량이 표면부위에서 줄어들므로 

소듐에 의해 약간의 강도감소가 있다고 보고됨.

� 냉각재인 액체 소듐은 구조재료에 대한 부식의 문제가 비교적 적으나, 피복관 재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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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두께(공칭두께 0.5mm)와 높은 온도 환경으로 부식 및 침/탈탄에 대한 민감도가 큰 것으

로 알려져 있음. 피복재는 소듐 냉각재와 반응하여 부식에 의한 두께 감육 (wall thinning)과 

침/탈탄에 의한 기계적 강도의 변화, 국부부식에 의한 입계부식 등이 발생함.

� 초고온가스로는 고온 부품 소재의 크리프 저항성이 부품의 수명을 평가하는 주요 평가 지표임. 

특히 초고온가스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가압 헬륨기체는 미량의 반응성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

으며, 환경에 따라 탄화, 탈탄화, 산화 등의 부식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재료의 크리

프 수명은 대기환경에서 평가된 특성 보다 더욱 감소될 수 있어, 초고온가스로 설계에 매우 중

요한 요소임. 고용 강화형 니켈기초합금이 초고온가스로의 구조 재료로서 가장 유력하며, 이들 

중 Alloy 617이 가장 우수한 크리프 특성을 보이고, Haynes 230은 부식특성이 매우 우수하

며, Hastelloy XR은 적당한 크리프 및 부식 특성을 가짐. 

� 미래원전 구조재료의 양립성평가 국내외 현황에 대하여 상세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현황보고서 

‘KAERI/TR-7079/2017’ (그림 3.1.29)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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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Status report on the compatibility of structural 

materials in future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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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실증시험 자료생산

 

   가. 원전 배관 감육 실증자료 생산

   (1) 이종금속 용접 FAC 시험배관 제작

� 배관감육 실증시험시설이 구축된 후, 시운전을 거쳐 실증시험을 위한 test section을 설계하였

음. 

� 운전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직관부를 모사하고자 하였으며, 단순하지만 다양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음. 

� 배관감육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크롬 함량, 유속, 온도, pH 등 매우 다양함. 대부분의 인자

에 대해서 통상적인 영향은 어느정도 알려져 있지만, 실증시험시설을 이용해 정밀한 시험을 하

기 위해 확인해야 할 부분도 존재함. 

� 그 중에 하나는 component 간의 이격에 따른 영향임. 유체가 흐름에 따라 앞선 배관이나 구

조물을 지나 다음 구조물로 진입할 때, 먼저 있는 배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유체의 흐름은 

열의 흐름과 동일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림 3.1.30에 따르면, Reynold 번호가 

10,100 일때 대략 지름의 15배가 되는 영역에서는 열의 흐름이 앞선 구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음[1-7]. Reynold 번호가 더 커지면 앞선 구조물의 영향은 더 짧아짐. 이러한 구조물의 영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열의 흐름이 아닌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mass transfer coefficient 와 Reynold 번호는 아

래와 같이 정의됨.

- mass transfer coefficient, hD = w/A/(Co-C∞), Reynold number, Re =ρ·V·L/μ

� 여기서 w는 mass flow rate, A는 단면적, Co, C∞는 각각 배관 표면과 중앙에서의 농도, ρ, 

V, L 는 각각 유체의 밀도, 평균속도, 배관 지름, μ는 dynamic viscosity를 나타냄. 

� 또한 배관감육이 주로 일어나는 탄소강을 대상을 하였으며, 배관구조상 맞대기 용접이 되어 있

는 경우를 고려하였음. 동종용접부 보다는 이종금속용접부를 고려하였음. 이종금속용접부에 대

해서, 감육이 일어나지 않는 배관에서 형성된 유체의 흐름이 발달되어 진행하다가, 감육이 일

어나는 배관에 도달하면, 경계면에서 배관표면에 존재하지 않는 철이온과 동일 배관의 평형 용

해도 간에 큰 차이가 생겨 많은 양의 철이온이 용해되려는 경향이 생김. 그러나 동일 배관을 

따라 유체가 진행하면, 발달된 농도 분포를 갖게 되어 용해가 가속되지는 않음. 이렇게 경계면

에서 많은 양의 부식이 생기는 현상을 entrance effect라 일컬음.

� 그림 3.1.31은 미국 Diablo Canyon 발전소에서 생긴 그 영향을 보이는 사진임.

� Entrance effect 와는 달리 이종금속간에 생길 수 있는 galvanic corrosion 일 수도 있음. 

이는 유속의 방향을 바꾸면 확인이 가능할 것임.

� Test section 의 입구와 출구는 감육이 없는 304 스테인레스강으로 하였고, 이격거리 영향을 

살펴보고자 탄소강(SA106)의 내경에 15배 거리에서 저합금강(P22)을 위치시킴.

� SA106 Gr. B (p 번호 1)와 SA-335 P22 (p 번호 5)는 국내발전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배관재료임.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사에서 제조한 배관을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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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각각의 크롬 농도는 0.04와 0.21 wt% 였음.

� 유사한 용접사례를 찾아 그림 3.1.32와 같이 작업지침서를 마련하여 용접을 수행하였음.  

� 용접 후,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back bead를 특수하게 제작한 치구를 이용해 제거하였음. 

그림 3.1.33은 용접 후의 사진임. 

� 이어서 그림 3.1.34~36은 각각 SA106-SA335 용접과 SA106-SS304 플랜지 용접시 용접기록

지와 후열처리 기록지임.

그림 3.1.30. Effect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distance from start of heating as a 

function of the Reynold number [1-7]

그림 3.1.31. Photograph showing entrance effect in Diablo Canyon plan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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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Welding specification

그림 3.1.33. Photograph afte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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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 1Joint: 106+P22(Flange: STS)

Page : : 1 of 1

Pass

 No.

Filler

Metal Type

QCN or

Lot No.

Size

(Φ)

Temp.

Max.(℃)

Peak

Amps

Amps

(A)

Volts

(V)

Speed

(cm/min)

1 ER70S-6 12F371 2.4 180 - 90~100 11~12 6~7

2 " " " 171 - 140~150 12~13 9~10

3 " " " 182 - 160~170 13~14 9~11

이하여백

Process : GTAW

Coupon Size : 6txOD60

Position : 1G

Material Spec. : 106+P22

Frequency : N/A

Polarity : DCSP

Shielding Gas : Ar(99.99%)

Gas Flow Rate : 10~15l/min

Tungsten Electrode: EWTh-2(Φ3.2)

Filler Matal : T-50

Flux : N/A

Welding Engineer : Y.H.Lee

Welder : BSW002(N.W.Sung)

Date : 2015. 07. 29

WELDING RECORD OF PROCEDURE QUALIFICATION

시 험 용 접 기 록 서
Pass Sequence

106 P22

그림 3.1.34. Welding record of procedure qualification for SA106-SA335 

welding

Test No. :1Flange: 106+P22(Flange: STS)

Page : : 1 of 1

Pass

 No.

Filler

Metal Type

QCN or

Lot No.

Size

(Φ)

Temp.

Max.(℃)

Peak

Amps

Amps

(A)

Volts

(V)

Speed

(cm/min)

1 ER309L E56673 2.4 29 - 170~180 13~14 10~12

2 " " " 48 - " " "

3 " " " 78 - " " 9~11

4 " " " 83 - " " "

이하여백

Process : GTAW

Coupon Size : 6txOD60 + Flange

Position : 1G

Material Spec. : 1F

Frequency : N/A

Polarity : DCSP

Shielding Gas : Ar(99.99%)

Gas Flow Rate : 10~15l/min

Tungsten Electrode: EWTh-2(Φ3.2)

Filler Matal : T-309L

Flux : N/A

Welding Engineer : Y.H.Lee

Welder : BSW002(N.W.Sung)

Date : 2015. 08.13

WELDING RECORD OF PROCEDURE QUALIFICATION

시 험 용 접 기 록 서
Pass Sequence

Flange

Tube

그림 3.1.35. Welding record of procedure qualification for 

SA106-SS304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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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Record for post weld heat 

treatment

(2) 배관 감육에 대한 재료인자와 유속 영향 평가 시험 (2016.5.26.~2017.03.02.)

� 원전 배관 감육 실증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외경 2인치(내경 49.2 mm) 배관에 3가지 유속 조

건(7, 10, 12 m/s)으로 실험하여(그림 3.1.37) 유속 변화에 따른 배관 감육 영향을 평가함.

� 배관 감육 실험은 시험 배관 내부 유체 온도를 150℃, 압력 10 bar를 유지하면서 각 유속 조

건마다 약 50일(1200 시간)씩 시험을 진행하였고 시험 기간 중 질소 탈기를 통해 이온교환수

지 전단기준 용존 산소(DO)는 4 ppb 이하를 유지함.

� 배관에 공급되는 급수는 pH 7이 되도록 이온 교환수지를 통해 연속으로 정화시키면서 공급하

였고, 시험 기간 중 취출수 전도도는 약 1.0 μS/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FAC 실증시험을 위해 직관 형태의 2인치 직경의 시험배관을 그림 3.1.38(a)와 같이 제작함. 

시험 배관은 동일한 직경의 탄소강(SA106 Gr. B)과 저합금강(SA335 P22)을 용접한 이종금속 

용접부로 제작하였으며, SA106 탄소강과 P22 저합금강은 국내 발전소의 배관 재질로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일본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사에서 제작한 상

용 배관을 사용하였고, 그 주요 조성은 표 3.1.10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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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용접부위 간의 거리는 배관 내경의 15 배가 되도록 설계하였고, 용접 후 배관 내부의 비드

를 기계가공으로 제거하여 모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back bead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용

접 부위 단면이 최대한 원형이 되도록 가공함. 탄소강과 저합금강 용접은 ER70S-6(Cr 0.15 

wt%) 재질로 그루브(Groove) 용접을 하였고, 최소 150℃로 예열하여 용접 중 예열 온도를 유

지함. 용접 중간 온도는 최대 245℃ 이하가 되도록 하였고, 용접 후 700℃에서 1 시간동안 후 

열처리를 실시함. 탄소강의 한쪽 끝에는 각각 Type 304 재질의 플랜지 연결을 위해 

ER309L(Cr 23.2 wt%) 용접재로 fillet 용접을 하였고 중간온도가 최대 177℃이고 후 열처리

는 하지 않았음. 시험배관의 입구와 출구쪽 플랜지와 시험루프 전체 배관을 감육이 거의 일어

나지 않는 Type 304 재질을 사용함.

� 감육에 의한 배관 두께 변화는 고온 초음파 측정 장치와 시험 전후에 그리드 방식으로 상온 

UT로 측정함. 그림 3.1.38(b)와 같이 상온 UT 측정 위치를 A~L까지 설정하였고 각 위치마다 

그리드를 6개씩 지정하여 UT 측정 값은 각 지점마다 6개씩 측정함. 그림 3.1.38(c)는 시험배

관에 설치된 그리드와 UT 측정 시스템들의 실제 사진임.

� 그림 3.1.39는 시험배관의 각 그리드 위치에서 상온 UT로 측정한 감육량을 나타낸 그래프임. 

시험 배관 내의 유량은 A위치에서 유입되어 L 위치로 나가는 구조이며, A~C는 탄소강(구간 

I), D~H는 저합금강(구간 II), I~L까지는 다시 탄소강(구간 III) 배관으로 구분됨. 각각의 위치

에서 UT 측정 그리드는 6개씩 구획되어 있고 각 데이터는 A1, A2 등 일련 번호로 표시됨. 

� 모든 그리드에서 측정한 UT 두께를 A~L까지 위치별로 평균한 결과는 그림 3.1.40와 같음. 여

기서 C, D, H, I는 탄소강과 저합금강 용접부에 바로 인접한 위치이며, 그래프에서 볼 수 있

듯이 유속에 대한 상관관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즉 C, D에서는 7 m/s와 10 m/s 유속

의 감육량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H에서는 10 m/s의 감육량이 12 m/s 보다 더 크고 

I에서는 7 m/s의 감육량이 10 m/s 보다 더 큰 것으로 측정됨. 이러한 변동성은 용접부 UT 

측정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탄소강과 저합금강 배관의 평균 감육두께

는 용접부 위치를 제외하여 계산하였음. 

� 표 3.1.11은 각 구간별로 상온 UT 측정결과를 평균한 결과이며, 구간 I에서 탄소강 배관의 두

께 감육은 7 m/s 유속 시험 후 평균 74 ㎛로 측정되었고, 10 m/s에서 93 ㎛, 12 m/s에서

는 약 135 ㎛ 정도로 감육됨. 이러한 감육 결과는 표 3.1.12와 같이 시험기간 동안 같은 구간

에서 측정한 buffer rod type 고온UT 보다 waveguide type 고온 UT 측정 시스템의 측정

값이 더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 동일한 탄소강 배관인 구간 III의 상온 UT 측정값 평균은 7 m/s 일 때 65 ㎛, 10 m/s 일 

때 75 ㎛, 12 m/s 일 때 125 ㎛로 구간 I에 비해서 각각 9 ㎛, 18 ㎛, 10 ㎛ 정도 감육이 

덜 일어난 것으로 평가됨. 같은 유속에서 배관 위치에 따라 감육량에 차이가 있어서 최초 유량

이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구역 I의 탄소강에서 감육이 심하게 발생하며, 10 m/s 유속에서 감

육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저합금강 배관인 구간 II의 경우 상온 UT 측정값을 평균했을 때 7 m/s 시험에서 약 8 ㎛, 

10 m/s 시험에서 약 21 ㎛, 12 m/s에서 51 ㎛ 정도 감육됨. 탄소강 배관의 감육량과 비교해 

보면 대략 1/3 이하로 감육량이 감소하였으나 유속 증가에 의한 감육 증가량은 저유속(7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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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고유속(12 m/s)에서 약 5배 이상 증가함.

� 그림 3.1.41은 유속에 대해 각 구간별 평균 감육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임. 그림 3.1.41(a)

와 같이 유속 변화에 따라 모든 배관에서 감육이 증가하였지만 유속에 상관없이 저합금강의 

감육 크기는 대체적으로 탄소강 배관에 비해 훨씬 낮음. 같은 측정 결과를 Log scale로 표시

한 결과 그림 3.1.41(b)와 같이 탄소강과 저합금강 배관의 유속에 따른 감육특성이 크게 차이

를 보였음. 즉, 유속에 따른 배관 감육 특성은 지수함수적 관계를 보이며, 감육크기는 탄소강 

배관이 더 높지만 유속 크기에 비례하는 지수인자는 저합금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유속이 7 m/s에서 12 m/s로 변할 때 탄소강 배관의 감육 증가량이 2배 정도인데 비하여 저

합금강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탄소강 보다 저합금강의 감육 특성

이 유속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크롬 함량이 높은 저합금강의 감육 저항성이 탄소강보다 더 높지만 이종금속 용접 

배관인 경우 유속조건에 따라 고유속 영역에서 저합금강의 감육량이 예상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림 3.2.42는 유속 변화에 따른 감육 두께를 년간 감육율(mm/yr)로 환산한 그래프임. 탄소

강 배관의 경우 고온의 시험 기간 중 상시 감시(on-line monitoring) UT 장치로 측정한 결

과를 같이 도시함. 상온 UT 측정결과와 고온 on-line UT 측정을 통해 평가한 감육율이 거의 

비슷한 값과 경향을 보임.

Alloy C Si Mn Cu Cr Ni Mo

SA106 Gr.B 0.19 0.24 0.98 0.02 0.04 0.02 0.01

SA335 P22 0.1 0.22 0.42 2.08 0.94

표 3.1.10. Chemical composition of test pipe materials (wt.%)

Flow velocity
section I

(carbon steel)

section II

(low alloy steel)

section III

(carbon steel)

7 m/s 73.9 7.9 64.6

10 m/s 93 21.3 75.4

12 m/s 134.7 50.6 124.6

표 3.1.11. Average wall thinning rate for each pipe sections measured by 

manual ultrasonic method (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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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velocity

Waveguide type 

UT system

(section I)

Buffer rod type UT system

Ch1

(section I)

Ch2

(section II)

Ch3

(section III)

Ch4

(section III)

7 m/s 90 80 17 60 75

10 m/s 80 35 17 65 80

12 m/s 130 100 25 80 90

표 3.1.12. Wall thinning thickness measured by high temperature online 

monitoring ultrasonic methods (unit : ㎛)

그림 3.1.37. Flow rate of main loop in FAC simulation test facility during 

FA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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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3.1.38. Schematic drawings showing (a) a test section pipeline welded with 

low alloy steel (P22) between carbon steel (SA106) pipe, (b) the 

details of grid positions A~L for room temperature UT measurement, 

each positions have 6 grid points, (c) the four-channel buffer rod type 

ultrasonic transducers (BR-UT) and a shear horizontal waveguide type 

ultrasonic transducer (SH-UT) installed to a test section pipe in the 

FAC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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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Pipe wall thinning thickness for each grid positions 

measured by manual ultrasonic transducer at room 

temperature before and after FAC tests

그림 3.1.40. Pipe wall thinning thickness for A~L positions 

measured by manual ultrasonic transducer at room 

temperature before and after FA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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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41. Average wall thinning thickness for each pipe sections measured by 

manual ultrasonic method was plotted in (a) linear and (b) log scale

그림 3.1.42. Average wall thinning rate in mm per year with flow 

velocity for SA106B and P22. FAC test with flow rate 

at 10 m/s was re-tested for reduce the deviation of 

thinning measurement. For carbon steel pipe, the 

on-line monitoring data were plotted together for 

comparison with manual UT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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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관 감육에 대한 pH 영향 평가 시험 (2017.4.7.~2017.08.22.)

� 이종금속 용접 배관의 pH 변화에 따른 FAC 특성 변화를 시험하기 위하여 원전 배관 감육 실

증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외경 2인치(내경 49.2 mm) 시험 배관에 흐르는 시험 용액의 pH를 

9.5로 제어하면서 그림 3.1.43과 같이 10 m/s 유속으로 실험하여 앞에서 실험했던 pH 7 조

건과 비교하여 시험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배관 감육 영향을 평가함. pH 7 조건으로 실험

했던 유속과 비교해보면 유속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 되면서 장치 운영의 안정성이 향상 되었

음을 알 수 있음.

� 배관 감육 실험은 시험 배관 내부 유체 온도를 150℃, 압력 10 bar를 유지하면서 각 유속 조

건마다 50일(1200 시간)씩 시험을 진행하였고 시험 기간 중 질소 탈기를 통해 이온교환수지 

전단기준 용존 산소(DO)는 4 ppb 이하를 유지하도록 시험설비를 운영함.

� 그림 3.1.44는 시험배관 루프에 고압 용액을 주입하는 펌프 유량과 시험배관 내의 용액 온도

의 시험기간 동안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임. 고압 루프의 주입량은 일정하게 유지 되었고 시험 

온도는 시험 기간 1200시간 동안 150도 내외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됨.

� 그림 3.1.45는 1차와 2차 열교환기 후단과 이온교환 수지 전단에서 측정한 시험용액 온도 변

화와 용존산소를 측정한 그래프임. 시험 기간 동안 온도와 용존산소 제어가 잘 되었음을 보여

줌. 

� 배관에 공급되는 급수가 pH 9.5가 유지되도록 암모니아 용액을 공급하였는데, 그림 3.1.46과 

같이 초기 시험 기간동안(약 200시간)에 이온 교환수지를 통해 정화되면서 pH가 약 9 정도로 

유지 되다가 이후 9.5로 유지됨, 마찬가지로 시험 초기에 취출수 전도도가 약 1.0 μS/cm 수

준으로 유지되다가 이후 90 μS/cm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표 3.1.13은 이온교환수지 전단과 후단에서 철이온 농도와 전도도, pH를 측정한 결과임. 철이

온 농도는 Waltron사가 제작한 3048 Iron Analyzer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함. pH 7 조건에

서는 이온교환수지 전단에서 철이온 농도가 약 70~110 ppb 정도로 측정되고, 전도도는 

1100 Ns/Cm로 측정되었으나 pH 9.5 조건에서는 철이온농도가 30 ppb 이하로 감소하고 전

도도는 약 8000 Ns/Cm 정도로 증가하였음.

� 그림 3.1.47은 pH 7과 pH 9.5 조건에서 각각 상온 UT로 측정한 감육 두께 변화임. pH가 

증가하면서 FAC도 급격히 감소 하면서 상온 UT 측정 장치의 오차 범위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탄소 배관과 저합금강 재질 차이에 따른 정확한 감육율 차이를 정확한 값으로 비교

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정확한 pH 변화에 따른 감육율 비교 평가는 on-line UT 

측정결과를 통한 분석 평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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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Comparison of Iron concentration with conductivity and pH

그림 3.1.43. Flow rate of main loop in FAC simulation test 

facility during FA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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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Injection pump flow rate and test section temperature during FAC 

test at pH 9.5 condition 

 

그림 3.1.45. Temperature in heat exchangers and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during FAC test at pH 9.5 condition

  

그림 3.1.46. pH and conductivity measured on the line from and to ion 

exchange during FAC test with pH controled to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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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Comparison of FAC with pH from Off-line UT measurement. At 

alkaline condition, the FAC of low alloy steel shows almost similar 

behavior with carbon steel

   (4) FAC 시험 유동해석

� 유동 해석 툴인 COMSO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육 실증시험 배관 형상에서 유동 특징을 파

악하며, 해석된 결과로부터 물질 전달 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 ke)에 대한 값들을 추

정하여 시험배관의 감육 경향을 예측하고자 함.

� 해석 대상 모델은 그림 3.1.48과 같이 내경 10cm의 직선관과 곡, 내경4.9cm의 직선 관과 이

들 관을 연결 시켜주는 축소/확산 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3차원 해석에서 사용한 형상은 2차

원 해석 결과를 토대로 배관 입구쪽의 직선 관 길이를 결정하여 사용하였다. 유체가 배관을 흐

르면서 발생하는 유동 특징과 이로 인한 벽면에서의 전단 응력을 구한다. 이렇게 계산된 전단 

응력 값들을 아래 식(1), (2)에 적용하여 벽면에서의 유속부식가속 율과 물진전달 계수 값을 추

정한다.

� 유속 가속 부식율 계산식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1-8].

                            (1)

   (τw : Instantaneous wall shear stress, RMS : Root mean square)

� 물질 전달 계수 값은 다음 식으로부터 추정한다[1-9].

                               (2)

    (ρ : Density, Uave : Mean cross-section velocity)

� 여기서 Sc는 슈미트 수(Schmit number)이며 Sc=ν/DFe, ν는 물의 동 점성 계수(kinematic 

viscosity), DFe는 철 이온의 질량 확산 계수(mass diffusion coefficient) 값이다.

� 입구 압력인 10 bar와 출구 유량의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한 결과로부터 배관 출구에서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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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입구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속도를 

출구에서는 기준압력 (10 bar) 보다 상대 압력 차이만큼 값을 적용하였다. 그림 3.1.49는 이

러한 두 조건에서의 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유속가속부식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 층류 해석의 경우 곡관 시작점에서 배관 입구 경계까지의 거리가 짧은 조건에서는 그림 

3.1.50과 같이 해가 해석 중간에 발산하는 결과를 보여 더 긴 경우보다 해석 수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에서의 교란이 긴 직선 배관에서는 입구 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

로 덜 하게 되어 두 입구 경계에서의 유동 형상 또한 다른 모양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위치(짧은 입구 배관에서의 입구 위치)에서의 유동 형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배관 벽면에서의 전단응력(shear stress)를 구하여 식 (1)을 이용해 FAC rate와 물질 전달 계

수 추정 값들을 구하였다. 해석에서는 전단 응력을 점성(dynamics viscosity)과 전단 변형율

(shear strain rate)의 곱으로 구한다. 해석 결과를 그림 3.1.51과 같이 특정 위치에서 표본 

값들을 구하였다. 시험배관의 직경이 좁아진 위치부터 5 cm 간격으로 상부와 하부 내면에서 

해석 값을 추출하였다.

� 그림 3.1.52는 시험배관의 상부와 하부 내면에서의 시간에 따른 난류 점성의 변화를 구한 결

과이다. 해석 결과는 일정시간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배관이 시작되는 시점

에서 가장 낮은 값을 유지하며, 배관의 끝 지점에서는 중간 수준을 보이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배관 시작 지점 위치에서는 상부보다 하부 

내면에서 더 큰 값을 보이고 있다.

� 그림 3.1.53은 시험배관의 상/하부에서의 시간에 따른 전단 변형률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단 변형률 값들은 상/하부 위치에서 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난류 

점성 결과와는 다르게 배관 시작점에서의 값이 끝나는 지점보다 더 큰 값을 유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시험 배관 시작 위치에서 상/하부 내면은 거의 동일한 전단 변형율과 서로 다른 난류 점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상/하부에서의 감육율 추정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그림 3.1.54 (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로축 값은 편의상 관의 직경(D)을 기준으로 하여 좁은 직경 배관 시작 

점 부터의 거리(x)를 나눈 값이다. x/D 값이 약 5정도 되는 위치에서 감육율이 가장 크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이후에는 상/하부 모두 거의 동일한 값을 유지하면서 변화량이 거의 없는 수준

을 유지한다. 하지만 마지막 출구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값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확장 배관과 만나는 지점에서 유속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 그림 3.1.54 (b)는 난류 유동 해석으로부터 산출된 시험배관에서의 유동 가속부식율 값을 격자 

해상도에 따른 해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난류 유동 해석 결과는 시작점과 끝점에서 상대적

으로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지점이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해

상도의 격자계는 낮은 해상도 격자계 보다 입구 배관 직경 기준으로 격자가 약 4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하였고 전체적으로 약 10배 정도 많은 격자 요소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

지만 두 결과 모두 유속가속부식율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는 

일정 이상의 격자계에서는 해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 그림 3.1.55는 3차원 해석 결과에서 임의의 시간에서 내부 유동에서 나타나는 순간 전단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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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분포와 속도 분포를 중심 대칭면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다. 전단 응력 값은 유체의 전단 

변형과 점성 값의 곱으로 표현 되는 값으로 유체의 상대적인 속도 차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

게 된다. 대칭면에서의 유동 형태는 곡관 안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를 바깥쪽 벽면에서

는 높은 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곡 관 후방에서 높은 전단 응력 값이 계

산 되는 부분은 곡관 안쪽 벽면 근처를 지나는 유체의 저속 흐름 영역과 이러한 영향을 덜 받

은 유체의 상대 속도 차이에 의해 계산되는 결과 값으로 판단된다. 이는 곡관 이후 수직 배관

에서 안쪽 벽면 근처 부근에서 역류나 박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 

� 그림 3.1.56은 시험배관 내에서 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임의의 시간에서의 순간 전단 응력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은 전단 응력이 배관 입구 전방에서는 위쪽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후방으로 갈수록 벽면 근처에서는 아래 쪽 벽면에서의 전단 응력 값이 더 크게 보

이고 있다. 이는 벽면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관 내부 위치에서 위쪽에서보다 아래 쪽의 유

체가 더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아래 쪽 벽면에서 더 큰 

FAC 값이 도출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그림 3.1.57은 벽면에서의 임의의 시간에서 계산된 유속가속부식 율을 3차원 표면에 대하여 

나타낸 그림들이다. 관 전체에서 안쪽 벽면 따라 가는 부분 보다 상대적으로 바깥 벽면을 따라

가는 벽면에서 유속가속부식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의 연결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값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3.1.58은 시험배관의 특정 벽면 위치에서 계산된 유속가속부식 율 값과 물질전달 계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가로 축에서 계산된 x/D 값은 우측 관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상

대 거리를 관 내부 직경 값과 유사한 5cm로 나누어 값을 의미한다. Middle line은 관의 안쪽 

벽면과 바깥 쪽 벽면으로부터 90도 회전된 위치에 있는 벽면을 의미한다. 해석결과는 위쪽 내

면보다 아래쪽 내면에서 감육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x/D값이 10 근처에서 감육율 

변화가 심하고 이후 일정하게 위치에 따라 일정해지거나(중간 내면) 감소(하부 내면) 또는 증가

(상부 내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험배관에 들어가기 직전의 엘보와 직경이 변화

하는 등 배관의 형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체의 유동 특징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3.1.48. Schematics of piping loop geometry for 3D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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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FAC rate in horizontal pipe 

with different conditions of 

2D modeling

그림 3.1.50. 2D flow analysis results with different entrance 

pip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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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

(b) Bottom

그림 3.1.51. Data measurement points on the inside wall of test pipe

(a) Top (b) Bottom

그림 3.1.52. Viscosity variations induced by turbulent flow on the inside wall of 

tes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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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 (b) Bottom

그림 3.1.53. Shear strain rate variations in turbulent flow analysis on the inside 

wall of test pipe

(a) (b) 

그림 3.1.54. FAC rate analysis results in test pipe. Comparison of FAC rate (a) 

between top and bottom wall, (b) between low and high 

resolution mesh

(a) (b)

그림 3.1.55. 3D analysis in specific time for distribution of (a) shear strain rate 

and (b)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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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Calculation results of shear strain rate on the test pipe wall

그림 3.1.57. FAC rate 3D analysis of FAC rate on the inside pipe wall

(a) (b)

그림 3.1.58. Analysis results of (a) FAC rate and (b) mass transfer coefficient on 

the inside wall of tes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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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온 배관 감육 감시용 UT 신뢰도 검증 및 실증시설 설치/운용

   (1) 고온배관 감육감시용 UT시스템 신뢰도 검증

� 고온배관 감육감시를 위해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한 단일채널 초음파 두께감시시스템을 확장하

여 다채널 초음파 두께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음(그림 3.1.59-61). 이를 위해 다채널 초음파 시

스템 H/W를 구성하고 신호 수집 및 디지털 신호처리를 위한 S/W를 개발하였다. 그림 3.1.62

에 개발된 시스템의 PC 화면을 보여주었음. 

� 단일채널 초음파 두께감시시스템에서 다채널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개선된  사항은 다

음과 같음. 

- 다채널 초음파 발진/수신 전용 장비(4-channel Ultrasonic Multiplexer, OPMUX 12.0) 

적용

- PC와 초음파 장비간에 A/D 신호수집, 신호처리 및 data display를 위한 S/W 작성

- 온도 변화에 따른 초음파 속도 보정을 위해 자동 게이트 제어

- 고온 측정시 S/N비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초음파 신호 자동 정규화

- 초음파 비행시간 자동 정밀 측정 (초음파 피크에서 1st up & down 위치 자동 측정

- 초음파 신호 품질 저하 및 이상 신호 발생시 경고 표시 추가

� 고온 배관에 다채널 초음파탐촉자 및 웨이브가이드를 부착하기 위한 clamping device 를 설

계, 제작하였으며 웨이브가이드와 배관 표면 간에 고온에서의 원활한 음향에너지 전달을 위해 

고체 접촉매질의 하나인 gold foil을 압착, 사용하였음. 2-채널 pitch-catch형 초음파 웨이브

가이드가 고온 배관에 설치된 시진은 그림 3.1.61과 같음.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다채널 감육감시시스템에 대해 실험실 수준에서의 장기 성능검증 시

험을 완료하였으며 그림 3.1.63에 보인 바와 같이 상온 ~ 200°C 의 온도 변화를 감안한 장기 

성능 검증에서 두께측정 오차 ±10 μm 를 달성함으로써 가혹 환경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조건

에서 측정 신뢰도를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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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Concept of Improvement from single-channel to multi-channel 

ultrasonic thickness monitoring system

그림 3.1.60. Multi-channel ultrasonic high temperature thickness monitoring 

system for FAC data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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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 A two-channel ultrasonic SH wave transducers with a pair 

of strip waveguide are attached to a high temperature 

pipe with a clamp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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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Data display shows the RF ultrasonic waveform, ultrasonic 

parameters, a table and a graph of thickness monitoring results

그림 3.1.63. A results of thickness measurement error acquired from a multi-channel 

ultrasonic thickness monitoring system for a long term temperatur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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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온배관 UT시스템 실증설비 설치/운용 

� 배관감육 실증시험설비에 두께감육을 정밀 측정 감시하기 위해 전단계에서 개발한 고온배관 감

육감시용 초음파 시스템을 유동가속실증시험 설비에 설치하고 시험 운용하였음. 그림 3.1.64에 

보인 바와 같이 SA 106 재료의 탄소강 배관과 P22 재료의 합금강 배관을 용접하여 제작된 

시험편에 buffer rod 형 4-채널 고온 초음파 탐촉자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한원연이 독자 개발

한 수평횡파 웨이브가이드 고온두께 측정/감시 탐촉자를 설치하여 유동가속실증시험 동안 실시

간 두께 변화를 측정, 감시하였음. 

� 한원연이 독자 개발한 수평횡파 웨이브가이드 방식의 고온두께감시 시스템의 측정 신뢰도를 검

증하기 위해 150℃ 에서 약 3개월 (2,500 hr) 동안 시험 운전하면서 결과를 수집하였음. 그림 

3.1.65에 보인 바와 같이 약 2,500 hr 동안 장기 가동에 따른 UT 측정 신뢰도는 ±10μm 

범위로써 상용 고온초음파 두께 감시시스템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음. 

� 또한 유동가속 실증시험 설비 가동 시작 전과 가동 종료 후에 상온 초음파 두께 측정(off-line 

UT thickness mapping)을 실시하여 가동 기간 전후에 두께 감육량을 정밀 측정하였음. 

� 유동가속 실증시험은 2016 ~ 2017 년 동안에 다음과 같이 총 5 주기에 걸쳐 가동하였으며 

전 주기 운전 동안에 매 1 시간 단위로 두께를 측정하여 이를 mapping 함으로써 전체적인 

배관 감육 경향 및 감육량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였음. 

- 1 주기: 2016. 3. 14 ~  5.13 (~1,200 hrs)

- 2 주기: 2016. 5. 24 ~  7.15 (~1,200 hrs)

- 3 주기: 2016. 8. 24 ~ 10.11 (~1,200 hrs)

- 4 주기: 2017. 1. 17 ~  3. 3 (~1,000 hrs)

- 5 주기: 2017. 4.  7 ~  5.27 (~ 1,200 hrs)

- 6 주기: 2017. 6. 20 ~  9. 8 (~ 1,400 hrs)

� Buffer-rod 방식의 4 채널 고온 초음파 두께 측정시스템 (Rightrax) 및 자체 개발한 수평횡파 

웨이브가이드 방식의 고온초음파 두께감시시스템(UWHTTMS: Ultrasonic Waveguide High 

Temperature Thickness Monitoring System) 을 설치하여 두께 변화를 정밀 감시하였으며 

(그림 3.1.66, 67) 장기가동에 따른 고온 초음파 두께 감시 자료를 생산하고 상온 초음파 두께 

측정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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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4. A schematic drawing of the configuration (top) and photo (bottom) 

showing the four-channel buffer rod type ultrasonic transducers and a 

shear horizontal waveguide type transducer installed on the test 

section pie in the FAC proof test facility

그림 3.1.65. Pipe wall-thickness monitoring data acquired from the long-term operation 

of the FAC proof test facility: pipe wall thickness reduction determined by 

a shear horizontal ultrasonic waveguide pitch-catch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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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4-ch. buffer-rod type UT system and trans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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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7. Shear horizontal guidewave UT transducers

     (3) 고온배관 정밀 감육실험 자료 생산 및 검토

� 그림 3.1.68에 보인 바와 같이 4-ch. buffer-rod UT 두께 감시 결과 1 주기 ~ 5 주기 사이

의 유속 차이에 따라 탄소강 배관 감육 속도가 변화하며 P-22 합금강의 감육량과 감육 속도는 

탄소강보다 현저히 낮았음. 

� 또한 4 주기와 5 주기 실험에서 전반적으로 탄소강 감육량은 15~20 μm 이며 P22 부분은 

거의 두께 변화가 없었음. 

� 특이 사항으로 6 주기 실험 도중 Ch. 2 탐촉자에서 (P22 부분) 심한 noise가 발생하여 탐촉

자 체결 상태를 조정하고 reset 작업을 수행하였음. 

� 1 주기 ~ 6 주기에 대한 종합적인 두께 감육 결과를 표 3.1.14에 정리하였으며 수평횡파 

waveguide UT 두께 감시 실험에서는 1주기: 80 μm/1200 hr,  2주기: 130 μm/1200 hr, 

3주기: 100 μm/1200 hr, 4주기: 75 μm/1000 hr, 5주기: 18 μm/1200 hr, 6주기: 10 μ

m/1400 hr 로 측정되었음(그림 3.1.69).

� 각 주기 설비 가동 전과 후에 상온에서 실시한 원주 방향 off-line 상온 UT 감육 비교에서 전

반적으로 원주 방향을 따라 고르게 감육되었음을 확인하였음(그림 3.1.70).

� 탄소강 배관에 대한 감육량 또는 두께 감소 크기는 off-line 상온 UT 결과와 on-line UT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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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4-ch. UT 및  수평횡파 웨이브가이드 UT)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합금강, P22 

배관의 감육량도 유사한 두께 감소 경향을 보였음. 다만 용접부 부근에서 변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변화를 나타내고, 특별히 flow 시작지점(A, B)에서의 감육량이 종료지점 (J. K. L) 보다 

약 10um 정도 더 감육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일단 용접부 주위 내면에서 인한 매끄럽지 못한 

구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앞으로 보다 많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용접부 주변에서의 비균질

적인 감육 현상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그림 3.1.71, 72).

� 상용 고온 UT (Rightrax) 측정결과 (표 3.1.14)와 KAERI가 개발한 수평횡파 웨이브가이드 

UT의 측정결과 (그림 3.1.69)에 대한 성능비교를 위해 4차 시험감육 시험결과를 비교하였음.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상온 off line UT 결과 (그림 3.1.17)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인 편

차를 구한 후, 개선되는 정도를 다음과 같은 정밀도 향상율로 정의함. 

� 정밀도 향상율(%) = {절대값 (상온 UT  상용 고온 UT)-절대값 (상온 UT  KAERI 개발 고

온 UT)}/{절대값(상온 UT  상용 고온 UT)}x100.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밀도 향

상율은 0이 되며, 상온 UT 결과와 정확히 일치할 때에는 100%가 됨. 

� 4차 시험시 측정된 상온 UT, 상용 고온 UT, KAERI 개발 고온 UT을 이용한 배관감육량 58, 

130, 75μm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정밀도 향상율은 약 76% 임. 

 

그림 3.1.68. A result of pipe thickness monitoring (4 ch. buffer-rod 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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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 Summary of thickness reduction for phase 1 through 6. Ch 1, 3, and 4 

transducers indicate the carbon steel (SA 106) and Ch. 2 for the alloy 

steel (P22)

그림 3.1.69. A result of pipe thickness monitoring (shear horizontal waveguide 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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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0. A results of off-line UT thickness measurement along the 

circumferential directions

그림 3.1.71. Result of thickness measurement along the axial direction (12 o’clock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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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 A result of thickness variation along the axial direction (12 o’clock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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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형 원전 배관 건전성 평가용 DB 구축

(1) 배관감육 수화학 인자 DB 구축

� 1986년 미국 Surry 2, 2004년 일본 Mihama 3 원전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원전 2차측 배

관감육(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에 의한 대규모 파단사고가 발생하였음. 

�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원전 선진국에서는 FAC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대규

모 배관감육 실증시험시설을 구축하여 (프랑스 CICERO, 독일 AREVA BENSON, 캐나다 

B&W FAC 실증시험시설, 일본 CRIEPI-PRINTEMPS 등) 다양한 실증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왔

음. 

� 또한 실증시험자료와 발전소 현장자료를 이용해 FAC 현상을 모델링하여, FAC 예측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개발중임. (미국 CHECKWORKS, 프랑스 CICERO, 일본 

FALSET, 독일 COMSY, 러시아 RAMEK)  

� 국내에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FAC 실증시험시설을 구축하여 실증시험자료를 생산예정이며 또

한 국내외 FAC 시험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고유의 배관감육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 

� 원전에서 사용 중인 재질들이 FAC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 영향에 관한 시험자료들을 분

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면 국내에서 제작된 대규모 FAC 실증시험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 실험인자와 실험범위를 축소함으로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이며 새로운 

실험조건을 확보할 수 있어 FAC 실험에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이 가능함.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FAC 시험관련 국내외 학회 (FAC, NPC, 아시아 수화학, 

WC-NRS, Envir. Deg., Fontevraud 등), 보고서 (EPRI, CRIEPI) 및 논문들을 찾고 분석함.

� FAC 관련 자료들은 시험자료보다 각 나라 현황, 자료 리뷰, 모델링 관련 자료들이 많았음. 또

한 학회, 보고서 및 문헌에 보고된 시험자료들은 중복된 것들이 많았으며, 같은 자료가 가공되

어 보고된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표 3.1.15는 FAC 시험 자료들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임. 일본이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 한국 

순으로 FAC 관련 시험 자료가 많았음. 일본의 경우 CRIEPI에서 연구한 보고서가 많았으며 미

국의 EPRI 보고서는 프랑스와 공동 연구한 자료들임. 캐나다의 경우는 CANDU 원전에서 발

생한 FAC 자료들임. 외국의 경우, 배관감육 시험을 하는 기관과 연구자들의 특징을 보임. 

� 시험결과들은 주로 그래프와 표 형식으로 되어 있었으며 시험 환경인자들과 결과들은 여러 가

지 단위로 표시되어 있음. 농도 (ppm, ppb), pH (고온, 실온), 유속 (m/s, L/min, kg/h), 시

험기간 (시간, 날짜), 압력 (bar, psi, kPa) 그리고 배관감육 속도 (mpy, mg/cm2h, weight 

loss, 상대속도) 등.

� 또한 <, >, 범위지정과 같이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 시험재료의 화학조성이 없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입력 자료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가지 단위로 일치시킴.

� 그래프 자료들은 오리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치화 작업을 수행하였음. 그림 3.1.73은 일본

의 Watanabe 등이 FAC2010 학회에서 발표한 시험자료를 수치화 한 결과를 보임. 재료의 

Cr 함량이 일정할 때 pH 변화에 따라 FAC 속도 변화를 보인 결과임. 시험에 사용된 pH 숫

자와 수치화 작업을 수행한 pH 결과는 잘 일치함. 따라서 시험결과들의 수치화 작업 결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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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 각 문헌에서 보고된 수치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차적으로 정리하

였음. 정리된 자료를 기반으로 FAC DB에 대한 논리적 구조와 제약조건에 대하여 주요 명세를 

확정하였음. 이후 확정된 DB 입력도구로 엑셀 format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실

제 DB는 오픈소스 DB관리프로그램인 MySQL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음. 

� 구축된 DB를 분석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통계 분석프로그램인 R을 이용하여 분석 중이며, 통

계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력 자료들의 추가 및 보완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 그림 3.1.74는 FAC 시험 온도, pH, 용존산소, 유속, pH 조절제, 하이드라진 농도, 압력, 시

험기간, 그리고 기타 시험환경들의 입력결과를 나타냄. 각 시험에 사용된 환경인자들은 모두 

입력함. 여러 가지 인자들이 FAC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75는 자료의 출

처와 시험재료의 형태와 화학조성에 관한 입력결과를 보임. 자료의 출처, 시험재료, 환경인자, 

그리고 시험결과 등 문헌에 보고된 내용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함.  

� 입력한 FAC 시험재료는 85개 이며 이 들을 사용한 시험결과 자료는 1181개 임. FAC 시험자

료는 FAC 학회에서 발표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로는 일본>프랑스>한국>캐나다 순으로 

많음.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어떤 자료들은 출처 및 시험환경 등이 불분명한 것도 있음. 일본 

CRIEPI 보고서에는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시험환경에서 수행한 많은 FAC 결과들

이 수록되어 있음.  

� 그림 3.1.76은 전체 입력 자료에 대하여 5가지 설명변수, Cr, Water temperature, pH, 

DO, flow rate과 1가지 반응변수인 fac rate간의 산점도를 도시한 그림임. 각 factor 간의 

상관관계를 X-Y 2축으로 간단하게 도시한 결과로 정밀한 분석 및 모델링을 위해서는 각 

factor를 분리하여 분석 후, 다시 종합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그림 3.1.77은 축적된 DB를 이용하여 fac rate에 미치는 주요 factor의 경향을 선별하여 나

타낸 그림으로, 국가, pH, Water temperature, DO 등의 다양한 독립변수에 따른 fac rate 

측정결과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시험환경과 FAC 속도와의 상관관계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통계분석함으

로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국내에 구축된 FAC 실증시험설

비의 시험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음.

� FAC는 배관의 기하학적 형상과 배관내에 존재하는 증기분율에도 영향을 받음. 앞으로 이 부분

에 관련된 시험자료들을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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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FAC 논문 비고

한국 3 김홍표, 문정호, 이인형

미국 1 Jevec 

프랑스-미국 4
EPRI 보고서, Pavageau, Jevec, 

Bouvier
프랑스 2 Pavageau

일본 10
Watanabe, Satoh, Fujiwara, 

Uchida,~
일본 2 CRIEP 보고서, Fujiwara

독일 1 Heitmann

카나다 2 King, Elliot (CANDU)

영국 1 Bignold

인도 1 Subramanian

표 3.1.15. FAC data of country by country

그림 3.1.73. Results of FAC experimental data by a digitize

그림 3.1.74. Results of input of environ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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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5. Results of input of source and material 

data

그림 3.1.76. Scatter plots of FAC data points among 

various majo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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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7. Effects of major factors on the FAC rate using data points from 

various countries: (a) pH, (b) Water temperature, and (c) DO 

concentration

  (2) 배관감육 수력학적 인자 DB 구축

� 유동 가속 부식(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은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에서 잘 알려

진 배관 감육 현상이며, 국내에서 심각한 파단 사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해외에서는 

1986년 12월에 미국의 Surry 2호기, 2004년 8월에는 일본의 Mihama 3호기에서 탄소강 배

관재의 파손 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 및 대규모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함. 이 후 원자력 발전소

(원전)의 배관 감육 현상이 다시 주목 받는 계기가 됨.

� 해외 주요 원전 선진국(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에서는 배관 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국가 차원의 원자력 설비 시험을 위해 거대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실규모급의 원전 배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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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검증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프랑스 CICERO, 독일 AREVA BENSON, 캐나다 B&W FAC 

시설, 일본 CRIEPI-PRINTEMPS, 그리고 국내 원자력연구원의 원전 계통 배관 감육 실증시험

시설 등이 있음.

� 해외에서는 실증 시험자료와 발전소 현장자료를 활용하여 배관 감육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모

델을 개발하여 사용 중이며,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델을 검증하고 개량 중임. 배

관 감육 예측 전산코드로는 미국 CHECWORKS, 프랑스 CICERO, 일본 FALSET, 독일 

COMSY, 러시아 RAMEK 등이 있음. 

� 국내에서는 실규모급 배관 감육 실증 시험시설을 구축하여 관련 실험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국내 고유의 배관 감육 모델을 개발하려고 함.  

� 수화학 (온도, pH, 용존산소, 전위 등), 금속학적 (Cr 함량 등) 그리고 수력학적 인자 (유속, 

증기건도, 배관형상 등)들은 원전에서 사용 중인 재질들의 배관 감육에 영향을 미침. 이들 인

자들은 서로 상호작용 하므로 관련 인자들의 영향에 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함. 실험 자료들

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배관 감육 코드를 개발할 경우나 국내에서 배관 감육 실험을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입력한 단상 유동조건 배관 감육 실험 재료는 19개 이며, 이들을 사용한 실험 결과 자료는 

154개 임.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된 실험 결과 자료는 1,335개 임.  

� 그림 3.1.78은 일본 CRIEPI(L09006, 2010)에서 수행한 단상 유동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임. 

수력학적 인자인 유속에 따른 형상 인자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것임. 흐름 방향의 위치에 따라 

배관 감육 속도가 다름을 나타냄. pH가 9.4일 때는 유속이 낮으면 FAC 속도가 감소함. pH가 

9.8로 증가하면 FAC 속도는 감소하였으나 흐름 방향 위치가 증가함에 따라 배관감육 속도 변

화는 없음. 이 결과는 pH와 물질이동 계수가 배관 감육 속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냈으며 기

존의 모델을 정량화하는데 사용되었음. 또한 엘보, 오리피스 등 배관 형상에 따른 감육의 상대

적인 비교가 가능한 기초 자료로 형상 인자 계수를 계산하는데 사용함. 

� 실험 조건은 탄소강(0.001 Crwt%), 온도(150℃), 유속(1.5~10 m/s), DO (<1.1 ppb), pH 

(8.98~9.81) 이며 PRINTEMPS 시설을 사용하여 실험함. 

� 탄소강 용접 재료를 사용하여 용접 부위에서 단상 유동 배관 감육 실험을 수행한 결과 

(Mansour, 15th EDM, 2011) 등이 있음. 또한 이론적 모델 식을 개량하기 위해 실험 조건 

등을 맞춤식으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경향임.

� 원전 배관은 직관뿐만 아니라 엘보, 밸브, 오리피스 등 다양한 형상의 배관이 존재함. 따라서 

직관 배관을 사용하여 실험한 후 형상인자 효과를 추가해 나감 (일본, CRIEPI-L09006, 

2010).     

� 수력학적 인자중의 하나인 2상 유동 (액체/기체) 조건에서 실험한 경우는 단상 유동 조건과 다

른 새로운 변수들이 추가됨. 따라서 데이터 베이스를 단상 유동과 2상 유동 에 따라 2개로 분

리하였음. 2상 유동 FAC 실험 변수는 증기건도, 공극률, 레이놀드수, 포화 증기밀도, 포화 수

밀도, 증기 속도, 액체 속도, 시편 직경, 점도, 액막 두께 등 단상 유동 조건과 다른 인자들이 

추가됨. 입력한 배관 감육 실험 재료는 6개 이며 이들을 사용한 실험 결과 자료는 303개 임.  

� 최근에는 배관의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아민(film-forming amine)을 사용하여 배관감육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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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기 위한 실험이 단상과 2상 유동 조건에서 수행됨 (Lister, FAC2016).  

� 그림 3.1.79는 2상 유동 조건에서 앞에서 언급한 Lister 등이 실험한 결과임. 증기 공간율

(steam voidage)에 따른 여러 가지 아민이 배관 감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pH가 같은 경

우, Cetamine이 증기 공간율 60~80% 범위에서 가장 늦은 배관 감육 속도를 나타냄. pH가 

중성인 경우 모든 범위에서 빠른 배관 감육 속도를 나타냄.

� 배관 감육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기존의 모델 식을 개량하기 위한 맞춤형 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pH 조절과 동시에 배관 감육을 억제하는 아민을 찾는 실험도 수행함.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 배관 감육 실험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그림 3.1.78. Axial profile of FAC thinning rate 

for test specimen

그림 3.1.79. FAC rates of two-phase using 

carbon steel (Cr 0.019 wt%)

� 2015년도에 구축된 단상에 대한 FAC 자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실험되고, 신뢰성이 있는 자

료들을 골라서 기존에 개발된 FAC 전산코드와 유사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FAC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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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을 수행하였음. 이러한 통계적 모델링을 통하여 FAC 요인에 대한 경향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고 차후에 진행될 FAC 기구 기반 모델링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 본 통계 모델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에 일본 CRIEPI에서 생산한 보고서 자료와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한 FAC 모델 실험의 결과로 157개의 자료를 이용. 모델식에 미치는 영

향 인자로 유속, 물의 온도, 물의 상온 pH, 재료 내 Cr의 함량을 선택하였음. 다수의 실험 논

문이 위의 요인에 따른 FAC 속도를 측정하였고, 상용 FAC 전산코드에서도 필수적으로 포함되

는 변수이기 때문. 

� 과학적인 실험에서는 선형 회귀분석보다는 기구 기반의 모델 식을 가정하고 모델 식과 주어진 

자료의 차의 제곱합, 즉 잔차 제곱합(Residual Sum of Squares, RSS)을 최소화하여 해당 모

델의 모수를 찾아내는 비선형 회귀분석이 주로 이용됨. 본 연구에서도 간단한 설명 변수로부터 

단순한 모델 식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적합을 시도하였고, 이후 요인을 차례로 추가하면서 모

델 식을 개량하였음. 

� 그림 3.1.80은 유속과 온도가 FAC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유속의 증가에 따라 증가

하는 FAC 및 150°C 근방에서 최대의 FAC 속도를 보이는 두 가지 경향을 비선형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적합한 결과임. 모델의 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이 모두 상수인 상태로 

온도와 유속만 변화시킨 자료를 이용하여 적합해야 함. 이를 위하여 FAC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 DO 0.2 ppb, pH 7.0, Cr 0.001 wt%인 자료 21개만을 이용하여 적합을 수행

함. 실제 자료와 모델 간에 적합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3.1.80. Effect of flow rate, temperature, and pH on the FAC. The data 

were collected under the condition: DO 0.2 ppb, pH 7.0, Cr 

0.001 wt%

� 여러 수화학 인자 중에서 pH는 FAC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 중의 하나로 재료 표

면에 생성된 산화 막의 안정성과 용해도가 pH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고, FAC 속도에 큰 영

향을 미침. pH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었으나, 

현 모델에서는 간단하게 자료를 적합할 수 있도록 선형식을 이용하여 적합을 수행하였음. 즉, 



- 192 -

특정 pH인 p1까지 최대의 FAC가 발생하고 이후 기울기 p2를 가지며 선형적으로 감소가 발

생하는 것으로 모델을 설정하였음. 

� 이 모델을 적합하기 위하여 Cr 0.001 wt% 인 자료 85개를 사용하였고, pH 변화에 따른, 유

속 및 온도의 복합적인 효과를 그림 3.1.81에 나타내었음.

그림 3.1.81. Effect of flow rate, temperature, and pH on the FAC. The 

data were collected under the condition of Cr 0.001 wt%

� 탄소강에서 발생하는 FAC는 합금 원소의 종류와 조성에 따라서 표면 산화 막의 안정성과 용

해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FAC 속도가 변화함. 본 연구에서는 가장 FAC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Cr의 영향만을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음. 모델의 형태는 역수 함수 및 계단 

함수를 고려하였는데, 기구 기반의 모델링으로 봤을 때는 역수 함수가 적합하나, 실제 자료를 

적합했을 때는 계단 함수가 통계적으로 유리하였음. 그림 3.1.82에 유속, 온도, pH, 그리고 

Cr함량을 고려한 모델식의 예측 값과 측정 값의 산포도와 표준 잔차를 나타내었음.

� 산포도에서 이상적인 모델 식일수록 예측 값과 측정 값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근접하게 됨. 

표준 잔차는 편향이 크지 않았으나, FAC가 증가할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냄. 지금

까지 구축한 통계적 모델은 기구 기반의 엄밀성은 떨어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수를 제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본 모델에서 FAC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DO의 영향은 생략되었으나, 현재 새로운 모델의 추

가와 자료에 따른 모수의 변경, 또한 기존의 요인과 관련된 함수의 변경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

되고 있음. 본 모델은 기존에 모델 구축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 이외에 더 극심한 환경에서의 

FAC 자료 생산을 위한 조건 선정 등에 사용될 것이며, 아울려, 과학적 기구를 고려한 모델로

도 지속적으로 개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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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2. The  scatter plot and standard residual plot of the 

predicted FAC rates and the measured FAC rates

   (3) 배관형상에 따른 감육 DB 구축

�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관감육(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 현상은 

노후화된 발전소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에 주요한 관심사항 임. 국내의 경우 심각한 파손사고는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엘보우, 직관 등에서 FAC에 의한 손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

음 [1-10]. 해외의 경우, 1986년 미국 Surry 원전 2호기에서 배관파손 사건이 발생함. 손상된 

배관은 복수계통에 있는 엘보우 임. 2004년 일본 미하마 원전 3호기에서 복수계통 배관이 파

열되는 사고가 발생함. 오리피스 후위 직선배관에서 FAC 발생함. 이러한 대규모 파손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였으며 이 후 FAC 현상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됨. 

� 배관형상은 유속과 국부적인 물질전달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1-10]. 따라서 유속과 난

류를 증가시키는 배관형상을 가진 배관, 즉 엘보우, 리듀서, 배관 곡관부, 오리피스, 밸브의 하

향유로(downstream)에서 FAC가 주로 발생함.

� 배관형상이 FAC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형상증가인자(geometric enhancement 

factor)가 사용됨. 직관의 형상인자를 1로 보았을 때 90도 엘보우,  오리피스는 각각 3.7, 5.0 

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임 [1-10]. 

� 배관형상에 따른 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학회, 보고서, 논문들을 조사 분

석함. 배관형상에 따른 FAC 실험 자료는 아직 많지 않으며 일본 자료가 많음.  

� 실험 결과들은 오리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치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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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형상에 따른 감육 실험 자료는 463개 이며 단상(single-phase), 이상(two-phase) 환경을 

포함한 결과임. 배관형상은 엘보우, 오리피스, 90도 bend, 180도 bend 이며 직관을 제외한, 

종류가 다른 배관형상들을 연결하여 실험한 결과는 없음 (예: 엘보우-오리피스, 오리피스-티, 

등).  

� 그림 3.1.83은 Cr 함량, 수화학 인자 (온도, pH, 용존산소, pH 조절제, 첨가제 등), 수력학적 

인자 (압력, 증기건도, 증기유속 등), 배관형상 (오리피스, 엘보우, 분기, bend 등)에 따른 입력

변수들과 FAC 실험결과인 FAC 속도 (mm/y)를 입력한 자료를 나타냄. 그림 3.1.84는 FAC 

실험 자료의 출처 (학회, 보고서, 논문 등)와 실험재료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화학조성)에 관

한 정보를 나타냄. 

� 그림 3.1.85는 Nagaya 등이 FAC 실험한 결과임 [1-11]. 150℃, DO<0.1ppb, pH 6-7, 단

상 조건에서 탄소강 재료를 사용하여 오리피스 거리에 따라 FAC 속도를 구함. FAC 속도가 

증가하면 배관감육 속도도 증가함. FAC 속도는 오리피스의 하향유로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

하며, 오리피스 후단 2D(D: 배관 지름) 위치에서 가장 높음. 그러나 오리피스 후단 1-3D 위

치에서 FAC 속도가 증가하며, 유속이 증가하면 FAC 속도는 매우 증가하므로 배관라인에 오리

피스가 있는 경우에는 오리피스 후단에서 배관감육 현상을 특히 주목해야 함. 

� Koike 등은 직관과 엘보우를 사용하여 FAC 실험을 수행함 [1-12]. 실험조건: 292℃, 

DO<2ppb, pH 9.7, 증기건도: 26%, 증기유속: 14-53m/s, 실험시간: 2057 h, 엘보우 반지

름: 350mm 등의 환경에서 316L 스테인리스 재료를 사용함. 직관과 엘보우에서 증기유속 

14-53m/s 범위에서 증기유속이 증가해도 FAC 속도는 증가하지 않음. 그러나 시간이 증가할

수록 FAC 속도는 증가하며 직관과 엘보우 위치에서 FAC 속도는 각각 1.2-1.6 m/y 과 

1.6-1.9 m/y 임. 2상 조건에서는 증기건도가 일정할 때, 증기유속보다는 실험시간이 배관형상

에 미치는 영향이 큼. 직관보다 엘보우에서 FAC 속도가 증가하였으므로 배관형상이 감육에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음.

� Wolsey 등은 발전소 배관을 모사한 실험 루프를 제작하여 FAC 실험을 수행함 [1-13]. 탄소

강 (Cr: 0.001wt%), 248℃, DO<0.7ppb, pH 7, bend (90, 180도), 이상조건이 실험 환경

임. 그림 3.1.86은 증기건도 변화에 따른 FAC 속도변화를 나타냄. 40-85% 증기건도 범위에

서 180도 bend는 90도 bend 보다 FAC 속도가 높음. 90도 bend에서 증기건도가 증가할수

록 FAC 속도는 감소함. 그러나 180도 bend에서 FAC 속도는 증기건도가 80% 까지 증가하다

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1.87은 염산을 첨가하였을 때 FAC 속도변화를 보이

며 180도 bend가 90도 bend에서 보다 높은 FAC 속도를 나타냄. 따라서 같은 bend 라도 

형상에 따라 FAC 속도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러 가지 형상인자들에 의한 복합영향에 관한 실험결과는 아직 없음. 그러나 원전 배관의 레

이아웃은 엘보우, 직관, 오리피스, 곡관 등 연속적인 배관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88

은 국내 원전에서 배관감육이 발생한 부위를 나타냄 (점선부분, 탄소강 4인치 엘보우) [1-14].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연속적인 엘보우, 직관, 그리고 오리피스 등으로 복합영향을 보이는 구

조임. 감육 원인은 엘보우 상단에 오리피스가 설치되어서 액적을 포함한 유체가 오리피스를 지

나 속도가 증가하면서 엘보우 외호면을 타격하여 침식이 진행됨. 그러나 단지 오리피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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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보다 오리피스로 유체가 통과하기 전에 연속적인 엘보우, 곡관 등에 의해 유체흐름의 변화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복합영향에 의해 엘보우 감육속도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음.

� 2004년 일본 미하마 원전에서 FAC가 발생하였음 [1-15]. 배관라인은 몇 개의 엘보우, 티, 직

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비대칭 감육분포를 나타냄. 비대칭 배관감육 현상에 대한 메커니

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배관 컴포넌트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새로운 형태의 회전유동

(swirl flow)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발전소 배관들의 연속적인 배치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서 FAC가 발생되고 있음이 보고

됨 [1-15]. 곡관부위, 엘보우, 오리피스, 분기 등 복합적인 형상을 가진 배관들의 연속적인 배

치는 회전유동이라는 이차적인 흐름을 형성하여 FAC 발생가능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함. 이

러한 이차적인 흐림이 없는 경우에는 오리피스 후단 2D에서 FAC 속도가 최대가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음 [1-11]. 그러나 복합영향에 의해 이차적인 흐름이 발생할 경우 FAC 속도가 2D 

이하에서 FAC 속도가 최대가 됨 [1-15]. 따라서 FAC 발생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이

러한 복합영향 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다음 단계 실험에서는 test section을 직관이 아닌 복합형상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음. 직관, 

오리피스, 엘보우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형태의 유동이 발생하게 하여 복합영향 효

과를 평가해야 함.    

그림 3.1.83. Database of experimental and test results data

그림 3.1.84. Database of source and mater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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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5. Distribution of FAC rate downstream of an 

orifice [1-11]

그림 3.1.86. Variation of FAC rate with steam quality at 

constant pH and mass flow rate for 90° 

and 18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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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7. Variation of FAC rate with steam quality at 90° 

and 180° bends at constant mass flow rate and 

feedwater chemistry [1-12]

그림 3.1.88. Isomeric view for damaged 

pipe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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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phase FAC 감육속도 통계 모델링

� 2016년도 연구에서는 2009년도 일본 CRIEPI에서 생산한 보고서 자료와 국내 연구 결과를 정

리한 157개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기존에 개발된 FAC 예측 코드와 유사한 통계적 모델을 개

발하였음. 이 때 고려한 영향 인자는 유속, 물의 온도, 물의 상온 pH, 재료 내 Cr의 함량 등 

총 4가지임.

� 유속의 영향은 선형으로 가정하였고, 온도의 효과는 비대칭 종모형, pH의 효과는 최대값이 있

는 선형 모형을 가정하였을 때, 유속, 온도, pH의 효과에 따른 실제 포인트와 적합면을 그림 

3.1.89에 나타내었음.

� 여기에 Cr의 효과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을 고려하였음. 첫째는 널리 알려진 지수 형태로 감

소하는 함수이고 또 하나는 계단형으로 감소하는 함수임. 그림 3.1.90에 Cr 모델에 따른 FAC 

속도 변화 및 자료의 잔차를 나타내었음. 여기서 C1은 지수형 함수, C0는 계단형 함수를 사용

했을 때임. 제한된 두 군데 기관의 실험 포인트만을 고려하였기에, 지수형 함수에 비하여 계단

형 함수의 결과가 더 균형있게 적합됨을 확인하였음. 

� 2017년도 연구에서는 적합에 사용된 데이터 자료의 양을 증가시켰고(~400 포인트), DO의 효

과를 추가로 고려하여 기존 모델을 개량하였음.

� FAC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 Cr < 0.04 wt%, pH < 7.5, Twater <= 150°C 인 데이

터만을 골라서 DO의 효과만을 독립적으로 분석할 경우, 그림 3.1.91과 같이 나타나게 됨. 이

때, DO가 증가할수록 타원의 형태로 FAC 속도가 감소하는 함수를 사용하였음.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DO가 매우 낮아 FAC 속도가 큰 지역에서는 연구자 별로 측정된 결과의 편차

가 크기 때문에, 적합된 모델과 실측된 데이터간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DO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감소함수를 이용하여 적합을 시도하였음. 하지만 

자료 자체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수한 모델을 찾기는 어려웠음. 결과적으로 타원

형으로 감소하는 모델을 이용하였음. Cr의 효과를 계단형 함수로 적합하고, DO의 효과를 타

원형 함수로 적합한 모델의 결과를 그림 3.1.92에 나타내었음(Model name: T2F1P1C0D2).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포인트는 측정된 결과와 예측된 결과와의 차이가 큰 포인트만을 골

라서 나타낸 것임. 이와 같은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은, 유사한 환경 조건, 즉 유속, 온도, 

pH, Cr양 및 DO에서 FAC 속도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한 경우임. 

� 앞서 구축한 T2F1P1C0D2 모델의 경우, Cr의 영향을 계단형 함수로 적합하였음. 이는 기존 

2016년도 모델의 제한된 자료양에 기반한 것임. 그래서, 다른 해외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수형 모델을 적용하여 추가로 적합하였음(Model name: T2F1P1C1D2). 그림 3.1.9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r 모델이 변경 될 경우 낮은 FAC 속도에서 높은 잔차가 발생하는 적색 

구간이 존재함.

� 관련된 데이터 포인트를 확인한 결과, 과거 국내에서 측정한 결과가 높은 Cr 함량에도 불구하

고 상당한 FAC 부식속도를 나타내었기 때문으로 확인됨. 이 같은 경향은 다른 연구자들의 결

과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데

이터 포인트를 제거하여 같은 모델로 적합한 결과를 그림 3.1.94에 나타내었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잔차가 0을 중심으로 균형있게 배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FAC 속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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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잔차가 커지게 되는 것은 FAC 중가에 따라서 오차도 같이 증가하지 때문으로 생각됨

� KAERI에서 구축된 FACTS 실험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FAC 속도 결과를 국외 결과와 비교

하여 그림 3.1.95에 나타내었음. FACTS로 부터 측정된 포인트는 Cr=0.04 wt%, pH=7, 

DO=3ppb 의 조건을 가진 포인트임. 이때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국외 결과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FAC 속도가 낮게 나왔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함. 

그림 3.1.89. Fitted results of FAC model T2F1P1C0 with the 

selected data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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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0. Effect of Cr model on the FAC rate. C1 refers the 

exponential-form model, and C0 refers the step-function model

그림 3.1.91. Fitted result of the FAC model T2F1P1C0D2. The shape of D2 model is 

originated from the elliptic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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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2. Difference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FAC rates in the 

model T2F1P1C0D2

그림 3.1.93. Effect of Cr model on the residuals of the FAC model



- 202 -

그림 3.1.94. Effect of the data points from domestic results on the residuals. The 

left figure: domestic data points are included. The right figure: 

domestic data points are excluded

그림 3.1.95. Results of the FACTS 

facilities. The red points 

represents the data 

points from FACTS, and 

the black points 

represents the data 

points from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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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FAC 소형 Loop 운용 및 자료생산

 (1) 배관감육 시험 재료 및 시험 조건

� 시험 재료는 표 3.1.16과 같이 각각 다른 Cr 함량을 가지며 30x20x3(mm3)의 판상으로 제작

함.

� 시험 전 이소프로필알코올로 표면 탈지 후 시편무게 측정함. 시험용액은 약 18Mohm의 증류

수를 이온교환수지에 통과시켜 탈염한 초순수를 사용함. 99.99%의 고순도 N2로 퍼징 하여 탈

기하였으며 용액 속의 용존 산도 농도를 1ppb 이하로 유지하고, pH는 시험 중 약 6.2 ~ 6.5

를 유지함. 실험 온도는 150℃였음.

� 사용된 실험 장비는 pH, 온도, D.O. 농도 등의 수화학 조건 조절이 가능한 loop 이었으며, 

실험부는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있고, 시편 홀더의 회전이 가능한 마그넷드라이브 타입 오토클

레이브 2대와 10 m/s의 고속 회전이 가능한 서보드라이브 타입 오토클레이브 1대였음.

� 시편 홀더는 판상재료를 고정하도록 그림 3.1.96과 같이 하였고 오토클레이브 커버 하단에 고

정 가능하도록 함. 홀더는 1개의 층에 12개씩 3층으로 총 36개의 각기 다른 시편을 장착할 

수 있음. 사용된 시편은 Cr함량이 다른 3종류의 시편으로 2, 4, 10 m/s 유속 조건에서 실험

하였고, 표면거칠기가 다른 2종류로 구분하여 실험하였음. 

� 시험 기간은 최장 2510시간이었고, 840, 410, 1260시간이 될 때, 실험을 중단하고, 시편의 

무게감량을 측정하여 부식속도를 계산하고, 표면거칠기를 측정하였음. 일부 시편은 인출하여 

파단면을 SEM, TEM-EDS 분석하였음.

� 표면거칠기에 따른 유체가속부식 특성을 보기 위해, Ra가 약 0.4 ~ 0.6μm (smooth 시편)와 

4 ~ 6μm (rough 시편)인 시편으로 표면을 가공하여 시험하였음. 

 

표 3.1.16. Compositions of the tes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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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6. Holder for plated specimens attached the cover of the 

autoclave 

   (2) 실증시험 결과

� 그림 3.1.97은 Cr 함량과 표면거칠기에 따른 무게 감량 속도를 2, 4, 10 m/s 유속으로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97에서 보면, 같은 Cr함량과 표면거칠기를 가질 때, 유속이 증가할수

록 부식속도가 높았음. 특히, SA106 Gr.B 시편 (0.02 wt.%Cr) 의 경우, 10 m/s에서 부식속

도가 매우 높았음. 그러나, SA487 (0.13 wt.% Cr) 의 경우에는 유속이 10 m/s 가 되어도 4 

m/s 유속과 비교하여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임. 이는 SA508 Gr.3 (0.17 wt.% 

Cr)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유체가속부식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유체에 의한 가속 

부식은 SA106 Gr.B를 대상으로 10 m/s 유속으로 실험하는 경우에 일어남. 즉, 유체가속부식

이 일어나게 되는 threshold 유속값은 Cr함량이 0.02 wt.% 일 때, 4 ~ 10 m/s 사이에 존재

한다고 할 수 있음. 유속과 Cr함량이 같을 때, 표면거칠기에 따른 부식속도를 보면, 표면거칠

기가 증가할수록 부식속도가 증가함. 특히, SA106 Gr.B (0.02 wt.%Cr) 에 10 m/s 유속으로 

실험하였을 때, 표면거칠기에 따른 부식속도 차이가 가장 높았음. 이는 표면 형상은 유체의 이

동현상을 바꾸기 때문에, 시편 표면과 bulk 유체에서의 농도차이를 높여 Fe이온들의 확산을 

촉진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됨. 다른 조건의 시편들 역시 표면거칠기가 클수록 부식속도가 높기

는 하였으나, 크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니었음. 이는 앞에서 논의한 threshold 값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음.

� 그림 3.1.98은 SA106 Gr.B (0.02 wt.%Cr) 시편의 유속에 따른 표면거칠기(Rt) 변화를 나타

낸 것임. 초기 (410시간)에는 실험 후에 측정한 표면거칠기 차이가 크지 않았고, 경향도 혼재

되어 있었으나, 누적 실험 시간이 1670시간에 도달하면, 표면거칠기가 종류 (smooth, rough)

와 유속 (2, 4, 10 m/s)에 상관없이 증가한 경향을 보임. 특히, 10 m/s smooth 시편의 경우

에는 표면거칠기가 약 5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체가속부식으로 인한 영향에 기인한 것

임.

� 그림 3.1.99는 SA106 Gr.B (0.02 wt.%Cr)을 1670 시간 동안 유체가속부식 모사 실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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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저배율 (50배)과 고배율 (500배)로 관찰한 것임. 표면 

손상은 유속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는데, 10 m/s 유속에서 시편 표면은 많은 pit들이 형성되

어 있어, 유체가속부식에 의한 특징적인 표면  orange peel 또는 scallop  으로 발전해가

는 중간 과정의 모습을 보여줌. 이러한 scallop은 각 pit들이 발생, 성장하여 서로 만나면서 

형성되는 것임. 상대적으로 부식속도가 높았던 rough 시편들의 표면은 비교적 저속 (2, 4 

m/s)일 경우에 pit 발달이 낮고, 아직 가공 흔이 남아 있음. 이는 난류영역에 도달하지 못한, 

즉, 유체가속부식이 일어날 만한 조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pit 발달에 의한 부식보다는 표면형

상에 의한 부식이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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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99. Surface appearance of SA 106 Gr. B tested for 1670 h (a) 

magnification x50, (b) magnification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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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00은 Cr함량에 따른 탄소강/저합금강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을 전자현미경 

(TEM-EDS)으로 분석한 것임. 시편에 Cr함량이 증가할수록 산화층의 기공밀도는 감소함을 볼 

수 있음. 이는 탄소강/저합금강 표면에서 선택적으로 철이온이 용출되고 남은 Cr, Ni 등의 원

소들이 산화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화층 내에서 Cr, 

Ni 함량을 측정하였다. 결과에서 보면, 모재에서 Cr, Ni 함량이 높으면, 산화층에서도 Cr, Ni 

함량이 높음을 관찰할 수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산화층의 용해도를 감소시켜, 유체가속부식에 

의한 손상이 Cr함량 증가에 따라 낮아지게 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림 3.1.101은 Cr함량에 따른 탄소강/저합금강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을 FE-SEM 

backscattering mode로 분석한 것임.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산화층이 형성된 모양을 보면, 

모재의 Cr함량이 높을수록 산화층은 얇아지고, 요철도 거의 없음을 관찰할 수 있음. 이는 앞에

서 설명한 Cr함량에 따른 모재와 산화층에서의 Cr, Ni함량에 따른 산화층의 용해도 특성과 기

공밀도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음. 

(a) (b)

(c) (d)

그림 3.1.100. Characteristics of oxide formed on the surface tested for 3170 h 

at 4 m/s by TEM-EDS (a) SA106 Gr.B (b) SA487, (c) SA508 Gr.3 

and (d) A534 Gr.B



- 209 -

그림 3.1.101. Cross-sectional images of specimens tested for 3170 h at 4 m/s 

by FE-SEM backscattering mode (BSE)

� 그림 3.1.102는 SA106 Gr.B 시편의 표면거칠기에 따른 산화물 내의 Ni, Cr함량과 기공밀도

를 TEM-EDS로 관찰한 것임. 같은 Cr, Ni 함량을 갖는 모재에 대해서는 표면거칠기에 따른 

산화층 조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 산화층에서의 Cr, Ni 함량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과 마찬

가지로 기공밀도의 차이도 거의 없었음. 부식속도는 표면거칠기가 큰 시편이 상대적으로 높았

으므로, 이는 산화층의 특성차이 보다는 표면형상에 따른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림 3.1.103은 SA106 Gr.B 시편의 표면거칠기에 따른 산화물 표면 형상과 두께를 SEM 

backscattering mode로 관찰한 것임. 시편 표면에 전체적으로 산화물이 거의 균일하게 생성

되어 있고, 산화층 두께 차이는 거의 없음. 따라서, 부식속도 차이는 산화층 용해보다는 표면

거칠기 차이로 인한 돌출부의 존재로 인한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됨. 

� 향후에는 유체가속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속, Cr 함량, 표면거칠기 효과를 장기적인 실험을 

통해 관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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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2. Characteristics of oxide formed on the surface 

of SA106 Gr.B with different surface roughness 

410 h at 4 m/s by TEM-EDS (a) smooth (b) 

rough 

       

(a) (b)

그림 3.1.103. Cross-sectional images of SA106 Gr.B with different 

surface roughness tested for 410 h at 4 m/s by FE-SEM 

backscattering mode (BSE) (a) surface (b) 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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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력 구조재료 역학물성 검증 및 고신뢰성 재료정보 

        체계 구축

1. 원자력구조재료(저합금강) 역학물성 데이터 신뢰성 검증 

가. 미국 CTS Test #140∼#143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및 금속재료 국제시험인증 자격유지

� 미국 CTS(Collaborative Testing Services) 숙련도(Interlaboratory Program for 

Fasteners and Metals) 시험 자격통과로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증.

 - Cycle 111

 - Test Number : 140-2015-1

 - Test Series Name : Lab-Machined Round Steel(3rd quarter of 2015)

�  금속재료 역학물성시험 국제적인 측정능력 확보.

 - 세계 80개국, 연구소 등 시험기관 2,000 곳 이상 참여

 - 시험 인증 및 등록요건 충족 

 - 전 세계 시험소의 측정능력 모니터링 가능

그림 3.2.1. 미국 CTS 숙련도비교시험 인증을 위한 금속재료의 상온인장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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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유압식 만능재료시험기의 인장시험편 장착모습 

그림 3.2.3. 미국 CTS Cycle 111 금속 숙련도비교시험의 성능 분석결과 

� 국제적인 공인 비교숙련도시험 자격을 통과함으로써 원자력 구조재료 역학물성시험 능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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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였음. 따라서 원전설계자료로 활용되는 재료성능규격 및 소재의 기계적성질을 정밀하게 파

악함으로써 원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신재료 개발 및 차세

대원자력시스템에서 사용될 재료 개발에 도움이 됨.

2. 가동 원자로 조사재료(충격물성)참조표준개발 

� 원자력구조재료는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내구조물, 1. 2차측 원자력냉각시스템 

배관 및 펌프, 열교환기, 압력관재료 등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범위에는 저합금강, 탄소강, 스

테인리스 강, 인코넬합금, FM강, 지르코늄 합금 등의 금속재료를 포함함. 

� 원자력구조재료의 역학물성은 원자력산업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들의 충격물성,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항복강도(yield strength),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경도, 크리

프 (creep), 피로강도(fatigue strength), 파괴강도(fracture strength), 파괴인성(fracture 

toughness)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실험자료는 원자력산업에서의 설계 및 가동원전의 건전성 평

가기준 자료 등으로 사용됨.

가. 울진원전 1, 2호기 제3차, 울진 3,4호기 1차 중성자조사 감시시편 4종 충격 물성 254       

 건 국가참조표준 검증급 전문위원회 최종 인증 및 등급부여요청서 작성/ 제출 

(1) 원전재료충격물성 참조데이터 검증등급 국가참조표준/전문위원회 심의 최종 승인 

� 국내 원전 한울 1~2호기 제3차, 한울 3,4호기 제1차 감시시험편 충격 물성데이터 254건   

(모재, 종,횡방향, 용접부) 

-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자로형이 존재하고 호기별 압력용기 재료가 상이하

기 때문에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기계적성질시험은 표준화되고 검증된 국내.외 규격과 절

차서에 따른 높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요구됨.

- 본 데이터센터의 품질보증 매뉴얼에 따라 신뢰성을 검증하여 역학물성 DB 구축 및 국가 참

조 표준 등급을 인증 받음으로써 국가데이터로 보존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조사취화정도를 추정한다든가 조사취화평가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

료 제공, 관련 데이터의 국제공조 및 원자력 구조재료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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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국가참조표준데이터 인증서

그림 3.2.5. 울진 1호기 3차 중성자감시험편의 충격시험결과

�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자로형이 존재하고 호기별 압력용기 재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기계적성질시험은 표준화되고 검증된 국내.외 규격과 절차서에 

따른 높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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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 1,2,3,4 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규정된 감시계획상 1차, 3차 감시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수행하여 왔던 조사재료에 대한 충격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본 데이터센

터의 품질보증 매뉴얼에 따라 신뢰성을 검증하여 역학물성 DB 구축 및 국가 참조 표준 등급

을 인증 받음으로써 국가데이터로 보존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조사취화정

도를 추정한다든가 조사취화평가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공, 관련 데이

터의 국제공조 및 원자력 구조재료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나. 원전재료 충격물성데이터 282건에 대한 흡수에너지검증 참조표준 142건, 횡팽량

    참조표준데이터 140건 등록 요청

(1) 등급부여 요청 대상 데이터 : 한빛원자력 1호~4회기 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2) 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등급부여 내용

참조표준명 신청 건수 등록요청

한빛 원자력1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36건 검증참조표준

한빛 원자력1호기 제3차 충격물성(횡팽창량) 34건 참조표준데이터

한빛 원자력2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35건 검증참조표준

한빛 원자력2호기 제3차 충격물성(횡팽창량) 35건 참조표준데이터

한빛 원자력3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32건 검증참조표준

한빛 원자력3호기 제3차 충격물성(횡팽창량) 32건 참조표준데이터

한빛 원자력4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39건 검증참조표준

한빛 원자력4호기 제3차 충격물성(횡팽창량) 39건 참조표준데이터

계 2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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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기술위원회 심의의결서 내용



- 217 -

그림 3.2.7. 기술위원회 심의의결서 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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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기술위원회 심의의결서 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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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기술위원회 심의의결서 내용 (계속)

(3) 원전재료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참조데이터

(가) 원자력재료 충격물성(1): SA 508 Class 2 Forging (Base : Longitudinal Direction)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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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준

* SA 508 Class 2 Forging (Base : Longitudinal Direction) Base Material의 참조표준 세부

정보

*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① 한빛 원자력1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 [SA 508 Class 2 Forging 

(Base : Longitudinal Direction]

Capsule Specimen Temp. A b s o r b e d e x p a n d e d Lateral % Shear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08 Class 2 Forging (Base : Longitudinal Direction)

충격시편 공급 한빛원자력 1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1.609E+08

중성자속밀도(n/cm²,s) 7.631E+10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1.228E+19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력 1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08 Class 2 Base Material/미국 Babcock $ Wilcox사)

단조/단면

시편의 크기/형태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중간동체 부위

시편의 체취부위 Austenitizing (843℃, 8hr, Water-quenched),

시편의 열처리 조건
Tempered (843℃, 14hr, Air-cooled), 

Stress Releif (593/621℃, 20-1/4hr, Furnace-cooled)

시편의 주요화학조성(wt%)†

C: 0.22, Mn: 0.63, P:0.01, S: 0.01, Si: 0.26, Ni: 0.73, Mo: 0.57

Cr: 0.32, Cu: 0.07, Co: 0.01 W:<0.01, Ti:<0.01, V: 0.01,

N:0.002, Nb: 0.01

시험 일자 2000-03/10~03/17

   † 재료의 조성성분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

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작성,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장비의 교정성적서(별첨8)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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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나) 원자력재료충격물성(1) : SA 508 Class 2 Forging (Base : Transverse Direction)l의 참조

표준

* SA 508 Class 2 Forging (Base : Transverse  Direction) Base Material의 참조표준 세부

정보

energy

(ft-Ib)
uncertainty Exp.

(I.D.) (I.D.) (℃) (측정값) (ｕ) (mm) (%)

S KT-30 -60 12.4 1.9 0.33 10

S KT-31 -40.0 11.1 1.9 0.36 5

S KT-27 -28.9 69.3 1.7 0.99 10

S KT-28 -17.8 141.0 1.6 1.70 50

S KT-26 -17.8 8.4 1.9 0.33 40

S KT-29 -9.4 110.5 1.6 1.50 40

S KT-35 3.9 144.3 1.6 1.93 30

S KT-25 23.9 143.7 1.6 1.70 70

S KT-34 37.8 219.4 1.8 1.12 100

S KT-33 75.0 220.8 1.8 0.61 100

S KT-32 100.0 228.2 1.8 1.17 100

S KT-36 287.8 212.9 1.8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08 Class 2 Forging (Base : Transverse Direction)

충격시편 공급 한빛원자력 1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1.609E+08

중성자속밀도(n/cm²,s) 7.631E+10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1.228E+19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력 1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08 Class 2 Base Material/미국 Babcock $ Wilcox사)

단조/단면

시편의 크기/형태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중간동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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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② 한빛 원자력1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 [SA 508 Class 2 Forging 

(Base : transverse Direction]

Capsule Specimen Temp.

A b s o r b e 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 a t e r a 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S KT-30 -40.0 3.0 1.9 0.10 0

S KT-31 -28.9 34.1 1.8 0.56 20

S KT-27 -21.7 29.4 1.8 0.53 30

S KT-28 -3.9 109.9 1.6 1.55 50

S KT-26 -3.9 111.9 1.6 1.78 40

S KT-29 3.9 49.0 1.7 0.81 60

S KT-35 23.9 150.7 1.6 1.78 70

S KT-25 52.2 183.3 1.7 1.73 80

S KT-34 75.0 203.9 1.7 0.13 95

S KT-33 100.0 198.1 1.7 1.68 100

시편의 체취부위 Austenitizing (843℃, 8hr, Water-quenched),

시편의 열처리 조건
Tempered (843℃, 14hr, Air-cooled), 

Stress Releif (593/621℃, 20-1/4hr, Furnace-cooled)

시편의 주요화학조성(wt%)†

C: 0.22, Mn: 0.63, P:0.01, S: 0.01, Si: 0.26, Ni: 0.73, Mo: 0.57

Cr: 0.32, Cu: 0.07, Co: 0.01 W:<0.01, Ti:<0.01, V: 0.01,

N:0.002, Nb: 0.01

시험 일자 2000-03/02~03/16

   † 재료의 조성성분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작성,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장비의 교정성적서(별첨8)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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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다) 원자력재료충격물성(1):* SA 508 Class 2 Forging (Weld Material)의 참조표준

* SA 508 Class 2 Forging (Weld Metal) Material의 참조표준 세부정보

*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S KT-32 127.2 203.2 1.7 1.73 100

S KT-36 287.8 277.6 2.1 -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08 Class 2 Forging (Base : Transverse Direction)

충격시편 공급 한빛원자력 1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1.609E+08

중성자속밀도(n/cm²,s) 7.631E+10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1.228E+19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력 1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08 Class 2 Base Material/미국 Babcock $ Wilcox사)

단조/단면

시편의 크기/형태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중간동체 부위

시편의 체취부위 Austenitizing (843℃, 8hr, Water-quenched),

시편의 열처리 조건
Tempered (843℃, 14hr, Air-cooled), 

Stress Releif (593/621℃, 20-1/4hr, Furnace-cooled)

시편의 주요화학조성(wt%)†

C: 0.22, Mn: 0.63, P:0.01, S: 0.01, Si: 0.26, Ni: 0.73, Mo: 0.57

Cr: 0.32, Cu: 0.07, Co: 0.01 W:<0.01, Ti:<0.01, V: 0.01,

N:0.002, Nb: 0.01

시험 일자 2000-03/02~03/17

   † 재료의 조성성분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작성,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장비의 교정성적서(별첨8)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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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빛 원자력1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SA 508 Class 2 Forging 

(Weld Metal)

*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라) 원자력재료충격물성(1) :*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Longitudinal Direction) 

참조표준

*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의 참조표준 세부정보

Capsule Specimen Temp.

A b s o r b e 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atera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S KW-28 -8.9 5.0 1.9 0.23 5

S KW-35 23.9 19.9 1.9 0.33 30

S KW-27 52.2 24.6 1.8 0.56 50

S KW-34 75.0 30.0 1.8 0.66 80

S KW-33 100.0 34.1 1.8 0.76 90
S KW-26 100.0 42.2 1.8 0.94 95

S KW-32 127.2 48.3 1.7 0.66 90

S KW-25 140.0 55.7 1.7 0.94 95

S KW-31 162.8 60.5 1.7 1.09 100

S KW-30 177.2 65.2 1.7 0.97 100

S KW-29 203.9 61.8 1.7 0.99 100

S KW-36 287.8 59.8 1.7 0.91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Longitudinal Direction)

충격시편 공급 한빛 원자력 2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2.6568E+07

중성자속밀도(n/cm²,s) 7.9406E+11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2.1097E+19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력 2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미국 Combustion Engineering Inc.사)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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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④울진 원자력2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Longitudinal Direction)]

Capsule Specimen Temp.

A b s o r b e 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atera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P RL-54 -70 8.4 1.9 0.19 5

P RL-52 -48 24.6 1.8 0.32 10

P RL-51 -20 57.1 1.7 0.84 25

P RL-56 0.0 95.0 1.6 1.33 45

P RL-47 11.0 147.7 1.6 1.79 75

P RL-53 35.0 177.5 1.7 2.26 90

P RL-48 50.0 180.2 1.7 2.25 95

P RL-46 104.3 191.0 1.7 2.03 100

P RL-49 149.0 201.8 1.7 2.20 100

P RL-50 196.0 189.7 1.7 2.07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시편의 크기/형태 판재/단면

시편의 체취부위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중간동체 부위

시편의 열처리 조건

Austenitizing (871℃, 4hr, Water-quenched), 

Tempered (663℃, 4hr, Air-cooled), 

Stress Releif (621℃, 9hr, Furnace-cooled)

시편의주요화학조성(wt%)†

C: 0.23, Mn: 1.38, P:0.004 S: 0.008, Si: 0.22, Ni: 0.63, Mo: 0.52

Cr: 0.10, Cu: 0.05, Al: 0.02, Co: 0.015, Pb:<0.001, W:<0.01, 

Zr:<0.001, V: 0.006, Sn: 0.002, As: 0.011, Cb<0.01, 

N₂: 0.012, B:< 0.001

시험 일자 2001-02/09~02/22

   †재료의 조성성분 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 작성, 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장비의 교정성적서(별첨 9)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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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마) 원자력재료충격물성(1) :*SA 533 Gr.B, Class 1 Plate의 참조표준

*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의 참조표준 세부정보

*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Transverse Direction)

충격시편 공급 한빛 원자력 2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2.6568E+07

중성자속밀도(n/cm²,s) 7.9406E+11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2.1097E+19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력 2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미국 Combustion Engineering Inc.사)

시편의 크기/형태 판재/단면

시편의 체취부위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중간동체 부위

시편의 열처리 조건

Austenitizing (871℃, 4hr, Water-quenched), 

Tempered (663℃, 4hr, Air-cooled), 

Stress Releif (621℃, 9hr, Furnace-cooled)

시편의주요화학조성(wt%)†

C: 0.23, Mn: 1.38, P:0.004 S: 0.008, Si: 0.22, Ni: 0.63, Mo: 0.52

Cr: 0.10, Cu: 0.05, Al: 0.02, Co: 0.015, Pb:<0.001, W:<0.01, 

Zr:<0.001, V: 0.006, Sn: 0.002, As: 0.011, Cb<0.01, 

N₂: 0.012, B:< 0.001

시험 일자 2001-02/09~02/22

   †재료의 조성성분 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 작성, 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장비의 교정성적서(별첨 9)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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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한빛원자력 2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Transverse Direction)

*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바) 원자력재료충격물성(1) :*SA 533 Gr.B, Class 1 Plate의 참조표준

*  SA 533 Gr.B, Class 1 Plate (Weld Metal)의 참조표준 세부정보

Capsule Specimen Temp.

A b s o r b e 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 a t e r a 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P RT-55 -70.0 15.1 1.9 0.24 5

P RT-52 -48.0 23.9 1.8 0.27 10

P RT-57 -22.0 39.5 1.8 0.53 30

P RT-60 -1.0 69.3 1.7 0.79 35

P RT-46 11.0 95.0 1.6 1.31 50

P RT-56 34.0 123.4 1.6 1.54 75

P RT-50 50.0 122.0 1.6 1.61 80

P RT-47 51.0 153.1 1.6 1.91 100

P RT-49 81.0 154.5 1.6 2.02 100

P RT-48 100.0 150.4 1.6 1.83 100

P RT-51 148.0 153.1 1.6 1.98 100

P RT-54 150.0 155.8 1.6 2.04 100

P RT-53 196.0 145.0 1.6 1.47 90

*(K=2, 신뢰의 수준 약 95%)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33 Gr.B, Class 1 Plate (Weld Metal)

충격시편 공급 한빛 원자력 2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2.6568E+07

중성자속밀도(n/cm²,s) 7.9406E+11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2.1097E+19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력 2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미국 Combustion Engineering Inc.사)

시편의 크기/형태 판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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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⑥한빛 원자력2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SA 533 Gr.B, Class 1 Plate 

(Weld Metal)

Capsule Specimen Temp.

A b s o r b e 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atera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P RW-57 -70.0 3.0 1.9 0.18 10

P RW-52 -50.0 2.3 1.9 0.11 5

P RW-53 -19.0 9.7 19 0.17 20

P RW-55 0.0 36.8 1.8 0.57 40

P RW-48 11.0 31.4 1.8 0.47 35

P RW-56 35.0 69.3 1.7 1.05 60

P RW-47 51.0 95.0 1.6 1.30 80

P RW-51 81.0 93.6 1.6 1.40 85

P RW-50 100.0 116.6 1.6 1.52 100

P RW-49 149.0 113.9 1.6 1.63 100

시편의 체취부위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중간동체 부위

시편의 열처리 조건

Austenitizing (871℃, 4hr, Water-quenched), 

Tempered (663℃, 4hr, Air-cooled), 

Stress Releif (621℃, 9hr, Furnace-cooled)

시편의주요화학조성(wt%)†

C: 0.23, Mn: 1.38, P:0.004 S: 0.008, Si: 0.22, Ni: 0.63, Mo: 0.52

Cr: 0.10, Cu: 0.05, Al: 0.02, Co: 0.015, Pb:<0.001, W:<0.01, 

Zr:<0.001, V: 0.006, Sn: 0.002, As: 0.011, Cb<0.01, 

N₂: 0.012, B:< 0.001

시험 일자 2001-02/09~02/22

   †재료의 조성성분 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정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 작성, 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장비의 교정성적서(별첨 9)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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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사) 원자력재료충격물성(1) :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Longitudinal Direction)

의 참조표준

*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의 참조표준 세부정보

*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P RW-46 149.0 120.7 1.6 1.77 100

P RW-54 196.0 118.0 1.6 1.70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Longitudinal Direction)

충격시편 공급 한빛원자력 3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2.155E+08

중성자속밀도(n/cm²,s) 1.5067E+11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3.2470E+19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3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미국 Combustion Engineering Inc.사)

시편의 크기/형태 판재/단면

시편의 체취부위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하부동체판

시편의 열처리 조건

Austenitizing (871℃, 4hr, Water-quenched), 

Tempered (663℃, 4hr, Air-cooled), 

Quenching(895℃,8hr,Water-quenching), 
Stress Releif (621℃, 8hr, Furnace-cooled)

시편의주요화학조성(wt%)†

C: 0.20, Mn: 1.36, P:0.008 S: 0.01, Si: 0.26, Ni: 0.65, Mo: 0.58

Cr: 0.05, Cu: 0.06, Al: 0.04, Co: 0.011, Pb:<0.001, W:<0.01, 

Zr:<0.001, V: 0.003, Sn: 0.004, As: 0.002, Cb<0.01,

N₂: 0.012, B:< 0.001

시험 일자 2004-06/14~06/24

   † 재료의 조성성분 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정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작성,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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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빛 원자력3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Longitudinal Direction)]

*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아) 원자력재료충격물성(1) :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Transverse Direction)의 

참조표준

*   SA 533 Gr.B, Class 1 Plate Material의 참조표준 세부정보

Capsule Specimen Temp.

A b s o r b e 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atera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X GL54 -74.0 3.6 1.9 0.06 50

X GL54 -21.0 22.6 1.8 0.39 15

X GL54 -6.0 31.4 1.8 0.56 20

X GL54 -5.0 69.3 1.7 1.12 30

X GL54 10.0 67.9 1.7 0.91 40

X GL54 36.5 80.8 1.7 1.31 70

X GL54 52.0 122.0 1.6 1.79 90

X GL54 72.5 169.4 1.6 2.25 100

X GL54 99.5 191.0 1.7 2.24 100

X GL54 116.0 187.0 1.7 2.49 100

X GL54 117.0 116.6 1.6 2.39 100

X GL54 138.5 153.1 1.6 2.24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교정성적서(별첨 12)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Transverse Direction)

충격시편 공급 한빛원자력 3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2.155E+08

중성자속밀도(n/cm²,s) 1.5067E+11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3.2470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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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⑧한빛 원자력3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Transverse Direction)]

Capsule Specimen Temp.

A b s o r b e 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 a t e r a 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X GT58 -74.0 3.0 2.0 0.08 0

X GT53 -21.0 15.1 1.9 0.24 10

X GT60 -5.0 47.6 1.8 0.70 30

X GT57 10.0 69.9 1.7 0.99 40

X GT55 36.5 82.1 1.7 1.24 60

X GT54 52.0 101.7 1.7 1.41 80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3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미국 Combustion Engineering Inc.사)

시편의 크기/형태 판재/단면

시편의 체취부위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하부동체판

시편의 열처리 조건

Austenitizing (871℃, 4hr, Water-quenched), 

Tempered (663℃, 4hr, Air-cooled), 

Quenching(895℃,8hr,Water-quenching), 
Stress Releif (621℃, 8hr, Furnace-cooled)

시편의 주요화학조성(wt%)†

C: 0.20, Mn: 1.36, P:0.008 S: 0.01, Si: 0.26, Ni: 0.65, Mo: 0.58

Cr: 0.05, Cu: 0.06, Al: 0.04, Co: 0.011, Pb:<0.001, W:<0.01, 

Zr:<0.001, V: 0.003, Sn: 0.004, As: 0.002, Cb<0.01,

N₂: 0.012, B:< 0.001

시험 일자 2004-06/14~06/24

   † 재료의 조성성분 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정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작성,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교정성적서(별첨 12)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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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자)원자력재료충격물성(1) : *SA 533 Gr.B, Class 1 Plate SA 533 Gr.B, Class 1 Plate 

(Weld metal)의 참조표준

*   * SA 533 Gr.B, Class 1 Plate  Weld Metal의 참조표준 세부정보

*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X GT56 72.5 131.5 1.6 1.80 90

X GT49 99.5 146.4 1.7 1.99 100

X GT52 117.0 147.7 1.7 2.04 100

X GT50 138.5 153.1 1.7 1.98 100

X GT51 155.5 150.4 1.7 2.17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33 Gr.B, Class 1 Plate (Weld metal)

충격시편 공급 한빛원자력 3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2.155E+08

중성자속밀도(n/cm²,s) 1.5067E+11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3.2470E+19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3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미국 Combustion Engineering Inc.사)

시편의 크기/형태 판재/단면

시편의 체취부위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하부동체판

시편의 열처리 조건

Austenitizing (871℃, 4hr, Water-quenched), 

Tempered (663℃, 4hr, Air-cooled), 

Quenching(895℃,8hr,Water-quenching), 
Stress Releif (621℃, 8hr, Furnace-cooled)

시편의 주요화학조성(wt%)†

C: 0.20, Mn: 1.36, P:0.008 S: 0.01, Si: 0.26, Ni: 0.65, Mo: 0.58

Cr: 0.05, Cu: 0.06, Al: 0.04, Co: 0.011, Pb:<0.001, W:<0.01, 

Zr:<0.001, V: 0.003, Sn: 0.004, As: 0.002, Cb<0.01,

N₂: 0.012, B:< 0.001

시험 일자 2004-06/14~06/24

   † 재료의 조성성분 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정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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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울진 원자력4호기 제1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SA508-3 Low alloy steel 

forging (Weld Metal)]

*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차) 원자력재료충격물성(1) :*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의 참조표준

* SA 533 Gr.B, Class 1 Plate Material의 참조표준 세부정보

Capsule Specimen Temp.

Absorbe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atera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X GW53 -74.0 3.0 1.9 0.01 5

X GW52 -21.0 17.9 1.9 0.34 20

X GW56 -5.0 39.5 1.8 0.725 40

X GW47 10.0 53.0 1.7 0.84 55

X GW48 36.5 86.9 1.6 1.57 80

X GW46 72.5 102.4 1.6 1.60 90

X GW51 99.5 112.6 1.6 1.93 100

X GW54 117.0 108.5 1.6 1.63 100

X GW49 138.5 107.1 1.6 1.82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33 Gr.B, Class 1 Plate(Base : Longitudinal Direction)

충격시편 공급 한빛원자력 4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2.072E+08

중성자속밀도(n/cm²,s) 2.078E+10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4.306E+18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력 4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작성, 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교정성적서(별첨 12)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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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⑩한빛 원자력4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Longitudinal Direction)]

Capsule Specimen Temp.

A b s o r b e 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atera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X HL48 -74.0 13.8 1.9 0.33 0

X HL56 -40.0 7.7 1.9 0.11 0

X HL47 -19.0 39.5 1.8 0.55 20

X HL54 5.5 62.5 1.7 0.91 25

X HL60 23.0 135.2 1.6 2.17 50

X HL55 44.0 139.6 1.6 1.70 60

X HL58 66.0 165.3 1.6 1.94 70

X HL57 83.0 178.87 1.7 2.11 90

X HL46 108.0 178.8 1.7 2.13 100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미국 Combustion Engineering Inc.사)

시편의 크기/형태 판재/단면

시편의 체취부위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하부동체 판

시편의 열처리 조건

Austenitizing (871℃, 4hr, Water-quenched),

Tempered (663℃, 4hr, Air-cooled), 

Quenching(880℃,6.75hr,Water-quenching), 
Stress Releif (621℃, 18.75hr, Furnace-cooled)

시편의주요화학조성(wt%)†

C: 0.21, Mn: 1.27, P:0.007 S: 0.016, Si: 0.22, Ni: 0.66, Mo: 0.56

Cr: 0.05, Cu: 0.05, Al: 0.038, Co: 0.007, Pb:<0.001, W:<0.01, 
Zr:<0.001, V: 0.003, Sn: 0.004, As: 0.005, Cb<0.01, 

N₂: 0.01, B:< 0.001

시험 일자 2003-10/14~10/23

   † 재료의 조성성분 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작성,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장비의 교정성적서(별첨 13)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 235 -

*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카) 원자력재료충격물성(1) :*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의 참조표준

*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의 참조표준 세부정보

*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X HL49 137.0 173.4 1.6 2.18 100

X HL50 171.1 172.1 1.6 2.17 95

X HL52 239.0 176.1 1.7 2.10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33 Gr.B, Class 1 Plate(Base : Transverse Direction)

충격시편 공급 한빛원자력 4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2.072E+08

중성자속밀도(n/cm²,s) 2.078E+10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4.306E+18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력 4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미국 Combustion Engineering Inc.사)

시편의 크기/형태 판재/단면

시편의 체취부위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하부동체 판

시편의 열처리 조건

Austenitizing (871℃, 4hr, Water-quenched),

Tempered (663℃, 4hr, Air-cooled), 

Quenching(880℃,6.75hr,Water-quenching), 
Stress Releif (621℃, 18.75hr, Furnace-cooled)

시편의주요화학조성(wt%)†

C: 0.21, Mn: 1.27, P:0.007 S: 0.016, Si: 0.22, Ni: 0.66, Mo: 0.56

Cr: 0.05, Cu: 0.05, Al: 0.038, Co: 0.007, Pb:<0.001, W:<0.01, 
Zr:<0.001, V: 0.003, Sn: 0.004, As: 0.005, Cb<0.01, 

N₂: 0.01, B:< 0.001

시험 일자 2003-10/14~10/23

   † 재료의 조성성분 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작성,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장비의 교정성적서(별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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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한빛 원자력4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 Transverse Direction)]

*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타) 원자력재료충격물성(1) :*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의 참조표준

* SA 533 Gr.B, Class 1 Plate (Weld Metal)의 참조표준 세부정보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Capsule Specimen Temp.

Absorbe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atera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X HT47 -74.0 7.0 2.0 0.18 0

X HT51 -40.0 15.1 1.9 0.19 0

X HT57 -19.0 34.8 1.8 0.58 20

X HT54 5.5 51.7 1.8 0.66 -

X HT55 23.0 65.2 1.7 0.90 40

X HT48 45.0 93.6 1.7 1.18 60

X HT50 65.0 104.4 1.7 1.52 70

X HT53 81.0 120.7 1.6 1.94 70

X HT56 108.0 127.4 1.6 1.70 80

X HT60 138.0 147.7 1.7 1.59 100

X HT49 148.0 139.6 1.6 1.85 95

X HT46 171.1 132.9 1.6 1.84 100

X HT52 238.0 136.9 1.6 1.84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참조표준 번호 　

참조표준 등급 검증 참조표준

충격시편 소재명 SA 533 Gr.B, Class 1 Plate (Weld Metal)

충격시편 공급 한빛원자력 4호기

시편 중성자 조사시간(s) 2.072E+08

중성자속밀도(n/cm²,s) 2.078E+10

중성자 조사량(n/cm², E>1.0 MeV) 4.306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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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시험 방법 및 관련정보

⑫한빛 원자력4호기 제3차 충격물성(흡수에너지, 횡팽창량) 데이터-[SA 533 Gr.B, Class 1 Plate 

(Weld Metal)]

Capsule Specimen Temp.

A b s o r b e d 

energy

(ft-Ib)

e x p a n d e d 

uncertainty
Lateral Exp. % Shear

(I.D.) (I.D.) (℃) (측정값) (u) (mm) (%)

X HW54 -74.0 2.3 1.9 0.09 0

X HW47 -40.0 8.4 1.9 0.20 10

X HW49 -19.0 30.7 1.8 0.50 40

X HW56 5.5 53.0 1.7 0.85 50

X HW46 23.0 78.7 1.7 1.19 60

X HW50 43.5 96.3 1.6 1.45 70

시편의 이력 한빛원자력 4호기 3차 감시시험(충격시험)

상세소재명/제공처
SA 533 Gr.B, Class 1 Plate

(Base Material/미국 Combustion Engineering Inc.사)

시편의 크기/형태 판재/단면

시편의 체취부위 원전 압력용기 노심대 부근의 하부동체 판

시편의 열처리 조건

Austenitizing (871℃, 4hr, Water-quenched),

Tempered (663℃, 4hr, Air-cooled), 

Quenching(880℃,6.75hr,Water-quenching), 
Stress Releif (621℃, 18.75hr, Furnace-cooled)

시편의주요화학조성(wt%)†

C: 0.21, Mn: 1.27, P:0.007 S: 0.016, Si: 0.22, Ni: 0.66, Mo: 0.56

Cr: 0.05, Cu: 0.05, Al: 0.038, Co: 0.007, Pb:<0.001, W:<0.01, 
Zr:<0.001, V: 0.003, Sn: 0.004, As: 0.005, Cb<0.01, 

N₂: 0.01, B:< 0.001

시험 일자 2003-10/14~10/23

   † 재료의 조성성분 중 Cu와 Ni의 함량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chemistry factor로 사용됨.

표준시험 방법 ASTME23,  ASTM A370

시험절차 KAERI QAM & QAP(충격시험절차서(별첨  1)

QA 관련규격
ASMENQA-1,KEPIC QAP에 근거작성, 승인된 

KAERI QAM  & QAP(별첨 2)

시험장비 교정 시험원자격 및 장비의 교정성적서(별첨 13)

   †조사재 충격시편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

   †† 충격시험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격시험이 들어있는 캡슐의 I.D., 시편번호, 물리적 측정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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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단율(% shear), Absorbed energy(흡수에너지)

다.  원자력재료 역학물성 참조표준 세부평가절차 및  기준 제정 

(1) 원자력구조재료역학물성 데이터센터

�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는 "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6-086호)”에 따라 참조표준의 기초가 되는 참조데이터를 생산하

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조직임.

� 센터는 지정된 분야에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 원자력재료의 참조표준개발계획 수립

- 원자력재료의 참조데이터수집, 생산 및 평가

- 참조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의 제정

- 원자력재료의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2) 원자력구조재료역학물성 세부평가절차 및 기준

(가) 적용범위

� 본 검사기준서는 국가참조표준센터 산하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센터에서 수집 및 생

산된 역학특성 참조데이터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으로 적용함.

(나) 평가기준

�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참조표준(안)으로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 절차와 기준은 다

음 원자력재료 역학특성 데이터 평가절차, 원자력재료 역학특성 데이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X HW52 45.0 128.8 1.6 1.89 90

X HW58 63.0 116.6 1.6 1.55 80

X HW48 83.0 127.4 1.6 1.77 90

X HW53 108.0 126.1 1.6 1.87 90

X HW55 143.0 155.8 1.6 2.02 100

X HW57 148.0 130.1 1.6 1.77 100

X HW60 171.1 130.1 1.6 1.73 100

X HW59 238.0 120.7 1.6 1.79 100

*(K=2, 신뢰의 수준 약 95%)



- 239 -

그림 3.2.10. Procedure of data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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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재료 역학특성(인장시험) 참조표준 세부 평가절차/기준(NM-C08-0006) 마련

표 3.2.1. Guideline for evaluation of the tensile testing data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센터

원자력재료 역학특성

(인장시험) 참조표준

문서번호 NM-C08-006

개정번호 02

세부평가절차 및 기준
개정일자

쪽 1 / 5

원자력재료 역학특성 데이터 평가기준 (제 1 ~ 10항)

1항. 측정대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측정량 명시

인장강도 측정
하중변형률곡선에서 나타나는 최대하중을 초기단면적으로 나눈 값.  

예: 50 (ksi)

항복강도 측정

응력변형률 선도에서 탄성한도내의 접선의 기울기와  변형률  

0.2% offset 지점에서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때 응력변형률 선도

에서 교차되는 점에서의 응력.   예: 50 (ksi)

단면감소율 측정

시험편이  초기단면적과 파단된 후의 단면적의 차이를 초기단면적

으로 나눈 값

예: 11 (%)

측정정보

  원전 금속재료에 대한 인장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시험기 및 시험편 관련 정보 그리

고 시험절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시험기 관련 정보

- 시험기 타입 확인

- 시험기 설계, 구축 상태 확인

- 시험기 검사 및 교정 상태 확인

시험편 관련 정보
- 시험편의 재질, 형상 및 방향 확인

- 기타 시험편에 관한 이력 확인

시험절차 관련 정보

- ASTM E 8에 따른 시험절차 확인 

- 시험온도에 대한 고려사항 확인

- ASTM E 8에 따른 인장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정보 정리절

차 확인

2항. 측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의 명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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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센터

원자력재료 역학특성 

(인장시험)참조표준

문서번호 NM-C08-006

개정번호 02

세부평가절차 및 기준
개정일자

쪽 2/ 5

측정방법 및 절차

ASTM E8 및 KSB 0801, 0802 그리고 ASTM E21에 따른 시험방법 및 절차 준수를 명시 

인장시험시 사용기기의 설치, 작동 방법 및 측정에 관한 절차 명시

인장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정보의 정리에 관한 절차 명시

3항. 측정방법의 적절성 여부

측정방법의 적

절성  

ASTM E8 및 KSB 0801, 0802 그리고 ASTM E21에에 따른 공인된 시험방법을 바탕으로 작성

된 시험절차서를 준수함으로써 신뢰성 확보.

4항.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제어 여부

시험결과에 영

향을 주는 요인

인장시험기 및 

온도계 교정 여부
교정성적서를 통한 시험기기 신뢰성 확보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 여부
 인장시험 지침 및 절차서 준수로 신뢰성 확보.

시험재료에 따른 시험온도 

선택 여부

시험온도는 시험재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료시험의 ASTM 시

험조건과  요구사항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선택함으로써 신뢰성 

확보.

시험 수행자 적절성 여부 시험 수행자에 대한 전문성 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시험편 준비절차 준수 여부 시험편의 재질, 형상 및 방향 등의 이력 확인

시험절차 준수 여부
STM E8 및 KSB 0801, 0802 그리고 ASTM E21에 따른 공인

된 시험방법 및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시험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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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구조재료 역
학물성 데이터
센터

원자력재료 역학특성

 (인장시험)참조표준

문서번호 NM-C08-006

개정번호 02

세부평가절차 및 기준
개정일자

쪽 3 / 5

5항. 불확도 평가 및 평가의 적절성 여부

측정값의 불

확도 평가 

교정을 통한 소급성 확

보 및 불확도 평가

- 본 연구시험시설에서 보유, 운영 중인 인장시험기는 일정한 교정주기

(원칙적으로 연 1회)에 따라  교정을 실시함으로서 교정 성적서를 통해 

충격시험 측정값에 대한 소급성을 확보하고, 교정성적서에 기록된 불확

도 평가 결과로서 시험기의 분해능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

 

- 교정은  지시하중 6곳에서 상대정확도 오차, 상대반복도 오차, 상대영

점오차를 계산하여 상대 확장불확도를 추정하게 됨 (신뢰수준 95.45%) .

-불확도 요소 : 인적요소, 장비 안정도, 시험환경, 시험편, 반복성, 분해

능, 보정 항에 대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인장시험의 측정 불확도, 합성

표준불확도, 확장불확도 추정 여부  

  불확도는 데이터의 신뢰성평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불확도 근거는 다음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측정횟수 등 측정값 계산과정의 타당성 

- 인용한 타 문헌이나 측정결과의 신뢰도 

- 불확도가 GUM( 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방식에 의해 평가되었는지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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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구조재료 역
학물성 데이터
센터

원자력재료 역학특성 

(인장시험)참조표준

문서번호 NM-C08-006

개정번호 02

세부평가절차 및 기준
개정일자

쪽 4 / 5

6항. 실험적 경향과의 일관성 여부

인장강도(ksi)

- 기존의 교정결과  실하중 평균값의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불확도 내에서 일치하였는지의 여부

- 국제비교(논문, 보고서, ASTM TC/WG의 측정자료) 등을 통한 인장시험 측정값을 비교하여 

결과값이 국제적 동등성(Equivalence)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

7항. 잘 알려진 이론식 또는 실험식을 통한 데이터의 예측가능성 검증 여부

데이터의 신뢰도 

검증

- 인장시험전 KOLAS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주기로 교정을 완료하여 장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KOLAS의 교육(ISO/IEC 17025 운영실무, 측정불확도) 추천과정을 이수

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시험요원이 본 시험에 참여토록 함.

- 국가참조표준센터/원자력재료물성 역학특성 데이터 센터의 품질매뉴얼과 시험규격에 따른 

시험 수행 여부

- KOLAS의 교육(ISO/IEC 17025 운영실무, 측정불확도) 추천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

에 합격한 기술책임자가 측정불확도 추정과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데이터 대한 종합판정 

8항. 2인 이상 관련분야 제3자의 종합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종합검토의 대상

 - 인장시험의 품질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작성,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야 하며, 특

히 시험결과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품질관리부서의 제3자의 종합검토를 

받은 후 기술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인증데이터로 등급을 부여함

종합검토의 절차 
 - 제1항에서 제10항까지 재적용하여 다시 검토함

 - 종합검토 결과는 문서화 하여야 함.

 기타

  - (국가참조표준센터)기술위원회는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참

조데이터를 평가할 때에는 데이터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세부평가기준안을 통과한 같은 지점에서의 중력 데이터가 다수일 경우에는  Weighted means method를 사

용해 구한 값을 대푯값으로 한다. 하나의 데이터가 구해진 기준 값에서 많이 벗어날 경우 Chauvenet's criterion

을 따라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라.  원전재료 인장물성 불확도 평가절차서 제정

(1) 범위

�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대기 온도 또는 고온에서 얻어진 인장시험 결과에서의 불

확도 평가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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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10002-Part 1-1990: “인장시험 - 대기 온도에서의 시험 방법”

- EN 10002-Part 5-1990: “인장시험 - 고온에서의 시험 방법”

- ASTM E8-1998      : “인장시험 - ”금속의 인장시험에 대한 표준시험방법

- ASTM E111-1997    : “탄성계수(Young's modulus), 접선계수(tangent modulus), 코드

계수(chord modulus)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

(2) 기호와 정의

� 불확도 용어에 대한 기호와 정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참고문헌(참고문헌 기입 바람) 참조.

� 다음의 기호와 정의는 이 절차에 사용되는 것들임.

 a0        판형 시험편의 원래 두께 (mm)

 au        파단 후 최소 두께 (mm)

 b0        판형 시험편의 평행거리 폭 (mm)

 bu        파단 후 최소 폭 (mm)

 ci        측정 xi에 대한 불확도와 관련된 감도계수 [부록 A 참조]

 d0        원형시험편의 평행거리의 직경 (mm)

 du        파단 후 최소지름 (mm)

 E         탄성계수 (GPa)

 F         힘 (N)

 FeH       상부항복강도ReH에서 힘 (N)

 FeL       하부항복강도ReL에서 힘 (N)

 Fm        최대 힘 (N)

 L0        연신계의 표점거리) (mm)

 Lu        최종 표점거리 (mm) 

 n         선형회귀에서 평가된 자료쌍

 ReH       상부 항복강도

 ReL       하부 항복강도

 Rm        최종 인장강도

 Rp        영구변형에서 응력

 S0        원단면적

 Su        파단 후 최소 단면적

 u(xi)      표준 불확도

 uC(y)      측정평균값에 대한 합성불확도

 Z         %단면 수축율

         변형률(인장)

 σ         응력

 e( L)    변위 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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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론

�   측정에서 시험결과와 관련된 불확도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은 유용한 실행임. 불확도 설명

은 보고된 결과가 놓이게 되는 범위를 알고자 하는 고객에 의해 또는 시험공정의 특정면이 시

험결과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더욱 잘 관리하고자 하는 시

험소에 의해 요구될 수 있음.

 

(가) 인장시험에서의 불확도 추정 절차

① 단계 1. 추정된 불확도 변수 확인

� 첫 번째 단계는 계산될 불확도에 대한 양(측정량)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임. 표 3.2.2는 일

반적으로 인장시험에서 보고되는 변수를 나타냄. 다음의 측정량은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않고 

다른 양(측정량)들로부터 측정된 것임.

표 3.2.2. 양, 측정, 단위 및 기호

� 위의 측정량은 모두 직접적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며, 대신에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됨

S0 =a0 b  (직사각형 시험편)                                  

S0 = d0
2 π/4  (원형 시험편)                                  

 측정량         단위         기호

 원단면적          mm2          S0   

 탄성계수          GPa            E 

 비례적 연신이 아닌 보증강도          MPa          Rp0.2%

 상부항복강도          MPa          ReH

 하부항복강도          MPa          ReL

 최종인장강도          MPa          Rm

 파단후 %연신율          %          A

 면적의 %감소율          %                Z

 측정         단위         기호

 시험편 원두께(직사각형 시험편)          mm          a0   

 시험편 원폭(직사각형 시험편)          mm          b0   

 시험편 원직경(원형 시험편)          mm          d0 

 원래 표점거리          mm          L0  

 시험 동안의 적용된 하중           N          F

 시험 동안의 축 변위          mm         e( L) 

 최종 최종 표점거리          mm          Lu 

 파단 후 원형시험편의 평균 직경          mm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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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F L0) / (∆ L S0)                                       

RP = FRP / S0                                                 

ReH = FeH / S0                                                    

ReL = FeL / S0                                                     

Rm = Fm / S0                                                       

A = (Lu - L0) 100/L0                                               

Z = (S0 - Su) 100/S0                                               

② 단계 2. 시험에서의 불확도의 모든 요인 확인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험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불확도의 가능한 모든 요

인을 확인해야 함. 목록은 개별적인 시험 절차나 사용된 기계와 유일하게 연관하여 있으므로 

사전에 완벽하게 확인 될 수는 없음.

� 이는 새로운 목록이 특정 시험파라미터의 변화시마다 준비하여야 함을 의미함.(예를 들면 플

로터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때이다). 모든 요인을 목록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네 개의 범

주가 정의됨. 다음의 표 3.2.3은 4개의 범주로 나누었고 각각의 범주마다 불확도 요인들의 

예를 제시하였음.

� 표 3.2.3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길잡이라는 것을 밝혀둠. 상대적인 기여도는 시험 재료

와 시험 조건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음. 각각의 시험소는 자체 내의 시험 시설에 따라 목록 

작성의 기초를 두었으며 관련된 기여도의 중요성을 평가할 것이 장려됨.

� 표 3.2.3은 대기 온도에서 나사식 인장시험기에 의해 수행된 냉간 압연강(판형 시험편)에 대

한 인장시험 측정량에서의 불확도의 대표적 요인과 기여도

� 불확도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표 3.2.3 에서 다음과 같은 범주로 인장시험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재편성해야 함.

- 단면적 측정에서의 오차로 인한 불확도

- 하중 측정에서의 오차로 인한 불확도

- 변위 측정에서의 오차로 인한 불확도

- 평가량으로 인한 불확도 (예, 탄성계수)

표 3.2.3. 불확도 요소의 분

[1 = 주요 기여도, 2 = 최소 기여도, 0 = 기여도 없음, ? = 알수없음]

 불확도 요인 형태  E R R R R A Z

 1. 시험 시험편

 치수 컴플라이언스  B 2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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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계 3. A형와 B형에 따른 불확도 요인 분류 

� 세 번째 단계에서는 GUM에 따라 불확도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양을 A형과 B형으로 나

눔. 만약 불확도가 통계적 방법(여러번 반복된 관찰로부터)에 의해 평가되었다면 A형으로 분

류되고,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해 평가되었다면 B형으로 분류됨.

� B형 불확도와 관련된 값은 교정성적서, 제조업자 정보, 또는 전문가 추정을 포함하는 많은 

요인들로부터 얻어질 수 있음.  사용자는 각 요인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를 추정하

는 것이 B형 불확도에서 필요함. 

� 일부 경우에서는 불확도가 추정된 방법에 따라 A형 또는 B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명

시해야 함.

④ 단계 4. 불확도의 각 요인에 대한 표준 불확도 추정

� 이 단계에서 표준 불확도 u는 표 3.2.3에 명시된 각각의 주요 입력 요인에 대해서 추정됨. 

표준 불확도는 하나의 표준 편차로써 정의되며 가정된 확률 분포와 관련된 변수 dv로 나눈 

입력량의 불확도로부터 유도됨. 

 표면 마무리  B 2 2 2 2 2 2 2

 잔류 응력  B ? ? ? ? ? ? ?

 시험편의 모양과 크기  B 1-2 1-2 1-2 1-2 1-2 1-2 1-2

 파단 형태  B 0 0 0 0 0 1 1

 파손 위치  B 0 0 0 0 0 1 1-2

 2. 시험 체계

 단면적 측정 단위  B 1 1 1 1 1 2 2

 원래 표점거리  B 1 1 0 0 0 1 0

 신장계 각도 위치  B 1 1 0 0 0 2 0

 정렬  B 1 1 1 1 2 2 0

 시험장비 강성  B 1 1 1 1 2 2 2

 하중 측정에서의 불확도  B 1 1 1 1 1 0 0

 변위 측정에서의 불확도  B 1 1 0 0 0 2 0

 3. 시험 환경  

 대기 온도와 습도  B 2 2 2 2 2 2 2

 4. 시험 절차

 초기화  B 2 1 1 1 1 2 2

 응력률  B 1 1 1 1 1 2 2

 변형률  B 1 1 1 1 1 1 1

 계수화  B 1 1 1 1 2 2 0

 샘플링주기  B 1 1 1 1 2 2 0

 파단 면적에서의 측정 불확도  B 0 0 0 0 0 0 1

 소프트웨어  B 1 1 1 1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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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불확도는 일반적으로 출력량(측정량)과 입력량 사이의 함수 관계의 편도함수로부터 추정

된 감도계수 c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 편미분에 의한 감도계수를 얻어내는 것이 요구되는 계

산은 오랜 과정이 걸릴 수도 있는데, 특히 값의 범위를 위해 필요한 불확도 추정과 많은 개

별적인 기여도가 있을 때 그러함. 만약 특정한 측정에 대한 함수 관계를 모른다면 감도계수

는 실험에서 얻어질 수도 있음. 많은 경우, 측정에의 입력량은 출력량과 같은 단위가 아닐 

수도 있음. 

⑤ 단계 5. 합성 불확도 uc 계산

� 개별적인 불확도 요인들이 상호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측정량의 합성불확도 uc(y)는 제

곱합의 제곱근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ci는 xi와 관련된 감도계수임. 이 불확도는 연구

된 양을 나타내는 정규분포에 대해 하나의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는 것임. 합성불확도는 

68.27%의 신뢰수준을 갖음.

                         
  



 ∙ 
                         

⑥ 단계 6. 확장 불확도 U 계산

� 확장 불확도 U는 “측정량에 상당히 기여하는 값에 대한 분포의 대분수를 포함할 것으로 기

대될 수도 있는 측정량의 결과에 대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음. 이것은 합성 불확도 uc와 

요구된 신뢰수준에 기초하여 선택된 포함 인자 k를 곱함으로써 얻어진 값임. 보통 확률 분포

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포함 인자는 2이며, 95.4%의 신뢰구간에 상당함 (실제로 

가장 실질적인 목적에 대해 95%이다). 따라서, 확장 불확도 U는 합성 불확도 uc보다 더 넓

다. 사용자가 더 높은 신뢰수준을 요구할 때 (항공 우주 산업이나 전자 산업과 같은 분야), 

관련 신뢰수준을 99.73%로 확대하기 위하여 포함인자 3이 자주 사용됨. 

� uc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는 A형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의 수가 

적을 경우) 포함 인자 k의 값은 Welsh-Satterthwaite 공식에 의해 주어진 자유도로부터 계

산하여야 함.

⑦ 단계 7. 결과보고  

� 일단 확장 불확도가 추정되면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                

       V = y ± U                           

� 여기서, V는 측정량의 추정값이고, y는 시험(또는 측정)의 평균 결과이며, U는 y와 관련된 

확장 불확도임. 다음의 예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설명노트가 추가하여야 함(적절할 때의 변

화).

� 위에 보고된 확장 불확도는 표준 불확도와 약 95%의 신뢰구간을 갖는 포함 확률 p와 연관

된 정규분포인 포함 인자 k=2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바탕으로 함. 불확도 평가는 U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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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7:2000에 따라 실행되었음.

(나) 인장강도 측정불확도 추정

① 수학적 모델링

 
인장강도( ) = 

최대인장하중()
=

최대인장하중()

단면적()


× 지름()2      

② 인장강도 측정의 불확도 요인

� 만능재료시험기의 최대인장하중(F) 값에 대한 불확도

   - Load Cell 교정에 대한 불확도

� 지름(D) 측정에 대한 불확도

   - 지름(D)의 반복측정에 대한 불확도

   - 버니어캘리퍼스 교정에 대한 불확도

표 3.2.4. 인장강도 불확도의 Batch-header document

 구  분 1 2 3 4 5 6

번호
불확도

성분
측정값 표준 불확도

확률

분포

감도

계수

불확도

기여량
자유도

A F uB 24.405 kN 0.012 kN t-분포 1 0.16

B D
uA 8.988 mm 0.0049 mm t-분포 1 0.42 4

uB 0.005 mm t-분포 1 0.42

C  uC - 0.0006 kN/mm2 - - -

D  U
0.3844

kN/mm2
0.0012 kN/mm2 t-분포 - - -

③ 인장강도 측정의 불확도 산출

� 만능재료시험기의 최대인장하중(F) 값에 대한 불확도

  - 최대인장하중 측정값 : 24.405 kN

  - Load Cell 교정에 대한 불확도

    교정성적서에서 주어진 상대확장불확도가 0.10 % (신뢰수준 약 95 %, k =2) 이므로   type 

상대표준불확도 uB = U
k

= 0.05 % 이며, 표준불확도로 환산하면 0.05 % ×  24.405 kN 

× 1
100

 = 0.012 kN 임

      이 때 자유도(ν)는  ∞ 임.

� 지름(D) 측정에 대한 불확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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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반복 측정된 직경값의 불확도 

측정횟수(n) 1 2 3 4 5 평균값

측정값(xi) 8.98 mm 8.98 mm 8.98 mm 8.98 mm 8.98 mm 8.988 mm

� 표준편차 : s =  
∑( x i - x) 2

n - 1
  = 0.011 mm    

� A type 표준불확도 : uA = s
n 

 = 0.004 9 mm    

     이 때 자유도(ν)는 4 임.

   

� 버니어 캘리퍼스 교정에 대한 불확도

교정성적서에서 주어진 확장불확도가 0.01 mm (신뢰수준 약 95 %, k =2) 이므로 B type 

표준불확도 uB = U
k

= 0.005 mm임. 이 때 자유도(ν)는  ∞ 임

  - 지름(D) 측정에 대한 합성 표준불확도

    u C =  ( u Dr ) 2 + ( u Dv ) 2  = 0.007 mm     

  - 유효자유도     ν eff =  
u c ( y) 4

∑
n

i = 1

u 4
i ( y)
ν

i

 = 16.67     

  - 각 인자별 감도계수   최대인장하중(F)의 감도계수 

       

     


 

                

  - 지름(D)의 감도계수

     


 

           

④ 인장강도 합성 표준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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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Nmm    

� 유효자유도

  ν eff =  
u c ( y) 4

∑
n

i = 1

u 4
i ( y)
ν i

 = 20.29           

⑤ 확장불확도

� 유효 자유도가 20.29 이므로 t-분포표에 따라 신뢰수준 약 95 %일 때 포함인자(k)는 2 임. 

따라서 확장 불확도(U)는 다음과 같음.

   U = uC × k = 0.001 2 kN/mm2 ( 신뢰수준 약 95 %, k=2 )  

⑥ 인장강도 시험의 불확도 표현

� P = 0.384 4 kN/mm2 ±  0.001 2 kN/mm2 ( 신뢰수준 약 95 %, k=2 )

(다) 연신율 측정불확도 추정

① 수학적 모델링

 
연신률(δ) = 

길이변화량(ΔL) × 100

시편의 초기길이(L0)              

② 연신률 측정의 불확도 요인

� 시편의 초기길이(L0) 측정에 대한 불확도

   - 시편의 초기길이(L0) 반복측정에 대한 불확도

   - 버니어캘리퍼스 교정에 대한 불확도

� 길이변화량(ΔL) 측정에 대한 불확도

   - 길이변화량(ΔL) 반복측정에 대한 불확도

   - 버니어캘리퍼스 교정에 대한 불확도

③ 불확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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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연신율 불확도의 Batch-header document

 구  분 1 2 3 4 5 6

번호
불확도

성분
측정값 표준 불확도

확률

분포

감도

계수

불확도

기여량
자유도

A L0

uA 8.988 mm 0.005 8 μm t-분포 1 0.852 4

uB t-분포 ∞

B ΔL

uA 8.988 mm 0.005 8 μm t-분포 1 0.852 4

uB t-분포 ∞

C  uC - 0.005 9 μm - - - ∞

D  U 0.825 4 μm 0.012 μm t-분포 - - -

   

④ 연신률 측정의 불확도 산출

�   시편의 초기길이(L0)에 대한 불확도

 

     - 반복측정에 대한 불확도 (uA)

표 3.2.7. 초기 길이의 반복 측정값의 불확도 

측정횟수(n) 1 2 3 4 5 평균값

측정값(xi) 8.98 mm 8.98 mm 8.98 mm 8.98 mm 8.98 mm 8.988 mm

     - 표준편차 : s =  
∑( x i - x) 2

n - 1
  = 0.011 mm  

     - A type 표준불확도 : uA = s
n 

 = 0.004 9 mm  

     이 때 자유도(ν)는 4 임

   

     - 버니어 캘리퍼스 교정에 대한 불확도 (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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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성적서에서 주어진 확장불확도가 0.011 6 μm (신뢰수준 약 95 %, k =2) 이므로  

     B type 표준불확도 uB = U
k

= 0.005 8 μm임.  이 때 자유도(ν)는  ∞ 임

� 시편의 초기길이(L0) 측정에 대한 합성 표준불확도

  u C =  ( u L0r ) 2 + ( u Dv ) 2  = 0.005 9 μm     

� 유효자유도

   ν eff =  
u c ( y) 4

∑
n

i = 1

u 4
i ( y)
ν i

 = 13.32           

� 길이변화량(ΔL)에 대한 불확도

 

   - 반복측정에 대한 불확도 (uA)

표 3.2.8. 길이 변화에 대한 반복 측정값의 불확도 

측정횟수(n) 1 2 3 4 5 평균값

측정값(xi) 8.98 mm 8.98 mm 8.98 mm 8.98 mm 8.98 mm 8.988 mm

     - 표준편차 : s =  
∑( x i - x) 2

n - 1
  = 0.011 mm    

     - A type 표준불확도 : uA = s
n 

 = 0.004 9 mm

       이 때 자유도(ν)는 4 임

   

     - 버니어 캘리퍼스 교정에 대한 불확도 (uB)

교정성적서에서 주어진 확장불확도가 0.011 6 μm (신뢰수준 약 95 %, k =2) 이므로 B 

type 표준불확도 uB = U
k

= 0.005 8 μm임. 이 때 자유도(ν)는  ∞ 임

   

     - 길이변화량(ΔL) 측정에 대한 합성 표준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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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C =  ( u Lr ) 2 + ( u Dv) 2  = 0.005 9 μm      

     - 유효자유도       ν
eff =  

u c ( y) 4

∑
n

i = 1

u 4
i ( y)
ν i

 = 13.32         

� 각 인자별 감도계수 계산

   - 시편의 초기길이(L0)의 감도계수

        



 
 

 
         

   - 길이변화량(ΔL)의 감도계수

      △  

△

 


 
       

� 연신률 합성 표준불확도      

  u c =  ( C L0 • u L0) 2 +( C ΔL • u ΔL ) 2  =            

� 유효자유도      ν eff =  
u c ( y) 4

∑
n

i = 1

u 4
i ( y)
ν

i

 =                           

�  확장불확도

    - 유도가 8 300.92 이므로 t-분포표에 따라 신뢰수준 약 95 %일 때 포함인자(k)는 2 임.

     따라서 확장 불확도(U)는 다음과 같음.

     U = uC × k = 0.012 μm ( 신뢰수준 약 95 %, k =2 )   

⑤ 연신률 측정의 불확도 표현

   δ = 384.483 % ±  0.10 % ( 신뢰수준 약 95 %, k =2 )

3. 국가참조표준 품질 매뉴얼업데이트 및 갱신평가 

가.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수집/생산 계획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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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생산 계획서
문서번호 NM-A08-0001

개정번호 02

수집/생산을 위한 계획서
개정일자

쪽 2 / 11

1. 목 적

  본 절차서는 국가참조표준센터가 지정한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센터(원자력 핵심기기 

및 부품인 원자로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내구조물, 1. 2차측 원자력냉각시스템 배관 

및 펌프, 열교환기, 압력관재료를 대상으로 하며, 수집/생산할 데이터는 재료물성, 물리.화학적 물성 

및 역학특성 데이터 센터)의 수집/생산을 위한 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계획서는 국가참조표준센터 산하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센터에서 수집 및 생산을 

위한 활동에 적용한다.

3. 인용규격

3.1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센터 표준품질매뉴얼”, 한국원자력연구원, NMQM-01 

(2009).

4. 용어의 정의

4.1 원자력재료(nuclear material) : 원자력 산업에 이용되는 원자력구조물 및 기기.부품과 관련

된 재료의 총칭으로 대표적으로 원자로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내구조물, 1. 2차측 원

자력냉각시스템 배관 및 펌프, 열교환기, 압력관재료 등을 포함한다. 

4.2 원자력재료 물성 (nuclear material properties) : 원자력재료 물성은 기계물성, 화학물성, 

물리적 물성으로 나뉜다. 

4.3 기계물성 (mechanical properties) : 어떠한 물질에서 외부의 기계적 하중에 따른 물질의 

물성변화를 나타내는 성질로 인장강도, 탄성계수, 크리프 등의 대표적 물성을 포함한다. 

4.4 화학물성 (chemical properties) : 어떠한 물질에서 외부의 화학적 변화에 따른 물질의 물성

변화를 나타내는 성질로, 산화, 확산 등의 대표적 물성을 포함한다. 

4.5 열물성 (thermophysical properties) : 어떠한 물질에서 가열 및 냉각을 하고, 즉 온도변화

에 따른 물질의 물성변화를 나타내는 성질로서 열전도도, 열확산도, 비열, 열팽창 등의 대표적 물성

을 포함한다.

4.6 수집 데이터 (collection data) : 기존 문헌, 학술논문, 공신력이 있는 국외 데이터베이스 등

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서 숫자, 그래프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

4.7 생산 데이터 (production data) : 데이터 생산절차서나 논리적, 학술적으로 명확한 방법에 

바탕을 둔 절차에 따라 얻어낸 실험적, 이론적 데이터

4.8 참조 데이터 (reference data) : 데이터의 수집/생산절차에 따라 수집/생산 및 가공/편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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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참조표준으로 등록되기 전의 수치데이터 또는 과학기술적 통계

5. 데이터 수집/생산 절차

수집/생산

  계획서
수집/생산

수집/생산

  절차서

그림 3.2.11. 원자력구조재료역학물성 데이터센터의 역학물성 데이터 수집/생산 절차도

 참조데이터

세부평가기준

자체평가

그림 3.2.12.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데이터센터의 역학물성 평가순서 개념도

6. 데이터 생산 절차

6.1 데이터센터장의 책임과 권한

6.1.1 데이터센터장은 소관 부서 직원이 본 매뉴얼상의 자격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1.2 데이터센터장은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훈련

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2 자격요건 : 데이터 수집/생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6.2.1 해당 연구분야 담당자는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담당분야의 데이터

의 신뢰도, 불확도 평가를 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2.2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담당자는 해당분야 실무 연구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각 

측정 항목에 대한 시험법, 재료의 특성 평가를 위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6.2.3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인시험기관(KOLAS) 또는 동등

의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장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불확도 평가를 실시해

야 한다.

6.2.4 데이터 생산기관의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숙련도시험, RRT(상호비교시험) 

등의 시험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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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데이터센터 직원의 자료를 작성하여 데이터 센터장이 적격성을 판단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 

한다.

6.2.6 기록 및 보존

문서명 관리책임자 보존기간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센터 인력
기록부

데이터 센터장 5 년

6.3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6.3.1 데이터 센터장은 년간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위원회에 제출한다. 데이터센터 담당

자는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및 실시하여야 한다. 

6.3.2 기술위원회가 승인한 교육훈련 계획을 토대로 데이터 센터장은 수립된 교육훈련 종합계획서

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6.3.3 교육 이수자는 교육완료 후 20일 이내에 위탁교육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데이터센터장

에게 제출한다.

6.4 자체직무교육실시

6.4.1 데이터센터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4.2 자체 직무교육 교재는 관련법 및 제도, ISO/IEC 규격, 품질매뉴얼, 관련규격 및 장비 사용

방법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6.4.3 교육훈련 담당자는 자체직무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데이터 센터장에게 보고한

다.

6.4.4 기록 및 보존

문서명 관리책임자 보존기간

 교육훈련 계획서

 위탁교육(자체직무교육)보고서
데이터 센터장 5 년

7. 업무환경 

7.1 환경요건

7.1.1 데이터센터 수집/생산을 위한 실험실의 환경관리기준은 KOLAS 기계적물성 실험실의 환경

기준을 따른다.

7.1.2 데이터센터 시설 유지를 위한 장비사용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1.3 실험실의 환경요건 충족을 위하여 환경관리절차에 따른 온 습도 및 조명 등에 대한 환경을 

점검하고 환경(온 습도) 유지점검일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품질시스템에 준

하여 수행한다.

7.1.4 별도의 데이터센터에서 지정하지 않은 환경 조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품질시스템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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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행하며 특수한 조건 하에서의 데이터처리(수집/생산)는 각 절차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7.1.5 기록 및 보존

기 록 문 서 관리책임자 보존기간

 환경(온 습도)유지점검일지

 환경유지점검표
시설 담당자 5 년

7.2 문서관리

7.2.1 데이터센터 문서관리는 데이터센터장의 관리하에 각 담당자가 일련번호를 정하여 각 문서가 

연계되어 사용 될 수 있도록 문서번호부여를 다음과 같이 한다.

7.2.2 원자력재료 물성 및 역학특성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NM라 표기하고, 데이터센터 문서분류

는 다음의 표와 같이 부여한다.

표 3.2.9. 데이터센터의 데이터분류 

기호 특성

A 기본계획서

B 절차서

C 기술서, 검사서

D 외부발송문서

7.2.3 문서 부여 방식은 다음과 같다. NM-(기호)(생산년도)-(일련번호)-(첨부문서)의 순서로 한다. 

마지막의 첨부문서 번호는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예: 절차서를 2008년 만든 문서로서 첫 번째이면 NM-B08-0001과 같다. 첨부문서가 있을 경우

에는 NM-B08-0001-01과 같이 표시한다.

7.2.4. 각종 문서의 데이터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초기 수집/생산에서부터 최종 참조데이터로 등

록이 될 때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7.2.5 데이터번호 부여는(생산년도)-(월)-(일련번호)의 순으로 부여한다. 즉 08-08-00001와 같이 

2008년 8월에 생산된 1번째 데이터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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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수집/생산 절차서 마련

1. 목 적

  본 절차서는 국가참조표준센터가 지정한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센터(원자력 핵심기기 

및 부품인 원자로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내구조물, 1. 2차측 원자력냉각시스템 배관 

및 펌프, 열교환기, 압력관재료를 대상으로 하며, 수집/생산할 데이터는 재료물성, 물리.화학적 물성 

및 역학특성 데이터 센터)의 수집/생산을 위한 절차서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계획서는 국가참조표준센터 산하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센터에서 수집 및 생산을 

위한 활동에 적용한다.

3. 인용규격

3.1 “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센터 표준품질매뉴얼”, 한국원자력연구원, NMQM-01 

(2008).

4. 용어의 정의

4.1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 재료에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재료의 강도로 단위는 

kg/m2 으로 표시한다.

4.2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 재료의 탄성특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재질 내 임의의 공

간위치와 시간에 대하여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비례계수이다. 단위로는 kg/(m s2)으로 표시한다.

4.3 크리프 (creep) : 고온에서 하중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료의 

변형이 증대하는 현상으로 주로 상대적인 변형량으로 표시하며 단위는 없다. 

4.4 항복강도(yield strength) : 인장시험편이 표점 간의 길이에 대해 규정된 %에 대등한 영구신

장을 일으키는 응력으로 단위는 kg/m2 으로 표시한다.

4.5 충격강도(impact value) : 샤르피 충격시험에서 시험편을 파괴하는데 사용된 에너지를 시험

편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

4.6 피로강도(fatigue strength) : 피로시험시험에서 꺽인 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반복횟수를 

철합금에서는 107회, 비철함금에서는 108회에서 피로 파괴될 때의 응력 

4.7 파괴강도(fracture strength) : 파괴시의 공칭응력

4.8 파괴인성(fracture toughness) :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 파괴에 견디는 정도

4.9 산화속도 (oxidation rate) : 재료가 시간에 따라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단위로는 1/sec 

이다.

4.10 확산계수 (diffusion coefficient) : 재료내에서 특정 매질이 확산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단

위는 1/sec 이다. 

4.11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 열평형상태에서 물질 중에 온도구배가 있을 때 단위 시

간 중에 단위면적을 통과해 흐르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으로 단위는 W/(m K)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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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열확산도(thermal diffusivity) : 물질 중의 정압비열, 밀도, 열전도도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열의 확산계수로 단위는 m2/s로 표기한다. 

4.13 비열(specific heat capacity) : 단위 질량(1 g)을 단위온도(1 K)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

로 단위는 J/(g K), J/(mol K)로 표시한다.

4.14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 일정 압력하에서 물질이 팽창했을 때 단

위 온도 변화당 길이의 변화율로 단위는 1/K로 표시한다.

5. 데이터 수집 절차

5.1 데이터 수집을 위한 년간 계획서를 데이터 센터장이 작성하여 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

행 하도록 한다.

5.2 데이터 수집은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책자 등을 통하여 수집하도록 한다. 수집된 결과

는 ND-B07-0001-01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5.3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협력기관 자격요건

5.3.1 협력기관의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센터 및 기술위원회의 재가를 거쳐 데이터센터장이 지정한 

협력기관을 통해서만 수행되며, 수집 요원들은 해당 연구분야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박사학위 소지

자이면서, 담당분야의 데이터 신뢰도, 불확도 평가를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3.2 협력기관은 년간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데이터 센터장이 취합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 수행하도록 한다. 데이터 센터와 협력기관의 전문수집분야를 지정함으로써 수집효율을 

극대화시키도록 한다. 

5.4 수집데이터의 보고서(NM-B08-001-01)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5.4.1 물성 : 인장강도, 탄성계수, 크리프, 산화속도, 확산계수, 열전도도, 열확산도, 비열, 열팽창, 

등

5.4.2 문헌의 원전, 복사본, 데이터의 형태

5.4.3 데이터의 생산자, 데이터수집기관, 물질의 정보(성분, 구조 등), 저작권 표시, 불확도 

5.4.4 측정 물질의 종류 및 이름 (예: 산화물핵연료, UO2) 

5.4.5 측정 물질의 형태 및 특성 (고체, 분말, 박막, 두께, 시료의 양, 등을 기록)

5.4.6 데이터 생산 조건 (실험조건)

5.4.7 데이터 생산 방법 

5.4.8 데이터 생산일자

5.4.9 심사받은 국내 또는 해외 논문에 발표된 데이터인가.

5.4.10 신뢰성이 확보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데이터인가.

5.4.11 출판된 서적에 실린 데이터인가.

5.4.12 출판된 서적에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연구 데이터인

지, 아니면 참고문헌이 인용되어져 있는가. 

5.4.13 데이터 수집을 위한 수단을 표시하고 불확도 요인이 있으면 이것을 명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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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생산 절차

6.1 데이터 생산을 위한 자격요건 : 데이터 수집/생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다.

6.1.1 해당 연구분야 담당자는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담당분야의 데이터

의 신뢰도, 불확도 평가를 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1.2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담당자는 해당분야 실무 연구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각 측정 항목에 대한 시험법, 재료의 특성 평가를 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1.3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인시험기관(KOLAS) 또는 동등

의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장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불확도 평가를 실시해

야 한다.

6.1.4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절차는 다음 시험절차에 준하여 시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ISO 및 

KS 규격에 따른 시험 절차도 인정한다.

6.1.4.1 문서번호 NM-B06-0001 : 충격시험기 운전절차

6.1.4.2 문서번호 NM-B06-0002 : 인장시험기 운전절차

6.1.4.3 문서번호 NM-B06-0003 : 파괴인성시험기 운전절차

6.1.4.4 문서번호 NM-B06-0004 : 피로시험기 운전절차

6.1.4.5 문서번호 NM-B06-0005 : 파괴특성시험기 운전절차

6.1.4.6 문서번호 NM-B06-0006 : 경도특성 운전절차

6.1.4.7 문서번호 NM-B06-0007 : 크리프시험기 운전절차

6.1.4.8 문서번호 NM-B06-0008 : 균열특성 운전절차

6.1.4.9 문서번호 NM-B06-0009 : 부식시험기 운전절차

6.1.4.10 ISO 18755:2005 Fine ceramics (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 - Determination of thermal diffusivity of monolithic ceramics by laser flash 

method

6.1.4.11 KS M ISO 11357-1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제1부：일반 원리

6.1.4.12 KS M ISO 11357-2 플라스틱 시차 주사 열량계(DSC) 제2부：유리 전이 온도의 측정

6.1.4.13 KS M ISO 11357-3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제3부：용융 및 결정화  온도

와 엔탈피 측정

6.1.4.14 KS M ISO 11357-4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제4부：비열용량 측정

6.1.4.15 KS M ISO 11359-1 플라스틱－열기계 분석(TMA)－제1부：통칙

6.1.4.16 KS M ISO 11359-2 플라스틱－열기계 분석(TMA)－제2부：선열 팽창 계수와 유리 전

이 온도의 측정

6.2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1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숙련도시험, RRT(상호비교시험) 등의 시험결과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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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데이터 센터 인원의 자료를 작성하여 데이터 센터장이 적격성을 판단하고 기록을 유지 관

리 한다.

6.2.3 데이터 생산기관의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 장비의 교정성적서 또는 자체 교정 

결과를 보유하여야 한다.

6.3 생산데이터 보고서(NM-B08-0001-01)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킨다.

6.3.1 데이터 생산자, 생산절차, 생산 일련번호, 생산일자

6.3.2 시험장치의 불확도 평가 사항

6.3.3 데이터 생산방법(측정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기술

6.3.4 측정 물질의 종류 및 이름

6.3.5 측정 물질의 형태 및 특성 (고체, 분말, 박막, 두께, 시료의 양, 등을 기록)

6.3.6 데이터 생산 조건 (실험조건)

6.3.7 데이터 생산 방법 

6.3.8 데이터 생산일자

6.3.9 측정된 값과 불확도 (또는 오차)

다. 국가참조표준/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센터 갱신평가 통과 및 데이터

� 센터 계속운영(산업자원 통상부/기술표준원 재지정 16호,[2015. 1~2019.12 (5년)]

(1) 참조표준과 불확도

(가) 참조표준이란

� 참조표준은  측정표준, 성문표준과 함께 국가표준의 하나로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

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데이터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임. 

� 이러한 참조표준은 물리 또는 화학뿐 아니라 생명과학, 환경공학,  재료공학, 천문학 등에 관

한 정량적인 수치데이터로서 데이터가 생산되기까지의 측정 수행과정, 대상 재질에 대한 세

분된 성질, 취급된 현상 또는 특정한 조건(온도, 압력)등을 동시에 정리하여 차후 수행되는 

다른 연구들의 기준이 되는 과학기술적 정보임. 따라서 참조표준은 생산 활동 및 연구 활동

에 직접 응용될 수 있도록 편집, 가공, 평가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의 자료수집 시간을 

단축시키고 연구과정중의 측정결과를 보증해주며, 실험값의 비교에 의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신뢰성 있는 측정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과정의 많은 부

분이 데이터의 응용으로 대치되어 연구수행기간이 단축되며 국가적으로는 여러 기관에서 반

복될 수도 있는 중복실험을 방지하는 역할도 함.

 

(나) 참조표준 : 생산 과정의 신뢰성

� 참조표준의 핵심은 그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정확성과 신뢰성에 있다. 그 정확성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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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이 과학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그러므로 생산된 데이터나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체계

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면 데이터 품질의 평가기준 설정, 평가방법 정립 등의 기본 작업

이 필요함. 

� 이러한 평가과정을 먼저 확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데이터의 평가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

지될 수 있음. 만약 평가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면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

뢰성은 물론 평가과정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러므로 실제 데이터를 평

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져야 함. 

- 측정의 이론에 대한 유효성 확인

- 측정방법 차이 및 측정결과의 계산 확인

- 보정 및 단위 환산 등의 확인

- 오차를 유발하는 각종 효과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 기존 참조표준의 조정에 대한 신뢰성 

� 데이터의 신뢰성에 관련되어, 측정결과를 구하기 위한 측정전반에 걸친 내역을 포함하여 표

현하므로 데이터의 생산조건, 환경, 측정방법 및 데이터 처리가 포함됨. 따라서 평가과정에는 

참조표준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비교 검토하는 신뢰성 평가가 포함되게 됨. 이에 따라 참

조표준의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측정전문가로서 각종 측정방법, 측정절차나 측정환경의 요인

은 물론이며 가능하면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 및 실험실의 측정능력에 대한 정보도 파악

할 수 있어야 함.  

(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 소급성과 불확도

�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된 표현임을 주목할 필요

가 있음. 측정학에서 정확성은 얼마나 맞느냐에 대한 정성적인 표현으로 정량적인 값으로 나

타낼 수 없는 성질임. 이에 따라 참조표준의 핵심 요소인 정확성은 측정값이 나오게 된 근거

를 보여주는 측정소급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됨.  

� 측정소급성 : “문서화된 끊어지지 않은 교정의 사슬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기준에 결부시킬 

수 있는 측정결과의 특성”

� 그리고 신뢰성은 그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만하냐 또는 재현할 수 있냐 에 대한 일반적인 표

현이며, 측정에서는 그러한 신뢰성의 지표로 불확도가 사용됨. 

�   측정불확도 : “사용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측정량에 대한 측정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음이 아닌 파라미터” 

� 「국가표준기본법」제 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과 「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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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요령」 제9조에 따라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관 인증으로 원전구조재

료 역학물성시험 품질인증체계 구축

   -협력분야 : 에너지.자원(원자력구조재료의 역학물성)

그림 3.2.13. 원자력구조재료역학물성데이터센터의 인증현판(지식경제부지정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제16호)

그림 3.2.14. 원자력구조재료역학물성데이터센터 재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2015.1 ~ 2019.1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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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통상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참조표준/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센터는 원자력재료의 역학물성 DB를 수집/분석하고, 직접 생산한  물성 DB를 구축하여 DB

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참조표준데이터의 인증등급을 획득함과  원전 재료 규격의 국

제표준화(ISO TC 85, ASTM, ASME)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원자력 시설의 설계 시 

적절한 재료의 선택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4. 원자력 재료 종합정보 시스템(MD-Portal) 업데이트 및 운영 서비스 고도화

� 원자력 재료의 고유 특징 및 자료구조를 고려한 원전재료 물성DB를 새롭게 구축

- 기존의 DB 보다 확장성을 높인 신규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력 재료 특화 물성자료에 

적합한 자료 구조체계 확립.

- 원자력연구원 내 인트라넷 베이스의 DB 사이트를 구축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개량하여 손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발.

� 경수로 재료의 부식특성 관련 DB 구축(응력 부식 균열 개시, 균열 성장속도 (그림 3.2.15), 

저속 변형률 시험 결과, 분극 실험 결과, 유동 가속 부식 등).

� 초고온 가스로 열교환기 재료인 Alloy 617의 고온 크리프 특성 DB 구축 (14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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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원자력재료의 응력 부식 균열 개시, 균열 성장속도 DB구축  

� MD-Portal 웹사이트 구축

-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www)은 생활의 필수요소가 되었

다. 웹을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지식 및 정보를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 상품의 구매와 

개인 일상의 공유와 같은 개인적인 일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많은 회사, 기관, 단체에서 

웹 기반의 시스템을 통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웹을 통한 실시간 서류 처리, 직원 간 공

동 작업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 등, 이제 웹을 이용한 업무가 별로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

다.

- 자료의 공개와 공유라는 웹의 특성이 연구 분야에 응용된 대표적인 예로써 웹 기반의 논문 

제공 사이트 및 재료물성 Database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하

여 저널을 구독하여 물리적인 책의 형태로 보관하고 복사를 통하여 공유가 이루어져 왔다. 재

료물성 자료 또한 표로 나열된 참고도서를 통하여 주로 공급이 되었다. 최근에는 도서관에 가

지 않아도 웹을 통하여 논문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재료물성 또한 웹 기반의 재료DB를 

통하여 그 주요 물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

기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높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분야에서도 이런 정보화시대의 발달에 발맞추어 원자력재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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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원자력재료 특히 원자력

구조재료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로써, 일반 재료와 다르게 특

수한 원전 환경, 즉 중성자 조사, 고온(>300°C), 고압 (>10 MPa), 수화학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재료 성질과 다르게, 원전구조재료는 원전환경에서 복잡한 열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다양한 거동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원전구조재료에 대한 종합적인 정

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제공할 경우, 원자력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원자력재료부에서는 2003년부터 MATDB 라는 사이트를 개설하

였다. 이후 2012년도부터 국내외 산학연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재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1차적인 기술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원전재료의 열화정보, 개발정보, 보유

기술 그리고 주요물성 및 연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기획하여 

제공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자력재료종합정보시스템 MD-Portal 

(http://mdportal.kaeri.re.kr) 이다.

가. MD-Portal의 목표

� MD-Portal은 기존의 재료정보 제공 웹사이트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

였다. 

- 첫째는, 원자력재료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재료 정보와 달리 원자력재료는 그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미 알려진 

재료특성 외에 부가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설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단기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계속적

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일관적이며,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현하고

자 노력하였다. 

- 둘째는, 원전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외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정보는 단순한 재료물성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

용 중인 구체적인 사례 및 응용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원자력 재료의 안전에 대한 정보는 단

순한 재료의 특성이 아닌 실제 시스템과 연동된 자료로써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

며, 아울러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 셋째는, 현용 원전 뿐 아니라, 원전구조재료의 종합적인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미래 

원자력시스템용 신소재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주요 자료 및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보유기술, 그

리고 보유 장비 및 해당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재료 분야에 대한 통

합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는, 질의/응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방적인 자료 제공이 아닌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다.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원자력재료 문

제에 대하여 쉽고 빠른 소통이 가능하도록 열린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나. MD-Portal 서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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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최근에는 Contents Management 

System(CMS)의 개발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적인 html을 이용한 사이트

가 많았으나, 현재는 전자게시판과 같이 동적으로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다. 단순한 전자게시

판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사이트의 내용을 문서(article) 단위의 

content로 나누고, 이를 종합하여 사이트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CMS 시스템이다. CMS

를 통하여 웹페이지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 현재 많은 웹사이트가 WordPress, Joomla, Drupal 등과 같은 CMS 패키지를 이용하여 구

축되고 있다. 이는 CMS가 문서의 관리가 쉽고, 기능의 추가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쉽게 외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WordPress

는 일반적으로 개인 홈페이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블로그 타입의 CMS이고, Drupal은 기

업 단위의 웹사이트 운영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Joomla는 이 둘의 중간적인 특성, 즉 

WordPress 보다 고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Drupal 보다는 개발과 사용이 쉽기 때문에 중소

기업에 가장 인기 있는 CMS로 인정받고 있다. 세 가지 CMS의 특징은 표 3.2.10 에 요약

하였다.

표 3.2.10. CMS 패키지의 비교.

WordPress Joomla Drupal

사이트 규모 개인 중소규모 기업 대규모 기업

개발 비용 저비용 중비용 고비용

주요 대상 사용자 위주 사용자-개발자 개발자 위주

난이도 초급 중급 고급

특징 사용자위주 설정 SNS 등에 적합 확장가능성

용도 개인 사이트 중규모 정보 교류 전자상거래 등

� 세 가지 패키지를 모두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MD-Portal을 구축하는데 Joomla를 사용하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Joomla를 이용하기 위한 서버 시스템은 표 3.2.11 사양으로 구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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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MD-Portal 서버 소프트웨어 사양.

항목 내용

서버 운영체제 Windows 7

웹서버 프로그램 Apache

RDBMS MySQL

개발언어 PHP

개발 형태 1 server system

CMS Joomla 2.5

다. MD-Portal의 주요 기능 및 메뉴 구조

� 최근의 웹사이트는 불필요한 메뉴를 삭제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이트를 지향하고 있다. 

MD-Portal도 이와 같은 경향에 맞추어 첫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배치

하고 메뉴를 단순화하였으며,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2.16에 제작된 MD-Portal 사이트의 첫 화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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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Joomla CMS를 이용하여 제작된 MD-Portal 웹사이트의 첫 화면.

� 그림 3.2.17에 MD-Portal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요약하였다. 원자력연구원 재

료분야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 및 진행 중 연구 소개: 지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과제를 통하여 진행된 재료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였고, 

현재 4차 중장기 과제를 통하여 진행 중인 연구 내용도 요약하여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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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구원 보유 재료 관련 실험장비 및 설비 소개: 현재 원자력연구원 재료 분야에서 보

유하고 있는 실험 장비/설비에 대한 기본 제원과 운영자를 명기하여, 해당 기기의 공동사용

을 용이하도록 정리하였다.

� 원자력재료평가, 완화신기술 및 재료개발 현황 관련 자료 공개: 현용 재료 안전 관련 자료 

뿐 아니라, 차세대 원전에 사용 가능한 신재료 개발 현황 및 보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

� 원자력재료 전문가 그룹의 인력구성에 대한 정보 제공: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재료 관련 전

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하

였다. 

� 원전재료의 원자력 운전 및 조사환경에서 주요 물성정보를 DB로 제공: 원전 재료의 기본적

인 물성 뿐 아니라 조사환경, 수화학 환경 등에서의 열화 정보를 DB로 제공하였다. 

� MD-Portal은 크게 8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18에 구축된 MD-Portal 사이트

의 메뉴 구조를 정리하였다.

- 사이트소개: MD-Portal의 임무 소개, 현재 보유 장비 정보 제공, 원자력재료분야 용어해설 

제공,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 연락처 제공, 원자력재료 분야 관련 사이트 정보 제공, 사이트맵, 

검색 메뉴

- 연구 분야: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 원자력재료안전연구부 5개 팀(파괴강도, 부식연구, 진단기

술, 전산모사, 완화연구)과 원자력소재개발부 4개 팀(고강도소재, 고온소재, 세라믹소재, 나노

융합소재)의 주요성과 및 진행 중 연구 소개 

그림 3.2.17. MD-Portal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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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안전: 경수로(압력용기, 내부구조물, 증기발생기, 배관, 수화학), SFR, VHTR 관련 재료 

안전에 관련된 연구 문서 제공

- 재료개발: 원자력시스템 관련 원전재료의 개발 현황에 대한 기술문서 제공

- 보유기술: 원자력 재료분야에 적용 가능한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의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 

및 현황 제공

- 홍보마당: 원자력재료 관련 새 소식(기사 및 공지), 연구 성과(논문, 특허, 발표/저서), 연구

기술문서 중 주목할 만한 자료에 대한 선별적인 제공

- 참여마당: 원자력재료 관련 연구 Q & A 운영

- 재료DB: 원자력재료의 조사 전후 기계적 특성, 부식 환경에서의 특성자료 제공 및 검색

라. MD-Portal의 연구문서

� MD-Portal의 연구문서(article)는 웹사이트를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 형식

은 html과 image로 구성되어 있으며, Joomla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연구문

서는 원자력재료 관련 비전문가에게도 전문적인 자료를 찾아갈 수 있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적인 내용들이 보고서의 형식으로 도서관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

하데 비하여, MD-Portal 연구 문서는 웹을 통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 연구문서에는 문서의 작성 담당 팀이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 팀에 대한 정보는 

MD-Portal의 연락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할 

그림 3.2.18. MD-Portal의 사이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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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나, 문서의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시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다.

� 연구문서의 내용을 세분화화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 분야와 관련되어 연구가 수행

된 내용을 파괴특성, 부식현상, 전산모사, 완화기술, 진단기술 별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연구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요약 정리한 것이 연구 분야 문서이다. 재료안전 분야 연구문

서는 가동 중 원전의 재료 열화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과거에 원자력재료개발부에서 수

행한 안전 분야 연구 문서를 참고하였다. 최신의 열화 관련 정보는 직접 해당 분야의 연구자

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웹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였다. 신형 원자로의 열화 정보 등

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 상황 등을 요약, 기술하여 입력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컴포넌트별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내부구조물, 배관, 수화학 등으로 나누어 열화기구, 열화 사례 등을 

기술하여 정리하였으며, 미래형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 및 초고온가스로에서도 예상되는 재

료 열화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재료개발 관련 문서에는 미래형 원전을 위한 재료개발 정보도 

포함하여 원전구조재료 관련 종합적인 자료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콘텐츠를 입력하였다. 또한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재료개발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화기술들을 한 곳에 정리하

여 제공함으로써, 추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에 적시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였다.

� 원자력재료 열화 정보에 대한 연구문서의 예시를 아래에 나열하였다.

- 가동원전 1차 측 배관의 환경피로

- 고속로용 페라이트계강의 소개

- 고속로용 페라이트계강의 조사열화

- 발전소 운전환경이 Alloy 600 용접부의 SCC 발생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원자로 내부 수화학 영향

- 원자로 2차 배관 재료, 열화기구 및 연구동향

- 원자로 2차 배관 재료의 손상사례

- 원자로 내부구조물 구조와 기능 및 주요 재료

- 원자로 냉각재 1차 계통 수화학 관리

- 원자로 압력용기강 관련 주요 연구 내용

- 원자로 증기발생기 부식손상 유형 및 열화기구

- 초고온가스로용 재료의 열화기구

그림 3.2.20 은 실제 서비스 되는 MD-Portal의 연구문서의 예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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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0. MD-Portal 연구문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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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Portal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 원자력재료종합정보시스템 MD-Portal (http://mdportal.kaeri.re.kr)은 2012년부터 2014

년까지 전산모사 기반 재료손상 예측기술 개발 과제의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되어, 지난 2014

년 5월 1일 인터넷에 런칭한 후 2016년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단계 사업 기

간인 2015-2016년 동안 MD-Portal의 웹사이트에 대한 기능 추가 및 연구문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MD-Portal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사용

자 분석, 홍보 효과 및 이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가. MD-Portal의 보안강화

� 현재 KAERI 전산실 서비스망에 서버를 둔 MD-Portal은 기본적으로 외부인으로 부터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정보 포탈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보를 일반인이 접근하

기 쉽도록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전물성DB와 같은 핵심 자료 및 사용자와의 

소통을 위한 게시판 서비스는 로그인에 기반을 둔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하

지만 2014년 말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자료 유출과 같은 보안과 관계된 민감한 이슈들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회원 가입 시 요구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지침도 개인정보보호 요구에 따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응하여, MD-Portal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첫 번째로, 원전재료물성DB를 외부 서비스망에서 분리하여 외부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분리하였다. 즉, 원전재료물성DB와 같이 원전 안전에 필요한 핵심자료는 서버를 

별도로 구성하여 KAERI 내부 망에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외부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원천

적으로 막아 해킹으로 부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현재 MD-Portal 웹사이트는 외

부에 온전히 공개 가능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해킹이 발생하여 자료 

전체가 유출된다 할지라도 실제 원자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공개가능 정보로는 연구 분야 소개, 원전재료 안전 관련 문서, 원전재료 개발 관련 문서, 

KAERI 재료 부 보유기술 및 원자력재료 개론, 대국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홍보 자료로 구성

되어 있다. 원전재료물성DB는 내부에 신규 구축하여 기존의 구축된 구조보다 가용성 및 확장

성을 높여서 새롭게 구축하였고, 내부에서도 등급별 로그인 시스템, 접근 IP 제한 시스템 등 

추가 보안조치를 취함으로써 해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

전재료물성DB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 두 번째로, 로그인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거하였다. 현재의 로그인 시스템

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앞 단락에서 언급하였듯이 외부망/내부망 분

리를 통하여 외부에는 온전히 공개가능한 정보로만 웹사이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통

한 사용자 관리 및 정보 유지가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로그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던 

참여마당, 즉 자유게시판 및 연구Q&A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었다. 실제 연구 관련 Q&A는 

MD-Portal 관리자의 이메일과 유선전화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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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Portal 사이트는 운영 중에 국외의 익명사이트로부터 대량의 회원가입이 이루어져 다수의 

허구 아이디가 등록되는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자동화된 회원가입 절차를 통하여, 만일 웹사

이트 관리자 아이디가 노출될 경우 한 번에 웹사이트가 해체 또는 복사 등 해킹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로그인 시스템의 제거로 인하여, 유사한 시도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방지되어 로

그인에 대한 취약점이 보완되었다. 

- 웹사이트는 운영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 

및 기능 추가/개발이 있을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MD-Portal은 최초 구축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관리 노력으로 2017년 1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나. MD-Portal의 자료 추가

� 과제 1단계 종료 시 MD-Portal 연구 문서는 총 142건으로, 그 내용은 연구 분야, 재료안전, 

재료개발, 보유기술에 대한 내용이었다. 2단계 연구 기간 동안 원자력재료에 관련된 연구문서

를 집중적으로 추가하여 총 189건의 자료를 축적하였다. 원자력재료에 대하여 그동안 다른 웹

사이트에서 일부 소개된 내용은 있었으나, MD-Portal과 같이 체계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제

공하는 사이트는 없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표 3.2.12에 제목을 나열하였다. 

� 재료의 분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우선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각 종류에 

따라 나열하고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핵연료, 핵연료피복재료, 탄소강 및 저합금강, 스테

인리스강, 니켈합금, 지르코늄합금, 차세대 재료, 세라믹 및 복합체, 용접 및 접합에 대하여 전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각 재료별 스펙 및 특징을 서술하였다. 두 번째로, 원자력시스템과 관

련되어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자력시스템인 경수로

를 중심으로 압력용기 재료, 내부구조물 재료, 증기발생기 재료, 냉각재 배관, 가압기 및 냉각

재 펌프 재료, 그리고 2차 계통 재료에 대하여 각 기기별 요구사항 및 실제 운용에 따른 열화

현상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정보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내에서 4 

기가 운영 중인 중수로시스템 재료에 대하여도 정리하였고, 미래형 원자력시스템인 액체금속고

속로 재료, 가스냉각으로 재료 및 핵융합로 재료에 대해서도 자료를 축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 공통 재료 및 관련 재료 기술에 대해서도 정리를 완료하였다. 관련 자료들은 20년간 

KAERI 재료부에서 연구한 결과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문헌에서 보고된 내용까지 망

라한 종합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재료 전반에 걸친 자료 축적으로 원자력에 관

심 있는 일반인/학생/연구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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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12. 원자력재료 연구문서 목록.

원자력재료 관련 원자력시스템 관련

총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소재기술

총론 원자력 시스템과 재료

원자력시스템

/경수로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

원자력재료의 분류
증기발생기 재료

원자력재료

핵연료 1차 냉각재 배관, 가압기 
및 냉각재펌프 재료

핵연료피복재료
2차 계통 재료

탄소강 및 저합금강

원자력시스템

별 재료

중수로 재료
스테인리스강

액체금속고속로 재료
니켈(Ni) 합금

가스냉각로 재료지르코늄(Zr) 합금

핵융합로 재료FMS, ODS, Ni기 초합금

연구로 재료세라믹 및 복합체
핵심공통 재료 및 

재료기술용접 및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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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D-Portal의 홍보

� 2014년 5월 1일 런칭 후, 사이트의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네이버, 다음 및 구글 등의 종

합포탈사이트에 사이트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후 자료의 축적 및 충분한 운영이 검증된 2015

년 11월에 국내 주요 일간지(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및 12개 인터넷 언론사에 

MD-Portal에 대한 언론보도가 되었다. 그림 3.2.21은 해당 기사에 대한 일부 스크랩 자료이

다.

� 일반 홍보와 더불어 전문분야 학회에서의 홍보도 진행하였다. 원자력학회 및 압력기기공학회 

등 원자력 재료와 관련된 학회에서 MD-Portal의 유용성과 자료에 대한 구두 및 포스터 발표

를 통하여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라. MD-Portal 사용자 분석

� MD-Portal 웹사이트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용자분석 모듈을 설치하였다. 이 모듈을 통하

여 사이트에 대한 접속 현황 및 관심문서 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다.

� 먼저 사이트 조회 수 현황을 그림 3.2.22에 나타내었다. 2014년 5월 1일 사이트 런칭 후 

그림 3.2.21. MD-Portal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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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까지 총 페이지뷰 수는 130,276 건으로 집계되었다. 월 단위로 집계한 페이

지뷰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 런칭 후 언론 보도 전까지는 평균 2188건/월, 최대 약 

4200건/월이었으나, 언론 보도가 된 2015년 11월에 5389건/월로 최초로 5000건을 넘겼다.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1월-2016년 12월까지 평균 페이지수가 6243건/월 및 최대 

9022건/월로 집계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증가추세의 경향을 보면, 대략 5-6월 및 11월 

근방에서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

업을 위하여 많은 정보가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많은 조회 수가 원자력 관련 학생들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그림 3.2.23은 사이트의 내용에 따른 페이지뷰를 나타낸 그림이다.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내용은 원자력재료 관련 섹션이었다. 이 섹션은 원자력재료에 대한 소개 및 특성, 원자력분야 

적용성 등이 종합된 내용으로 일반사용자가 원자력재료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기

에 많은 페이지뷰를 나타내었다. 또한 웹사이트 소개 섹션도 상당히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였

는데, 이는 주로 연구 수행 인력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연구 분

야, 재료안전, 홍보마당, 보유기술, 재료개발 순으로 문서의 페이지뷰수가 분포하였다. 단일 페

이지로는 첫 페이지가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였지만, 섹션 단위까지 고려한 조회 수로는 

5위였는데, 이는 구글 등의 검색엔진을 통하여 직접 해당 페이지로 접속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검색엔진과의 친화성으로 인하여 굳이 첫 페이지를 통하지 않고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페이지로는 원자력재료/스테인리스강 이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며, 금속 용출 완화를 위한 전해연마 금속표면 가공기술, 원자력재료/용접 및 접합, 

원자력재료/탄소강 및 저합금강, SRIM을 이용한 조사손상량(dap) 계산 등이 높은 검색순위로 

집계되었다. 원자력재료 관련 문서가 상위권에 존재하였으며 보유기술 섹션에서 금속용출 완화 

관련 문서 및 조사손상 관련 문서가 상위권에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최

근의 관심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2. 런칭 후 현재까지 MD-Portal 웹사이트의 월간 페이지뷰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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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MD-Portal 웹사이트의 분야별 페이지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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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안전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1. 계측제어 시험검증 설비

가. 시험검증설비 개요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계통은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프로토타입(Prototype) 이나 목업

(Mock-up) 등을 개발하여 개발될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시험 및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개발된 프로토타입 이나 목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 상태의 신

호를 입력으로 받아 적절한 요구 출력신호를 발생하여 원전의 상태가 정상상태 또는 운전원

이 요구하는 상태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전에서 개발될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의 시험 및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시뮬레이터 기반 계통 시험검증 요건 

확립과 시뮬레이터 기반 계통 검증설비/운영 환경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

한 것이다. 엔지니어링 또는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Hardware-in-the-Loop 

Simulation(HILS) 형태로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시험 검증하는 사례와 이들 

시뮬레이터를 주제어실 설계 검증 또는 통합 시스템 검증(ISV: Integrated System 

Validation)에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에서의 계측제어 시험검증설비 및 인

간공학 시험설비로 활용되어 시험 검증한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 장에서는 국외에서의 

활용 사례를 계측제어분야. 인간공학분야, 그리고 비원자력분야 활용사례를 조사하였다.

� 계측제어계통의 제어시스템을 시험 검증하는 설비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에서 입출력장치

를 거쳐 대상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연결하여 대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 값을 제공하

고 대상시스템에서 연산 후 그 출력 값을 다시 입출력장치를 거쳐서 시뮬레이터로 전송하면, 

시뮬레이터에서 대상시스템의 출력 값을 입력으로 하여 새로운 상태 값을 연산하게 되는 

HIL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인간공학 시험검증 또는 통합 시스템 검증에 활용하는 시뮬레이터는 따로 입출력장치를 준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뮬레이터 환경을 주 제어실이라 여기고 여기에 인간공학 측정시스템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시험검증설비의 하드웨어는 그림 3.3.1 

과 같으며, 기존의 시뮬레이터에 입출력을 위한 Hard-wired 인터페이스와 Ethernet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며 시험대상이 되는 Target 시스템의 모델링은 시뮬레이터에서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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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전통적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설비의 구조

나. 국내 시험검증설비 개발 및 활용 현황

(1) 소형 원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험검증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수원에 설치된 Panel 기반의 소형 원전 모의장치(Compact Nuclear 

Simulator)를 유닉스 기반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이식하고 Panel 대신에 그래픽을 기반으로 

운전원 콘솔을 개발한 것에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시험검증설비로 활용한 것이다. 

이 시험검증설비로 다음과 같은 개발된 계측제어계통을 시험하였다.

- 감독자계통과 각 모드별 제어를 위한 분산제어계통으로 구성된 자동기동시스템 (Automatic 

Startup Intelligent Control System, ASICS)

- 실시간 전문가시스템 개발도구인 G2를 이용하여 구현된 동적 경보시스템은 경보, 프로세스 

감시 그리고 진단을 통합하여 인간-기계연계체계의 운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 (ADIOS)의 일부로 개발

- 인공지능을 응용한 사고 진단시스템은 시간에 따라 입력되는 주요변수 또는 기기의 운전 상

태에 따라 사고 또는 과도상태의 종류를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시험검증설비는 사고 상태 

또는 과도상태의 시험 데이터를 모의화하여 사고 진단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는데 

사용되었다. 

- 지능형 논리추적시스템 (Intelligent Logic Tracing System, ILTS)은 발전소 논리도면을 그

래픽으로 처리하여 화면상에 표시한 다음, 해석대상의 논리 상태를 논리적 경로와 진단결과

로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설계된 논리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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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증설비를 이용하여 수행한다[3-1,3-2].

(2)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검증

� 기 개발된  연구용 3루프 가압경수로형 시뮬레이터에 2루프 가압경수로형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Control Rod Control System, CRCS) 관련 모델링 수정과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기술을 추가하여 계측제어 시험검증이 가능한 시험검증용 시뮬레이터로 성능 향상시켜 두산

중공업과 전기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시스템의 성능과 안

전성을 실증하는데 활용되었다. 개발된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Prototype은 원전의 정

상운전 및 비정상 상태의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적절한 요구 출력신호를 발생하여 원전의 상

태가 정상상태 또는 운전원이 요구하는 상태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제어 및 감시신호를 정상 및 비정상 상태는 물론이고, 사고 상태

에서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이다.

(3) PC기반 코드 시뮬레이터 활용한 시험검증

� 고리 3&4호기의 아날로그 공정제어계통을 디지털 공정제어계통으로 교체함에 따라 아날로그 

제어기법이 디지털 제어기법으로 변환되었을 때 그 성능이 기존 제어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

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험검증설비는 Hardware-in-the-Loop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시험검증설비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4-20mA나 

0-5(10) VDC 아날로그 센서 신호로 변환하여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템과 연계한다. 또한, 디

지털 분산제어시스템에서 수행된 제어결과를 4-20mA나 0-5(10) VDC 아날로그 구동기 신

호로 변환하여 시험검증설비와 연계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개발된 디지털 제어기법의 성

능을 계측제어 시험검증설비를 사용하여 검증한다.

(4) 극한환경 제어기기 시험검증

� 극한환경 제어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시뮬레이터를 이용하

여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이나믹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테스트에 활용하는 것

이다.

(5) 연구용 원자로 시뮬레이터와 Dynamic Test-bed

� 교육훈련용 연구로 시뮬레이터를 연구로 제어계통을 검증하기 위한 Dynamic 

Test-Bed(DTB)로 활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터에서 검증대상 제어기로 보내는 주요 제어변

수(Neutron power, CRDM position 등)는 Hard-wire를 통하여 인터페이싱 되고, 그 외

의 다른 변수는 Ethernet을 통하여 인터페이스 된다. 마찬가지로 검증대상 제어기에서 시뮬

레이터로 주요 제어출력 변수(Pulse/Direction for Step Motor, Step Motor Driverset 

등)도 Hard-wire를 통하여 인터페이싱 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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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 MMIS 시뮬레이터

� 스마트 MMIS설계 타당성 확인을 위한 시험검증설비 구축 및 시험결과) 에 의하면, 검증설비

를 이용한 검증 목적은 1) 소형 주 제어실이나 DSP-기반 안전계통 플랫폼와 같은 새로운 설

계특성에 대한 검증 2) 요건 및 명세의 타당성 확인과 같은  표준설계의 타당성 검증, 그리

고 3) 검증결과를 표준설계팀에 제공한다[4].

다. 국외 시험검증설비 개발 및 활용 현황

(1) 소형 카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HIL 시험검증설비

� 원전에서 안전제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품질과 성능에 대한 V&V가 필수적인데 안전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ardware-in-the-Loop (HIL) 플랫폼을 활용한다. 

National Instrument (NI)사의 자료취득계통 하드웨어가 모의화 컴퓨터와 시험 대상 계통 

(SUT, System Under Test)을 인터페이싱 한다. 이 시험검증설비는 모의된 원전의 증기발

생기 수위만을 모니터링 하는 CANDU 셧다운 시스템 No. 1 (SDS1)의 간략화 된 구현 시

험에 활용되었다.

(2)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 기반 검증

� 가상의 원자력발전소 열수력 모델이 링 아오 단계 II  설계에 따른 기준으로 확립되었으며, 

원자력발전소 시뮬레이션 툴은 DCS에 플랜트 운전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I&C로부터 제어 신

호를 받아 응답을 줄 수 있다. 테스트 중에, 데이터 수집 장치 한 세트가 엔지니어링 시뮬레

이터 사이의 연결 (소프트웨어)과 DCS SIEMENS I/O 캐비넷 (하드웨어)을 구축하는데 사용

된다. 링 아오 단계 II 발전소 프로젝트의 실제 온라인 가상 폐루프 테스트를 통해, DCS 구

성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했다.

라. 인간공학 시험검증

(1) HAMMLAB (Halden Reactor Project)

� Halden Reactor Project에서는 인간-기계 연계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런 인간-기계 연계계통에 대한 연구 결과는  NORS(Nokia  Research Simulator)라 불리

는 PWR형 전 규모 시뮬레이터에 연결되어 그 기능이 검증되고 있다. NORS 시뮬레이터는 

인간공학 연구의 실험적 검증을 주로 수행하기 위해  실제 규모의 모의 원전 주제어실인 

HAMMLAB(Halden Man-Machine Research  Laboratory)에 설치된 검증 시뮬레이터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제어 및 보호 모듈은 물론 운전원의 운전과 관련된 운전지원계통 등 

신기술이 적용된 계통의 기능을  검증하는 검증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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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질 IEN 인간공학 시험설비

� 소형 원전 시뮬레이터를 HP 워크스테이션 서버에 하드웨어 판넬을 CRT-기반 그래픽 디스

플레이로 개조하여 브라질로 수출하여 브라질 IEN 연구소에 설치되어 인간공학 연구에 활용

되고 있다.

(3) AP1000 주제어실 통합 시스템 검증 및 인간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 통합 시스템 검증(ISV),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확인 및 검증 (V&V) 활동의 하나로서,  시

뮬레이터-구동 주제어실 (MCR) 내에서의 사실적인 운전에 기반한 AP1000 인간-시스템 인

터페이스 (HSI) 자원의 최종 디자인의 포괄적인 인간 성과중심의 평가를 제공한다.

마. 안전보증(Safety assurance)을 위한 안전진술(Safety case) 기술 적용

(1) 안전진술 적용 개요

�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여파는 일반 공중에게 방사능 누출과 방사성 물질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원전 디지털 원자로보호계

통은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Reliability)과 안전성

(Safety)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1].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 검증과 안전성 분석을 소

프트웨어 생명주기 전단계에 걸쳐서 수행하도록 규제요건에서 요구하고 있다[2]. 

� 원전과 같이 안전성이 최우선되는 안전 필수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에 소프트웨어 비중이 확대

되고 있다. 

� 인허가 심사시 규제기관으로 제출되는 문서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별로 개발 및 검증, 안전

성 분석, 형상관리를 포함하는 방대한 양이라서 이러한 복잡한 문서체계와 많은 검토내용을 

단순하게 문서를 읽고 검토해서는 개발활동과 구현기술, 검증활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

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원전 제작사가 제시하는 이러한 활동, 특히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활동이 소프트웨어 결함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기

술이 필요하다. 

� 소프트웨어 품질이 곧 시스템의 품질 및 안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따라서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 도메인에서는 IEC 

61508[3]과 같은 기능안전성 국제 표준을 따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의 안

전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능안전성 표준을 따라 개발한다고 해서 최종 산출물

(Product)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대상 시스템이 안전한지를 체계적으로 입증

하고 평가하는 기술로 안전진술(Safety case) 기술이 최근에 와서 주목 받고 있다.

� 안전진술은 특정 응용시스템이 특정 운용 환경에서, 수용될 만큼 안전할지를(Acceptably 

safe) 보이기 위해 개발 대상 시스템의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잘 정의된 프로세스

(Process)를 따르는 의도로 작성되는, 증거(Evidence)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화된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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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이다. 

� 안전진술을 작성을 시스템 개발 시 병행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을지를 지

속적으로 고려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전성 보장이 유익이 있으며, 규제

자가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 안전진술이 활용되면 시스템의 안전성을 체계적

으로 평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안전진술 기술은 안전을 입증하고자 할 때나 안

전을 평가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2) 안전진술 적용 사전 준비

(가) 대상 시스템

�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은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KNICS)을 통해 개발된 원자로보호계

통 비교논리 프로세서(BP: Bistable Processor) 및 동시논리 프로세서(CP: Coincidence 

Processor)이다. 비교논리 프로세서는 트립변수를 측정하는 센서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서 

트립 설정치와 비교하여 측정 신호가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생성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며, 동시논리 프로세서는 여러 비교논리 프로세서에서 전송된 트립 상태 

신호를 조합하여 2/4보팅 논리를 계산한다.

� 비교논리 프로세서와 동시논리 프로세서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등급 제어기기(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설치되어 안전기능을 수행하며 안전등급은 안전-필수 

등급으로 그림 3.3.2 에 명시된 개발과 검증절차에 따라 개발된다. 

� 기존의 안전보증은 규제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술표준에  따라 각 생명주기 단계별로 그림 

3.3.2에 명시된 출력물을 생성하고 생성된 출력물 문서목록을 작성하여 규제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술표준에서 규정된 대로 수행하면 시스템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다

는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을 규정적(Prescriptive)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원자로

보호계통 개발에 대해서 생산되는 문서는 300종이 훨씬 넘으며, 비교논리 프로세서 소프트

웨어에 대한 생산문서도 50종이 넘는다. 이러한 방대한 문서를 대상으로 규제자 혹은 검토자

가 모든 문서를 검토하여 “이 소프트웨어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갖

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체계적으로 생명주기 단계별로- 확신을 전파하는 흐름을 구상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림 3.3.2 생명주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검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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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필수 등급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 및 검증 

� BP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른 확인 및 검증 활동은 그림 3.3.2 와 같다. 

요구사항단계 검증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에 명세된 요구사항, 즉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동작이 시스템 기능명세서 등에 기술된 요건을 Standard Review Plan/Branch 

Technical Position(SRP/BTP)-14[3-4]에서 요구하는 기능특성과 공정특성으로 나누어 만

족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검증방법으로 인허가 적합성 검토, IEEE Std. 

1012 요건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양방향으로 추적하는 추적성 

분석, 페이건 인스펙션, 그리고 정형검증 등을 적용하였다.

� 설계단계 검증은 요구사항단계 검증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그 대상이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서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SRP/BTP-14에서 제안하는 승인기준에 따라서 개발한 점검항

목에 따라 검토하는 인허가 적합성 검토, 페이건 인스펙션, 그리고 FBD(Function Block 

Diagram)으로 작성된 설계명세를 Verilog 코드로 변환하여 정형검증을 수행하였다.  

� 구현단계에서는 개발된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해서 SRP/BTP-14에서 제시하는 검토기준을 

근간으로 작성된 검증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적성 분석, 인터페이스 분

석, 소프트웨어 구조 분석, 상세 검증 체크 리스트를 이용한 상세설계 검증을 수행한다. 그리

고 설계단계에서 작성된 단위시험 계획 및 시험설계를 사용하여 시험사례(Test case) 및 시

험절차(S/W Test procedure)를 생성하고, 그리고 단위시험(Unit testing)을 실행하여 단위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 통합단계 검증에서는 통합 코드에 대한 인스펙션과 통합 테스트 및 계통 테스트가 수행된다. 

각각의 테스트단계에서 테스트 계획, 테스트 설계, 테스트 케이스 및 테스트 절차의 생성과 

테스트 수행과 테스트 보고서 생성과 같은 6가지 테스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 안전-필수 등급 소프트웨어 대상 안전성 분석 

�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 분석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검증에서 다른 비안전 

소프트웨어 검증과 비교하여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안전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계획은 시스템 안전현안이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적절히 고려되도록 

하는 기본 문서이다. 만약 소프트웨어 안전계획이 없다면 안전 현안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거

나, 또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을 위하여 요구사항단계에서는 Hazard and Operability(HAZOP)을 

사용하였다. HAZOP은 화학공장과 같은 산업에서 시스템 안전성 분석을 위해 사용하던 기법

이다. 설계단계에서는 먼저 HAZOP을 적용하고 HAZOP에 의해서 결정적인 위험이 존재하

는 모듈/기능에 대해서만 소프트웨어 고장수목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장수목분석 기법은 시스

템 신뢰도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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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생명주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3) 안전입증을 위한 안전진술 적용

(가) 안전진술 개요

� 안전진술은 특정 응용시스템이 특정 운용 환경에서, 수용될 만큼 안전할지를(Acceptably 

safe) 보이기 위한 의도로 작성되는 증거(Evidence)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화된 논증

(Argument)이다. 시스템이 만족해야 할 상위 목표인 주장(Claim), 주장에 증거를 연결하는 

논증(Argument)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Evidence)로 구성되며, 주장, 논증과 증거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주장: 주장되는 시스템의 주요 특징(즉, 안전성, 보안성, 신뢰도)을 고려한 명세.

- 논증: 보통, 요건을 준수, 충분한 위해도 완화, 또는 위해도 회피를 증명하는 방법을 통

하여 주요 특징이 만족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설명.

- 증거: 어떤 시스템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를 주는 시스

템 특성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시험하고, 모사하고, 평가한 결과.

� 안전진술은 대상 시스템의 수용 가능한 안전함(Acceptably safe)을 입증하거나 평가하는 용

도로 활용된다.  안전진술 접근법은 시스템의 안전성을 논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

법으로 간주되며, 이는 안전 표준에 규정된 지침들을 따라 개발했으므로 산출물이 안전하다

고 주장하는 기존의 규정적(Prescriptive) 안전입증 방법과 대조된다. 안전진술 접근법과 규

정적인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될 수 있다[6].

� 영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Office of Nuclear Regulation(ONR)에서는 안전진술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을 평가하였다[3-7].

(나) 안전진술 적용

�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나열식과 일방적인 열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안전보증

(Safety Assurance)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Goal Structuring Notation(GSN)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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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을 활용하기 위하여 영국 Adelard사의 Assurance and Safety Case 

Environment(ASCE) 4.2.7을 소프트웨어 도구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체계적이고 도식적

인 안전보증을 위하여 안전주장(Safety claim), 안전증거(Safety evidence) 그리고 안전논증

(Safety argument)로 구성된 안전진술을 구성한다[3-10].

� 그림 3.3.4는 원자로보호계통의 BP와 CP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진술의 개략적인 조감도이

다. 그림 3.3.5는 안전진술 상위 구조로 그림에 나타난 최상위 주장(TopGoal)은 “RPS 소프

트웨어는 안전등급 제어기기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하다.”이

다. 이 최상위 주장은 BP-G1, “BP 소프트웨어는 안전등급 제어기기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하

는데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하다.”와 CP-G1, “CP 소프트웨어는 안전등급 제어기기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하다”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림 3.3.5에

서 C1은 일종의 코멘트로써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C1에는 원자로보

호계통이 4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A1은 주장에 대한 가정

(Assumption)으로 여기에는 BP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안전등급 제어기기는 안전하다는 가정

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시하는 안전보증은 안전등급 제어기기 하드웨어 고장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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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 n9

RPS  B P SDS  (Nat ura l

Lang. ) V&V report (Re f.

KNICS-RPS-SV R131-01

(Rev .02))

SOLUT ION

CP-M 2

RPS  CP  SRS  (Form al L ang.)

(Ref.

KNI CS-RP S-S RS12 1-12

(Rev. 01))

MODEL

그림 3.3.4 BP/CP 소프트웨어 안전보증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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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G1
The CP SW is acceptably

safe to operate on the

PLC

GOAL

A

A1

The PLC on which

the BP or the CP

program runs is

reliable.

ASSUMPTION

CP-C1

CP is a part of RPS

developed by DOOSAN.

CONTEXT

In context of

BP-C1

BP is a part of RPS

developed by DOOSAN.

CONTEXT

BP-G1
The BP SW is acceptably

safe to operate on the

PLC

GOAL

In context of

C1

The Reactor Protection System

(RPS) consists of Bistable

Processor (BP), Coincidence

Processor (CP), Automatic Test &

Interface Processor (ATIP) and

Cabinet Operator Module (COM). BP

and CP are graded safety-critical.

CONTEXT

C2
The PLC is POSAFE-Q

PLC developed by

PONUTECH.

CONTEXTTopGoal

Safety-critical graded SW of the

RPS is acceptably safe to operate

on the PLC

GOAL

Is solved by

In context of

Is solved by

In context of

In context of

그림 3.3.5 BP 안전기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보증-top goal

� 그림 3.3.6에서 보여 주듯이 BP-G1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예제에서는 두가지 전

략(BP-S1, BP-S2)을 수립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요구되는 안전 요구사항이 만족되고 있다

는 논증(S1)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안전을 입증한다는 논증(S2)이다. BP-S1

을 실증하기 위하여 S1에 대하여 두 목표(BP-G2, BP-G3)를 수립하고 있다. 하나(G2)는 

“모든 개발 단계에서 안전 요구사항이 빠지지 않고 반영되고 있다.”라는 주장이고 또 다른 

하나(G3)는 BP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모든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BP-S2를 실증, 즉 안전성 분석 활동을 통한 논증에서는 BP-G11(SW가 원인이 되는 중요한 

시스템 위험요소들이 누락되지 않는다.)와 BP-G12(개발단계를 거치면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 관리된다.)는 세부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함으로 BP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보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

거들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BP-C1

BP is a part of RPS

developed by DOOSAN.

CONTEXT

BP-G11

Important SW

contributable system

hazards are not

missed.

GOAL

BP-G12

Remaining or newly

introduced hazards

through lifecycle are

managed.

GOAL

BP-C3

All the identified operating

hazards are ...

CONTEXT

BP-S1

Argument by satisfaction

of all the identified safety

requirements

STRATEGY

BP-G2

Desired safety requirements

for BP are not missed during

all the development phases.

GOAL

Is solved by

BP-C2

All the identified safety

requirements are ...

CONTEXT

In context of

BP-G3
The BP SW satisfies all

the identified safety

requirements

GOAL

Is solved by

BP-S2

Argument by safety

analysis activities

STRATEGY

Is solved by Is solved by

In context of

BP-G1
The BP SW is acceptably

safe to operate on the

PLC

GOAL

Is solved byIs solved by

In context of

그림 3.3.6 BP 안전기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보증-BP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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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 3.3.7에서는 BP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SRS)가 모든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BP-Sn7,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

어 요구사항명세(자연어) 검증 및 확인 보고서와 BP-Sn8,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프로세서

의 정형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및 확인 보고서가 제시되었다.

BP-M2

RPS BP SRS (Formal Lang.)

(Ref.

KNICS-RPS-SRS121-11

(Rev.01))

MODEL

BP-M1

RPS BP SRS (Ref.

KNICS-RPS-SRS221-01

(Rev.02))

MODEL

BP-G7

BP SRS satisfies the safety

requirements

GOAL
In context of

In context of

BP-Sn7

RPS BP SRS (Natural

Lang.) V&V Report (Ref.

KNICS-RPS-SVR121-01

(Rev.01))

SOLUTION

Is solved by

BP-Sn8

RPS BP SRS (Formal

Lang.) V&V Report (Ref.

KNICS-RPS-SVR121-11

(Rev.01))

SOLUTION

Is solved by

그림 3.3.7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예시

� 그림 3.3.8은 위의 BP-G2의 주장에 대한 입증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8의 왼쪽 부분

부터 입증과정을 차례로 기술하면 BP-G4는 BP의 설계사양은 모든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하

고 있다는 주장이고, BP-G5는 BP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서는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에 할당된 안전요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BP-G6는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는 

모든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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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n4

Traceability Analysis

Result in the RPS BP

SRS V&V Report (Ref.

KNICS-RPS-SVR121-01

(Rev.02))

SOLUTION

BP-Sn5

Traceability  Analysis

Result in the RPS BP

SDS V&V Report (Ref.

KNICS-RPS-SVR131-01
(Rev.02))

SOLUTION

BP-Sn6

Formal verification result for
SDS with respect to the same

safety properties as those of

SRS (Ref.

KNICS-RPS-SVR131-01
(Rev.01))

SOLUTION

BP-G2

Desired safety requirements
for BP are not missed during

all the development phases.

GOAL

BP-G5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for BP includes

all the desired safety
requirements

GOAL

Is  solved by

Is solved by

BP-M1

RPS BP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SRS) (Ref.

KNICS-RPS-SRS221-01

(Rev.03))

MODEL

In context of

BP-Sn1

RPS Design

Specification (Ref.
KNICS-RPS-DS101

(Rev.03))

SOLUTION

BP-G6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 for BP includes

all the desired safety

requirements

GOAL

Is  solved by

Is solved by

Is solved byBP-G4

Design specification for

BP includes all the

desired safety

requirements

GOAL

Is solved by

Is solved by

BP-M2

RPS BP SRS (Formal Lang.)

(Ref.

KNICS-RPS-SRS121-11

(Rev.01))

MODEL

In context of

BP-M3

RPS BP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

(Ref.

KNICS-RPS-SDS231-01

(Rev.02))

MODEL

In context of

BP-Sn2

RPS Functional

Requiements (Ref.
KNICS-RPS-DS102

(Rev.03))

SOLUTION

Is  solved by

그림 3.3.8 BP 안전기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보증-G2 입증

� 그림 3.3.9는 BP-G3에 대한 입증 체계로 G3를 입증하기 위하여 BP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는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다는 주장(BP-G7), BP 설계명세는 상위 안전 요구사

항을 만족하고 있다는 주장(BP-G8), 안전등급 제어기기에 구현된 BP 소프트웨어는 주어진 

입력 시나리오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을 발생한다는 주장(BP-G9) 그리고 구현된 BP 소프트

웨어에 대한 검토와 시험은 독립 검증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주장(BP-G10)으로 구성되어 

있다.

  

 

BP-M2

RPS BP SRS (Formal Lang.)

(Ref.

KNICS-RPS-SRS121-11

(Rev.01))

MODEL
BP-G7.2

BP SRS satisfies

SR2.

GOAL

BP-G10

Implementation and testing

results for the BP SW on PLC

are independently evaluated.

GOAL

BP-G3
The BP SW satisfies all

the identified safety

requirements

GOAL

BP-Sn12

V&V report for RPS BP SW

implementation and

testing (including code

inspection results ) (Ref.

KNICS-RPS- SVR141-01

(Rev. 01))

SOLUTION

Is solved by

BP-S3

Argument by V&V

activities

STRATEGY

Is solved by

Is solved by

BP-Sn11

RPS BP SW unit testing

results (Ref.

KNICS-RPS-STR141

(Rev.01))

SOLUTION

BP-G7

BP SRS satisfies the safety

requirements

GOAL
In context of

Is  solved by

Is solved by

BP-G7.n

BP SRS satisfies

SRn.

GOAL

Is solved by

BP-G9

The BP SW on PLC

generates  the desired

outputs for the given

input scenarios.

GOAL

Is  solved by

Is solved by

BP-M3

RPS BP SDS (Ref.

KNICS-RPS-SDS231-01

(Rev.03))

MODEL

BP-G8

BP SDS satisfies  the safety

requirements

GOAL

In context of

Is solved by

BP-M4

RPS BP source code (Ref.

KNICS-RPS-SCL201-100)

MODEL

In context of

BP-Sn10

RPS BP SDS (Formal

Lang.) V&V report (Ref.

KNICS-RPS-SVR131-01

(Rev.01))

SOLUTION

Is solved by

BP-M1

RPS BP SRS (Ref.

KNICS-RPS-SRS221-01

(Rev.02))

MODEL

In context of

BP-G7.1

BP SRS satis fies

SR1.

GOAL

Is solved by

BP-Sn9

RPS BP SDS (Natural

Lang.) V&V report (Ref.

KNICS-RPS-SVR131-01

(Rev.02))

SOLUTION

Is solved by

그림 3.3.9 BP 안전기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보증-G3 입증

� 그림 3.3.10은 BP-G1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예제에서 사용하는 두가지 전략중 하

나인 BP-S2를 만족하는 안전성 분석 활동에 관한 것이다. BP-G11과 BP-G12로 나누어 기

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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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2

Argument by safety

analysis activities

STRATEGY

BP-Sn14

SW contributable system

hazard list in the RPS SDS

safety analysis report (Ref.

KNICS-RPS-SVR-132

(Rev.02))

SOLUTION

BP-Sn16

Hazard checklist for the

implemented BP FBD

program in the RPS

implementation safety

analysis report (Ref.

KNICS-RPS-SVR142

(Rev.02))

SOLUTION

BP-Sn15

Software HAZOP and

software FTA results for the

BP SDS and FBD programs

in the RPS BP SDS safety

analysis report (Ref.

KNICS-RPS-SVR-132

(Rev.02))

SOLUTION

BP-Sn13

SW HAZOP result for the BP

SRS in the RPS SRS safety

analysis report (Ref.

KNICS-RPS-SVR122

(Rev.02))

SOLUTION

BP-G11

Important SW

contributable system

hazards are not

missed.

GOAL

Is solved byIs solved by

Is solved by

BP-G12

Remaining or newly

introduced hazards

through lifecycle are

managed.

GOAL

Is solved byIs solved by

Is solved by

BP-C3

All the identified operating

hazards are ....

CONTEXT

In context of

그림 3.3.10 BP 안전기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보증-안전성 분석

(4) 분석 및 평가

� 기존에 안전 기술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즉, 규정적 방식으로 개발되고 검증된 시스템

을 대상으로 안전 진술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규정적 접근법과 함께 안전진술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 먼저, 안전진술 기법을 사용하면 인증을 위한 검토 과정 중 개발자와 규제 담당자 사이에 대

상 시스템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KNICS 원자로보호계통의 경우, 수백 건의 문서들이 작성되고 규제 담당자

들에게 제출되었는데, 이 산출물들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각 산출

물과 시스템 안전성 간 관련성은 각기 다르며, 산출물들의 어느 부분이 시스템 안전성 측면

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규정적 접근법을 따

라 개발한 경우라도 산출물들을 안전진술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규제기관에 제출한다면 

안전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 한편, 안전 관련 기술표준을 따르면서 이에 더하여 안전진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안전진술 패턴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안전진술 작성과 관리

에 있어 상당 부분은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안전진술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도구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규정적 접근법들과 안전진

술 접근법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함께 사용하는 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안전진술 기법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모든 요구사항 만족에 대한 것을 보이기는 충분하지 않

았다는 점 또한 발견했다. 요구사항에는 안전 요구사항과 함께 보안(Security), 성능

(Performance) 같은 다른 측면의 요구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안전진술은 안전 관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요구사항들의 만족 여부를 모두 다루지는 않는다. 안전뿐 아니라 

다른 품질 속성에도 관련된 여러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개발한 경우 안전진술 기법 사용으로 

규정적 접근법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원전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검증 결과물의 수준과 깊이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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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안전보증을 달성한다. 위의 안전보증 적용에서 보듯이 증거

로써 제시되는 많은 문서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와 대응되는 주장에 연결됨으

로써, 단순하게 문서를 나열하여 소프트웨어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안전보증을 확립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향 후 연구사항으로는 상기와 같은 

논증이 충분한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과 제시된 주장과 증거를 연결하는 입증이 어느 정도 타

당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안전보증 평가체계 

� 규정적 방식으로 개발되고 검증된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의 BP와 CP에 안전진술 기술을 적

용하여 영국 Adelard社의 안전보증 및 안전진술 개발 환경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도구 

“ASCE”를 이용하여 안전진술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규정적 접근법과 함께 안전

진술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안전진술 기법을 사용하면 인증을 위한 검토 과정 중 개발자와 규제 담당자 사이에 대상 시

스템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KNICS 원자로보호계통의 경우, 수백 건의 문서들이 작성되고 규제 담당자들에게 

제출되었는데, 이 산출물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각 산출물과 시스

템 안전성 간 관련성은 각기 다르며, 산출물들의 어느 부분이 시스템 안전성 측면에서 더 중

요하고 덜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규정적 접근법을 따라 개발한 

경우라도 산출물을 안전진술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규제기관에 제출한다면 안전에 초점

을 맞춘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 한편, 안전 관련 기술표준을 따르면서 이에 더하여 안전진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안전진술 패턴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안전진술 작성과 관리

에 있어 상당 부분은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안전진술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도구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규정적 접근법과 안전진술 

접근법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함께 사용하는 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안전진술 기법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모든 요구사항 만족에 대한 것을 보이기는 충분하지 않

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요구사항에는 안전 요구사항과 함께 보안(Security), 성능

(Performance) 같은 다른 측면의 요구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안전진술은 안전 관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요구사항들의 만족 여부를 모두 다루지는 않는다. 안전뿐 아니라 

다른 품질 속성에도 관련된 여러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개발한 경우 안전진술 기법 사용으로 

규정적 접근법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안전 소프트웨어 위해도 분석에 대한 규제기관과 기술표준에 대한 입장 정리, 소프트웨어 개

발 절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위해도 분석 기법 분류, 평가 지원 위해도 분석 템플릿 개발 등

의 결과를 지금까지 검토하였다. 이 결과에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의 BP와 CP에 적용한 안

전진술을 바탕으로 서론에서 소개한 안전보증(As-is) 프레임웍을 수정하여 안전보증 프레임웍

(To-be)을 제안한다. 

� 본 과제를 통하여 제안하는 안전보증 프레임웍은 업그레이드된 위해도 분석 체계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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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인 안전진술(Safety case)을 도입하여 위해도 분석 결과와 확인 및 검증 결과를 증거

(Evidence)로 하여 논증(Argument)을 거쳐 안전보증(Claim)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림 

3.3.11과 같은  종합 안전보증 평가체계(To-be)로 표현할 수 있다. 새로운 종합 안전보증 

평가체계는 아무런 설명없이 단순하게 제시되던 위해도 분석 결과와 확인 및 검증 결과를 

Claim-Argument- Evidence 개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므로 안전보증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이다.

� 향후 연구사항으로는 상기와 같은 논증이 충분한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과 제시된 주장과 증

거를 연결하는 입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진술 기법을 적용하여 Adelard 도구를 이용할 때 작성하는 엔지니어에 따라 조금씩 다

른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안전진술 작성 매뉴얼이나 절차서를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Standard Compliance 
(V&V)

Safety Assurance
(안전보증)

Hazard Analysis

그림 3.3.11 안전보증 프레임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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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기술표준 동향

� 원전 계측제어계통에 적용되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펌웨어와 CPLD/FPGA와 같은 복합전자

소자의 마이크로 코드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념을 하드웨어와 인간을 포함하

는 시스템 개념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술표준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IEEE에서는 시스

템 생명주기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국제표준인 ISO/IEC를 따르기로 하고 듀얼 로고 정책

을 쓰고 있다. 최근에 발간되는 ICT분야의 IEEE 기술표준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생명주

기를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대해서 언급되면서 개

정판이 나온 기술표준이 대상이다.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과 관련된 시스템 생

명주기, 소프트웨어 관리계획, 형상관리, 품질보증, 요건명세서, 확인 및 검증, 소프트웨어 생

명주기 등의 기술표준에 대해서 생명주기를 비교분석 하였다.

�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정의할 때 입력과 출력이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간

(Human)이 존재할 때 예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간을 하나의 하부시스템

(Subsystem)으로 간주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명주기(Life cycle)를 정의하였다. 그 생명

주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확인 및 검증(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업

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펌웨어(Firmware)와 복합전자소자

(CPLD/FPGA)1)의 마이크로 코드(Microcode)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념을 

하드웨어와 인간을 포함하는 시스템 개념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술표준이 변화하고 있다

[3-1,3-2]. 그리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에서 전력산

업기술기준(KEPIC: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의 근간이 되는 IEEE와 국제표

준인 ISO/IEC가 듀얼 로고(Dual Logo) 정책을 쓰면서 IEEE가 ISO/IEC의 기술표준 동향을 

따라가는 추세에 있다.

� 시스템 생명주기를 다루는 ISO/IEC 15288가 2002년에 처음 발간되었으며,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ISO/IEC 12207은 1995년에 처음 발간되어 2002년 및 2004년에 개정판

(Amendment)으로 보완하였다. 그러나 ISO/IEC 12207과 ISO/IEC 15288을 각각 독립적

으로 개발함에 따라 발생한 불일치로 인해 이들 표준을 함께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와 

2008년에 조화 프로젝트(Harmonization)을 통해 동시에 개정판을 만들게 되었다. IEEE의 

“IEEE Computer Society,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

와 “IEEE Computer Society,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에서는 시

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ISO/IEC를 따라서 관련 문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아래 그

림 3.3.12 에서 왼쪽은 기술표준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표준이며, 오른쪽은 2008년

이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개정판이 나온 기술표준이

다.

�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정의할 때 입력과 출력이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간

(Human)이 존재할 때 예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간을 하나의 하부시스템

1) CPLD: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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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ystem)으로 간주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명주기(Life cycle)를 정의하였다. 그 생명

주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확인 및 검증(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업

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펌웨어(Firmware)와 복합전자소자

(CPLD/FPGA)2)의 마이크로 코드(Microcode)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념을 

하드웨어와 인간을 포함하는 시스템 개념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술표준이 변화하고 있다

[1,2]. 그리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에서 전력산업기

술기준(KEPIC: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의 근간이 되는 IEEE와 국제표준인 

ISO/IEC가 듀얼 로고(Dual Logo) 정책을 쓰면서 IEEE가 ISO/IEC의 기술표준 동향을 따라

가는 추세에 있다.

� 시스템 생명주기를 다루는 ISO/IEC 15288가 2002년에 처음 발간되었으며,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ISO/IEC 12207은 1995년에 처음 발간되어 2002년 및 2004년에 개정판

(Amendment)으로 보완하였다. 그러나 ISO/IEC 12207과 ISO/IEC 15288을 각각 독립적

으로 개발함에 따라 발생한 불일치로 인해 이들 표준을 함께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와 

2008년에 조화 프로젝트(Harmonization)을 통해 동시에 개정판을 만들게 되었다. IEEE의 

“IEEE Computer Society,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

와 “IEEE Computer Society,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에서는 시

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ISO/IEC를 따라서 관련 문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아래 그

림 3.3.12 에서 왼쪽은 기술표준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표준이며, 오른쪽은 2008년 

이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개정판이 나온 기술표준이

다. 이에 해당하는 기술표준은 아래와 같다.

① IEEE 1058-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Project Management Plans[3] 

� ISO/IEC/IEEE 16326, System and Software Engineering[4]

② IEEE 828-2005, IEEE Standard for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s [5] 

� IEEE 828-2012,  IEEE Standard for Configuration Management in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6]

③ IEEE 730-2002, IEEE Standard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s[7] 

� IEEE Std. 730-2014, IEEE Standard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Processes[8]

④ IEEE 830-1998,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s[9] 

� ISO/IEC/IEEE 29148-2011, System and Software Engineering  Life Cycle 
Processes  Requirement Engineering [10]

⑤ IEEE 1012-2004,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11]

2) CPLD: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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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1012-2012, IEEE Standard for System and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12]

� 시스템 구성요소가 소프트웨어일 때는 ISO/IEC 12207에 기록된 생명주기 공정이 시스템 

구성요소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ISO/IEC 15288와 ISO/IEC 12207, 두 표준은 하

나의 프로젝트 또는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림 3.3.12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관련 기술표준

� 본론에서는 그림 3.3.12 에서 언급하는 시스템 생명주기, 소프트웨어 관리계획, 형상관리, 

품질보증, 요건명세서, 확인 및 검증,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등에 대해서 관련 문서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AERI/AR-1119/2016,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기술표준 동향”을 참고한다.

2. 시뮬레이터 기반 계통 시험검증 설비

가. 시뮬레이터 기반 계측제어 계통 적합성 평가 플랫폼

(1) 시험검증 방법 자동화

�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험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측제어 계통 소프트웨어

의 개발 요건 및 시험요건, 그리고 검증요건을 표준 문서 또는 개발문서를 통해 정의하고, 

정의된 기능이 정확하게 수행되는 지를 파악하여야 함.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도 계측제어 계

통의 시험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계통의 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됨. 시뮬

레이터 기반 계측제어 계통 적합성 평가 플랫폼은 이러한 시험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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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표준요건 및 상위개념 문서에서의 시험항목을 정의하고 이를 IO 시뮬레이터의 자동화 프

로그램의 입력 자료로 제공하면 IO 시뮬레이터는 정적인 신호를 발생하여 시험대상이 되는 

계측제어 계통의 기능을 시험할 수 있게 됨.

그림 3.3.13. I&C 시스템 검증의 자동화 플랫폼 

(2) 발전소 시뮬레이터 연계 시험 자동화

� 발전소 시뮬레이터 연계 시험 자동화는 발전소 시뮬레이터의 실시간 동작을 분석하고 분석된 

신호를 발생시켜 시험대상 계측제어 계통에 신호를 입력하여 계통의 정상적인 동작을 확인하

기 위한 설비임. 전통적인 시험검증 방법은 정적인 시험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IO 신호 장비

를 이용하여 입력신호를 생성하지만 시뮬레이터와 연계되는 시험은 시뮬레이터에서 실시간으

로 계산되는 신호 값들을 시험장비에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장점은 

발전소의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신호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전 환경과 같

은 상황을 모사할 수 있고, 시험의 품질 및 신뢰성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됨. 이러한 시험장비 

및 시험플랫폼을 활용하면 원자로의 Common Cause Failure 대응 보호계통 시험 검증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래 원전의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장시간 자동시험에 대한 검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연계시험 환경은 Model in the 

Loop Simulation(MISL) 기술과 접목하여 개발이 가능함.

그림 3.3.14. 시뮬레이터 기반 검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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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터 변수 모니터링 및 시험 프로그램

� 원전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시험은 시스템 시험 및 인수 시험의 종류가 있고, 인수 시험을 

위해서는 발전소 시뮬레이터가 구축되어야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시뮬레이터가 구축

되기 이전에 계측제어 계통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함. 계통에 대한 시험을 위

해서는 정적인 데이터를 입력으로 제공하고 계통 소프트웨어의 동작이 정확하게 수행되는 지

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발전소 실제 환경에서 생성되는 신호들이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입력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만드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에서 생성하는 입력 데이터를 계통 시스템에 입력

하여 시험하면 동적으로 변화는 상태를 구현할 수 있고, 계통 시스템의 동작이 정확하게 수

행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정적인 입력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노심의 상태

에 따른 동적인 입력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시험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소 1, 2차 계통을 모사하고 있는 시뮬레이터의 내부 변수들을 계측제어 계통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변수 데이터를 추출한 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본 과제에서는 CNS (Compact Nuclear 

Simulator) 와 계측제어 계통의 연계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가) CNS 시뮬레이터 내부변수 UDP 통신 프로그램

� CNS 는 노심해석코드 및 1, 2차 계통의 모델이 동작하며 발전소를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계측제어 계통해서 사용하는 아날로그/디지털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저장된 값을 LabView 프로그램에서 물리적인 신호로 변경하기 위해 UDP 통신을 이용하여 

이종기기에 전달해주고 있음. LabView 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프로토콜, 이

진 값 해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데이터 정렬의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그림 3.3.15와 같음.



- 301 -

- 시뮬레이터 내부 변수 접근 기

능

- 내부 변수 해석 및 타입 정의

- 독립 쓰레드 생성, UDP 통신 기

능, 테스트용 UDP 데이터 생성 모듈

- 외부 변수 정의

- 구동 프로그램

- 내부 변수 정의

그림 3.3.15. 감시 및 신호발생 프로그램 구성

�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NS 시뮬레이터를 Server에서 실행하고, LabView 프로

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Client를 이더넷 포트를 사용해서 연결하고, 양측 컴퓨터의 내부 IP 

주소를 세팅함. LabView 프로그램을 통해 VI 소스파일을 읽어 들여 데이터가 전송되는 지

를 확인하면 통신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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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UDP 통신모듈 및 UDP 데이터 구문분석 모듈

나. CNS 시뮬레이터 계통연계 신호 모니터링 및 신호발생 프로그램

� CNS 시뮬레이터는 원자로 내부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는 코드가 동작되며 상태변수를 실시간

으로 생성하고 있으며 디지털 값으로 저장되어 있음. 저장된 디지털 값을 IO 시뮬레이터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된 입출력 값을 실제로 생성

함. 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LabView 프로그램은 PXI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주요기능은 그림 3.3.1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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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수신 데이터 인덱스 부여

- 수신된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차트 구조)

- PXI 제어용 LabView 프로그램

- 채널별 신호제어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그림 3.3.17. UDP 통신 프로그램 구성

�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PXI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IO 시뮬레이터에 LabView 프

로그램을 설치하고, CNS 시뮬레이터와의 통신이 동작하는 지를 확인함. 통신을 확인하기 위

한 방법은 모니터링 화면에 수신된 데이터들이 보이는 지를 확인하면 됨. 채널별 신호를 선

택해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음. 시험대상 기기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기에서 사용하는 입출력 값을 본 프로그

램에서 채널별로 할당해주면 CNS 시뮬레이터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신호들이 시험대상 

기기의 입력으로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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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신호 감시 및 IO 매핑 화면

다. 시험검증 플랫폼 개발 및 시범적용

�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험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측제어 계통 소프트웨어

의 개발 요건 및 시험요건, 그리고 검증요건을 표준 문서 또는 개발문서를 통해 정의하고, 

정의된 기능이 정확하게 수행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도 계측제어 

계통의 시험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계통의 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시뮬레이터 기반 계측제어 계통 적합성 평가 플랫폼은 이러한 시험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표준요건 및 상위개념 문서에서의 시험항목을 정의하고 이를 IO 시뮬레이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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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로 제공하면 IO 시뮬레이터는 정적인 신호를 발생하여 시험대상

이 되는 계측제어 계통의 기능을 시험할 수 있게 된다. 1차년도에 개발한 시험검증 플랫폼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범적용을 하였다.(그림 3.3.19). 시범 적용한 대상은 타과제에서 

개발한 원자로 보호계통이며 입출력 시험에 활용하여 성공적인 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림 3.3.19. 플랫폼 개선 및 적용 예(검증시험 자동화)

(1) 산업용 통신시험 플랫폼 개발

�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통신 소프트웨어 시험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계

측제어 계통의 통신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통신과 산업에서 사용하는 통신을 병행하여 사용

한다. 특히 Profibus 는 제어기기 공급업체에서 사용하는 공통된 통신방식이며 이에 대한 시

험검증을 위해서는 동일한 통신이 가능한 설비가 필요하다. Serial 통신과 Profibus 통신, 

Ethernet 통신, 그리고 LIN통신 및 CAN통신은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뿐 아니라 타 산업에

서도 범용으로 사용하는 통신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시험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장비를 구축하였다. 산업용 통신의 시험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원자력 계

측제어 계통설비의 안전 및 비안전 계통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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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통신 시험 플랫폼

라. 통신 신호 시험검증 프로그램 개발

� 원전 계측제어 기기의 통신장비가 점점 디지털화가 되어 가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통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전 통신 장비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적인 방법 및 동적인 시뮬레이

터 통신 신호를 발생시켜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전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상용 통신 장

비를 시험하기 위한 통신 시뮬레이터가 이미 제작되었고 시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통신신호

를 분석하여 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터의 통신신호를 생성하는 장비를 

활용해 실제 통신 시험신호를 만들고 이를 대상 통신 시스템에 입력데이터로 제공하고, 대상 

통신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통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TOOL 이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통신 장비의 통신 기능을 확인할 수 있

는 시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된다. 통신 시험검증 장비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TCP, UDP 통신, 그리고 타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CAN 통신의 작동여부를 시험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3.3.20 은 통신 시험을 위한 메인화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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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통신시험용 메인 프로그램

(1) TCP 및 UDP 통신 프로그램

� 통신 시험검증 장비는 TCP 및 UDP 통신에 대한 시험검증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제작되

어 있다. TCP/UDP 통신을 수행하는 원전 계측제어 계통의 통신시험을 위해서는 해당 장비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TCP/UDP 

시험을 위한 GUI를 제공하며, 시험 반복 접속 횟수 조정, 시험을 위한 포트 유효성 검사, 부

하/내구성 시험 및 해당 시험을 위한 전송 데이터 크기 조절, 전송 데이터 크기의 변화량 추

적, 시험시간 사용자 설정, 에러 패킷 전송 횟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레포팅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그림 3.3.2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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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TCP/UDP 통신시험 프로그램

(2) CAN 통신 프로그램

� 통신 시험검증 장비의 시험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CAN 통신 시

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CAN 통신은 원전 계측제어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통신 

평가 플랫폼의 확장성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시험대상과의 CAN 통

신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호 동기시험 프로그램이며, 부하 및 내구성을 

시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시험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레포팅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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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23. CAN 통신시험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LabView2016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HOST 컴퓨터에서 

소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동작시킨 후 시험대상 컴퓨터와의 포트를 설정한다. 

포트 설정 후 전송속도 정의 및 포트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추가하고, GUI 화면에서 데이터 

확인 횟수를 결정한 다음 통신 연결을 완료한다. 통신 연결이 완료된 다음에는 부하 및 내구

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고, 시험이 종료되면 시험결과 레포트를 생성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러를 유발시키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대상 컴퓨터에서 통신 단절 명령을 

수행하여 시험 프로그램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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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장주입 시험환경 구축

� 제어기기의 프로세서모듈에서 동작 중인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일으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험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CPU의 내부 메모리 또는 레지스터의 내용에 데이터를 주입하여야 하므로 CPU의 내부를 제

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프로세서가 가장 많은 

Trace32 PowerDebugPRO 및 CodeWarrior를 활용하였다. (그림 3.3.24)

그림 3.3.24 고장주입 시험환경 구축

� Trace32 PowerDebugPRO를 이용하여 고장주입 시험환경을 구축할 때 특정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시험환경을 구축하였다. 대상 프로세서는 MPC5674F 이다. 이 프로세서는 원자력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즉시 시험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방

법론과 시험환경을 구축하였다. 

3.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인간공학 검증 체계

가.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

�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인간공학 통합계통 검증(Integrated System Validation; ISV)은 운전

원이 제어실의 물리적 환경을 실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행하는 인간공학 적합성 평가다. 

ISV는 인간공학 프로그램으로 계획된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Human Factors Engineering 

Verification and Validation; HFE V&V) 업무의 일환으로 동적 직무 수행도를 평가하여 원

자력 발전소 제어실을 포함한 인간-기계 연계 계통(Man-Machine Interface System; M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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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간공학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실감환경에서 인간공학 통합계통 검증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원 실감기반 시험 설비 및 

장비, 시험 대상, 시험 준비사항, 그리고 시험 진행 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감

환경에 대한 국내외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ISV는 기본적으로 NUREG-0711의 인간공학 프

로그램 검토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 인간공학 통합계통 검증 시험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증용 시험설비의 9가지 요건을 기

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지진, 화재, 홍수 등의 외부사건으로 인한 운전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감요소를 최대한 반영한 시험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시험은 

제어실 설계의 성숙도에 의존하므로 각 요거별로 제약사항을 명확히 기술하고 최종 검증시험 

시에는 그 제약사항들을 모두 해결한 시험설비를 활용해야 한다.

- 인터페이스의 완전성: HSI 설계의 성숙도에 따라 검증용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페이스의 완전성으로 구현. 이때, 검증용 시나리오는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시나리

오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터페이스 목록(inventory)이 확인되어야 함

-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충실도: 경보표시기, 지시표시기, 정보표시기, 제어기(소프트제어기 포

함), 대형화면, 의사소통 장비, 그리고 운전원 제어반 및 감독자 제어반 등 제어실의 물리적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험설비를 구축함

- 인터페이스의 기능적 충실도: HSI의 기능은 검증용 시나리오를 기능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실도를 갖도록 구현함

- 환경 충실도: 인간공학 통합시스템 검증 설비로서 조명, 진동, 온도, 그리고 습도 등의 환경

요소는 제어실 설계요건에 맞도록 검증설비를 구축하여야 함. 또한 지진, 화재, 홍수 등의 

외부사건을 포함한 검증 시나리오가 채택될 경우, 외부사건의 물리적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운전원 실감설비를 구축해야 함

- 모의 데이터의 완전성: 안전성분석보고서 제 15장에 기술될 안전해석의 사고범위에 필요한 

계통의 데이터를 입력 자료로 활용하므로, 최소한 검증용 시나리오 구현을 위한 모의 데이터

에 국한하여 그 완전성을 확보함

- 모의 데이터의 내용 충실도: 계통설계 진행 수준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반영하되, 모의에 꼭 

필요하나 확보될 수 없는 데이터는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 결과를 활용함

- 모의 데이터의 동적 충실도: 계통설계 진행 수준에 부합되는 실시간 모의 데이터를 구현하

되, 설계 진행상 확보될 수 없는 동적 데이터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결과를 활용함

- 중요 위험행위의 시험: PSA Level I, II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중요 운전원 행위(important 

human actions)를 대상으로 인간 신뢰도 분석(HRA)을 수행하여 인적오류 메커니즘을 반영

한 검증 시나리오를 구현함

- 검증 전 검증설비의 확인: 인간공학 통합시스템검증시험을 위한 시험설비를 구축한 후, 사전

검사를 위한 피험자 및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시험설비의 충실도와 완전성을 충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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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완함

(1) 검증 대상

일반적으로 인간공학 통합계통 검증시험 대상은 주제어실의 주 제어반, 보조 제어반, 안

전정지제어반, 대형화면 등과 원격정지실의 원격정지제어반을 포함한다. 또한 검증시험 대

상은 제어실에 설계된 HSI를 전 범위 동적 모형(Full Scope Dynamic Mockup; FSDM)

으로 모의하여 구축하거나 교육훈련 및 면허시험용 시뮬레이터가 될 수 있다. 

주제어실 FSDM은 설계 조직의 검토와 승인을 득한 설계문서에 근거하여 모의한다. 주

제어실의 모든 계통과 주제어실 패널 및 원격 정지반의 감시 및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계통 중 설계가 진행된 범위를 모의한다. 주제어실 내에 설치되는 최소 재고 기기제어

반은 건설허가 단계에서 모의한다. 다만, 설계 진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가정 및 간이화 모델을 적용 및 개발하여 검증시험 대상에 포함시

킨다.

(2) 사용 설비 및 장비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제어실 목

업(mock-up) 이나 시뮬레이터(simulator)를 기본 설비로 활용하고 인적수행도 측정을 위

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등을 의미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감형 모의설비를 기반

으로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설비 및 장비를 포함한다.

실감형 모의설비를 기반으로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과 배경은 다

음과 같다.

- 국내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의 인적요소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원자력 법규에 따라 설계 건설

의 심사, 가동 전후의 시설 검사, 운영 중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

한 인적 요소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은 대부분 NRC나 IEEE 등의 미국 기술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극한환경을 고려한 운영 전 단계의 인간공학 적합

성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위한 기반 기술 및 설비가 부재한 상태이다. 특히 제어실에서 

예상되는 지진, 화재, 고방사능 등의 극한상황을 운전원이 실감하기 힘든 조건에서 적합성 평가

가 수행되는 현실이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원전환경에 적합한 원자력 계통 및 인간공학 적

합성 평가를 위한 기반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원전계통의 인적요소에 대한 실험적 평가를 통

한 인적요소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설비(NuTEB-HF; Nuclear Test Bed for Human 

Factors)를 구축하여 일부 생체신호 기반의 평가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기기 단위의 인간공학 적

합성 평가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ISV) 관점의 인간공학 적합성 평

가를 위한 방법론 및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극한의 외부사건을 원전 내 

운전원이 실감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인간공학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설비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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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급히 요구된다.

- 원전 제어실에 대한 인간공학 적합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운전원 실감요소는 크게 세 가지 측

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운전원의 감시 및 제어에 대한 실감요소로서 운전원이 현장에 있는 

기기의 상태를 감시하거나 제어할 경우, 그 상태를 단순히 문자, 심벌, 미믹 등의 정보만으로는 

그 실감요소가 매우 떨어지므로 직조작성(direct manipulation)을 향상시킬 수 있는 3D 기반 

실감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운전원의 실감을 증강시킬 수 있고, 둘째, 비상상황이나 중대 상황에 

대한 현장 실감요소로서 노심이 용융되기 직전이나 그 이후 원전의 거시적 상태를 운전원이 실감

할 수 있는 3D 가시화 기술 등으로 그 실감을 증강시킬 수 있으며, 셋째, 외부사건에 대한 실감요

소로서, 지진으로 인해 제어실 내 비산물 발생 상황, 제어실 화재나 제어실 인접 구역 화재로 인

한 고온, 유독가스, 연기 등의 발생 상황, 원전 사고로 인한 제어실 내 고방사능 오염 상황 등을 

제어실의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술한 세 가지의 실감요소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중장기 적으로 첨단의 인터페이스 기술

로 구현 가능하고, 세 번째의 물리적 환경측면은 실제 발전소 제어실에는 필요 없지만, 적합성 평

가용이나 훈련 혹은 경험 설비로서는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반

의 원전 제어실 인터페이스 조건에서 외부사건의 물리적 실감요소를 가미한 인간공학 적합성 평

가 장치 혹은 설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 지진으로 인한 외부사건의 경우, 원전 제어실은 내진 설계된 시설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 내

진에 취약한 공간이 아니므로 내진 설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지진발생 시 제어실에 정상

적인 원전 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 발생 시 제어실 내 운전원에게 일시적으로 

X, Y, Z 축의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원의 신체적, 정신적 영향이 원전의 

안전한 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따라서 지진뿐만 아니라 화재, 홍수, 폭격 등의 발생 시 원전 제어실 운전원의 운전수행도를 

시험 및 검증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나 설비는 운전원이 제어실 내

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실감요소(real-sense elements) 모사장치를 갖추

고 있어야 한다.

(3) 시험준비 및 예비시험

(가) 시험 준비

시험 준비 시 확인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검증시험용 시나리오 개발

본 검증시험용 시나리오는 다음의 절차로 개발한다. 

� 운전조건 샘플링 요건서 작성: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

건 및 플랜트 수행도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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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샘플링 할 수 있도록 요건서를 작성함. 또한 운전조건을 샘플링 할 때 다음

과 같은 차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요건서를 작성함

- 플랜트 조건: 정상운전, 고장사건, 운전과도 및 사고, PSA로부터 도출된 필수 운

전원 조치(Critical Operator Actions), 안전기능 담당계통과 이의 기능달성에 

연관된 장비의 역할 고려

- 요원의 직무: 안전관련 계통의 기동ㆍ운전ㆍ정지 직무, 반응도제어 직무, 지식기

반 직무영역, 높은 빈도로 수행되는 직무

- 상황적 요인: 고난이도 직무상황(직무부하가 높거나 인적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등), 작업부하의 순간적 변동 환경(갑작스런 신호수 증가 등)

� 운전조건 샘플링 수행: 플랜트 운전경험이 있는 복수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가압경수

로형 발전소에서 상기의 샘플링 차원을 고려한 운전조건을 획득하고, 인간공학 설계

팀의 유체, 노심, 주기기, 그리고 안전해석 분야 등의 팀원이 가동 중 발전소의 운전

조건을 참조하여 플랜트의 운전조건을 샘플링하게 함

� 시나리오 개발: 샘플링 된 운전조건을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개발함. 플랜트 운전경험

이 있는 복수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를 한 후 확정함

② 예비시험을 위한 평가팀 구성

- 예비시험을 위한 평가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시험 진행 및 총괄자 1인(인간공학 전문가)

- FSDM 운영자 1인(시뮬레이터 전문가)

- FSDM 보조 운영자 2인(시뮬레이터 개발자)

- 인적 수행도 평가자 2인(인간공학 전문가)

- 운전경험이 있는 피험자 1인(운전 및 공정 전문가)

③ 피험자 선정 및 교육

본 검증시험을 위한 피험자 선정 및 교육은 다음과 같음.

- 피험자 선정: 피험자로서 가압 경수로형 발전소 운전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피험자 군을 구성함.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험자 편향을 줄이기 위하여 인

간공학 설계팀에 소속된 전문가나 경험이나 숙련고가 매우 높은 사람은 배제함

- 피험자 교육: 인간공학 설계팀에 있는 유체 노심 주기기 안전해석 분야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발한 SMART 설계 및 운전에 대한 교육 자료를 생산함. 검증시험대 확보 

이전에는 강의실 교육을 시행하고 본 시험의 검증시험대가 완성되면 실기교육을 시행

함. 다만, 검증시나리오에 입각하여 교재를 개발하거나 피시험자를 교육시키지 않음

④ 검증 시험대 준비상태 확인

검증시험대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시험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모사하는지를 최종 확인

함. 시험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모사하지 못할 경우, 일차적으로 검증시험대를 수정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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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고, 이차적으로 시험시나리오를 수정 및 보완함. 

시험설비의 확인은 NUREG-0711 11.4.3.2.2절에 명시된 검증용 시험설비의 9가지 

요건을 근간으로 본 검증시험의 범위 내에서 확인함. 

⑤ 시험 준비상태 확인을 위한 스태프 회의

총괄 시험 진행자는 시험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스태프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예비시험 및 본시험의 준비 상태를 확인함.

(나) 예비 시험

예비 시험에서 확인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예비시험용 시나리오 점검

예비 시험용 시나리오가 본 시험 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시험 과정을 시험할 수 있

는지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함.

② 검증시험대의 작동상태 점검

예비 시험용 시나리오 시현을 통한 검증 시험대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여 예비 시험 

시 발생할 수 있는 검증 시험대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함.

③ 인적 수행도 평가도구 점검

인적 수행도 평가는 직무 수행도, 개인 수행도, 팀 수행도, 그리고 인체 측정학적 적

합성으로 구분되며, 각 수행도 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허용기준

을 점검함. 각 수행도 척도에 대한 평가 도구 및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직무 수행도

- 수행시간: 예상 허용시간 내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허용함

- 절차서 준수: 절차를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면 허용함

개인 수행도

- 상황인식: 주관적 상황인식 평가로 SART(Situational Awareness Rating 

Technique)를 활용하여 95% 신뢰 수준에서 중간점수(상용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척도

화) 이상인 경우 허용함

- 정신적 직무부하: NASA-TLX (National Aeronautic & Space Administration 

Task Load Index)를 활용하여 95% 신뢰 수준에서 중간 점수(상용로와 동등한 수준

으로 척도화) 이하인 경우 허용함

팀 수행도

- 상호 작용성: BARS(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를 활용하여 95% 신뢰수

준에서 중간점수(상용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척도화) 이상인 경우 허용함

- 팀 조정력: CDA(Co-ordination Demands Analysis)를 활용하여 95% 신뢰수준에서 

중간점수(상용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척도화) 이상인 경우 허용함

인체 측정학적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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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반 치수: 제어반 설계 치수가 NUREG-0700에서 권고하는 기준 치수에 적합한지 

여부를 실측 평가함

- 제어실 배치: 운전원의 동선, 통로 간격, 정보표시기의 거리와 높이 등이 

NUREG-0700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실측 평가함

시험 및 시나리오의 적합성

- 피험자 일반사항: 피험자의 발전소 근무경력, 운전원 근무경력, 컴퓨터 사용능력 등을 

조사하여 통합계통검증 시험을 위한 피험자의 대표성을 평가함

- 시나리오 종료후 평가: 시나리오가 종료될 때마다 피험자에게 시나리오 및 시험설비의 

적합성을 평가함

- 시험 종료후 평가: 시험을 모두 종료한 이후에 시험의 준비정도, 진행방법, 검증시험대

의 효용성 등을 평가함

④ 예비 시험 수행 및 문제점 도출

예비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설비, 절차, 방법 등의 문제점을 도출 및 해결하고, 도출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예비 시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4) 본 시험

(가) 수행도 평가

본 검증시험의 수행도 평가에서 확인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시험검증설비 운영자 및 평가 총괄자는 평가가 시작되기 전

에 피험자에게 본 평가의 목적, 방법, 유의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운영사항을 

설명함. 평가보조자는 인적 수행도 및 본 평가에 요구되는 평가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

- 평가 총괄자가 평가시작을 선언하면 피험자 중 운전조원은 현재 발전소 상황을 감

독자 운전원에게 간략히 보고함

-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발전소 상황이 전개되며, 

피험자는 발전소 상황에 맞는 운전을 수행함

- 운전조가 시나리오에 따라 운전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자(인간공학 및 운전 

전문가)는 평가 현안을 염두에 두고 피험자를 관찰(행위, 대화 등)하면서 특이 사항

을 기록함

- 평가 총괄자는 예정된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조치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평가 종료

를 선언하고 보조 진행자는 피험자에게 상황인식, 작업부하, 운전원 설문지 등을 배

부하여 인적 수행도를 평가함

(나) Debriefing

본 검증시험의 수행도 평가를 마친 후 Debriefing을 수행하며, Debriefing 시 다

음의 사항을 확인 및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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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험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인간공학 전문가와 운전 전문가는 대략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현안에 대한 Debriefing을 수행함

- Debriefing을 수행할 때, 평가팀에서 평가도구에 작성한 사항이나 의문사항 및 피

험자 설문지를 참고하여 평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수행 후 Debriefing 양

식지에 세세히 기록함

- Debriefing 후 평가자는 평가 현안에 대한 해결 여부 및 새로운 설계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인간공학 불일치사항(Human Engineering Discrepancy; HED) 양식으

로 문서화함

(다) HED 선정 및 평가현안 해결

통합계통 검증 시험을 통해 도출된 인간공학 불일치 사항을 HED 양식지에 작성하

여 인간공학 현안 추적 시스템에 등록함. 인간공학 현안 추적 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현안은 발전소의 안전성 및 인적 수행도 측면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시정조치에 대한 우선 순위를 규명함.

우선 순위에 따라 인간공학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및 검증의 반복수행을 통해 현안 해결을 확인함. 인간공학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

정은 그림 3.3.25 절차를 근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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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 분류

분류 기준: 범위, HSI 기기, 플랜

트 계통, 운전 직무

HED의 
당위성이 

확보되는가?

HED의 결과가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가?

HED의
결과가 플랜트나 
운전원 수행도에 
영향을 주는가?

당위성 문서화

우선순위 1

우선순위 2

기타

Yes

Yes

Yes

No

No

No

그림 3.3.25. 우선순위 평가절차(NUREG-0711, Rev.2)

선정된 HED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 및 조치함.

- 평가자는 기존 현안 해결 내용 및 새롭게 선정된 HED를 인간공학 설계팀에 전달

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 인간공학 설계팀은 선정된 HED에 대하여 MMI 설계팀에 해결 방안 및 설계 반

영사항을 입력 받아 현안추적시스템(Issue Tracking System; ITS)에 해당 HED

를 등록

- 인간공학 설계팀은 기존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인간공학 통합계통 검증에 대한 데

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현안 해결 여부를 결정함. 해결된 

현안 중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미해결 현안은 이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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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공학 확인 및 검증의 현안으로 기록 및 관리함

나. 지진 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 적합성 검증장치

� 실감형 지진 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 검증 장치는 지진 모사장치, 제어실 모의 장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장치로 구분된다. 지진 모사장치는 제어실 운전원에게 지진을 실감할 수 있도록 

워크스테이션 바닥에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며, 제어실 모의 장치는 제어실 워크스테이션을 

모사한 일종의 시뮬레이터이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장치는 모사된 지진 진동을 실측

하여 그 데이터를 수집된 인체 및 인지 데이터와 비교하여 실감을 유발하는 지진 신호를 분석 

및 처리하는 장치이다.

(1) 지진 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 적합성 검증장치의 활용

지진 실감형 모사장치는 크게 지진 모사장치, 제어실 모의장치, 데이터 수집 및 처리장치로 

구분된다(그림 3.3.26, 그림 3.3.27 참조).

- 지진 모사장치는 지진 진동을 발생시키는 엑추에이터(seismic actuator), 엑추에이터를 지

지하는 하판(bottom plate)과 진동이 발생되는 상판(upper plate), 그리고 엑추에이터를 

제어하는 제어박스(control box)로 구성됨. 지진 모사장치는 지진 체험관이나 내진 시험용 

진동발생장치 등에서 구현되는 현존 기술을 적용함. 

- 제어실 모의 장치는 원전 운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표시기와 제어기를 좌식 워크스테이션으

로 구성하여 원전의 운전에 필요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시뮬레이터임. 제어실 모의 

장치는 원전 교육 훈련용으로 제작되는 제어실 시뮬레이터의 일부 구성을 적용함. 

- 데이터 수집 및 처리장치는 진동이 발생되는 상판에서 X, Y, Z 축의 가속도를 계측하여 계

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지진계에 입력하고 지진계에 수집된 진동데이터를 X, Y, Z의 

벡터 합성으로 진도를 분석하는 장치임. 또한 분석된 진도 데이터는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

며, 워크스테이션에서 운전직무를 수행하는 운전원으로 부터 취득된 인체 및 인지 데이터와 

비교하여 운전원이 진동의 변화에 따라 인체 및 인지의 변화를 매핑함. 이 때, 인체 및 인

지 데이터는 뇌파, 근전도, 눈동자 움직임 등을 EEG, EMG, Eye tracker 등으로 측정된 

데이터임. 즉, 지진 데이터와 인체/인지 데이터의 추이가 일치하여 운전원의 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진동 신호를 조합하여 지진 모사장치의 제어박스에 입력함. 물론 최초 시험 시에는 

운전원의 지진 실감이 예상되는 진동 신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엑추에이터를 제어하고, 획득

된 실제 지진 실측 데이터를 지진 모사장치에 입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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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지진실감 모의설비 구조

그림 3.3.27. 지진실감 인간공학 통합계통 검증 모듈

(가) 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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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 운전원이 외부 지진사건으로 인해 제어실 내부에서 실감할 수 있는 지진을 모사

하기 위한 실감지진 모사장치는 실린더 조립체, 제어기 조립체 등의 하드웨어와 이를 구동

하는 실행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제어기 조립체 내의 구동컴퓨터는 사용자의 호스트 컴퓨

터와 이더넷(ethernet) 기반 네트워크로 연동됨. 호스트 컴퓨터의 제어명령을 받아 6개의 

전기식 실린더 조립체를 동작시켜 6 자유도 운동을 발생시킨다. 본 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연계 구조는 그림 3.3.28 과 같다.

그림 3.3.28. 지진실감 모의를 위한 HW-SW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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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지진계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① 지진 진동의 측정

실감지진 모사장치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음. 가속도 센서

로 부터 입력된 데이터는 X, Y, Z 축별 성분 데이터(gal)이다. 참고로 중력 가속도는 

약 980 gal로 보통 1g라고 표현한다. 

지진 진동을 측정하여 지진 데이터로 변환 및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진을 표현하는 다

음의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 규모: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점에서의 지진 에너지의 크기

� 진도: 현 지점에서 지진의 세기

지진의 세기인 진도는 진앙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줄어들며,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발

표되는 지진의 값은 리히터 규모의 값을 사용한다. 리히터 규모는 그림 3.3.29 와 같이 

설명되고 있으며, 진도와 규모의 관계는 표 3.3.1 과 같다.

표 3.3.1. 지진 규모와 진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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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리히터 규모에 따른 지진 효과

일반적으로 진도 1, 2, 3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지진으로 진도 1은 미세한 진

동과 특수한 조건에서 극히 소수의 느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도 2는 실내에

서 극히 소수의 느낌이 가능하고 진도 3은 실내에서 소수 느낌과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흔들리는 정도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② 측정 데이터의 취득 및 분석

측정된 진동 데이터는 X, Y, Z 축의 각 성분 값(gal)을 초당 100회 취득되고 각 성분의 

벡터 합성을 통해 총 성분이 초당 1회 계산되며, 벡터 합성은 다음 식(1)과 같이 계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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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벡터 합성된 총 성분 값에 따라 실시간 진도와 최대 진도를 기록한다(그림 3.3.30 참조).

그림 3.3.30. 지진 데이터의 감시 및 저장화면 예

  기록된 진도는 각 수준별로 표 3.3.2와 같은 의미를 갖으며, 표 3.3.3과 같이 리히터 

지진 규모 및 지반 가속도로 비교될 수 있다.



- 325 -

표 3.3.2. 진도 구분

진도 설  명

    1 미세한 진동. 특수한 조건에서 극히 소수 느낌.

    2 실내에서 극히 소수 느낌.

    3 실내에서 소수 느낌.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움직임.

    4 실내에서 다수 느낌. 실외에서는 감지하지 못함.

    5 건물 전체가 흔들림. 물체의 파손, 뒤집힘, 추락. 가벼운 물체의 위치 이동.

    6
똑바로 걷기 어려움. 약한 건물의 회벽이 떨어지거나 금이 감. 무거운 물체

의 이동 또는 뒤집힘.

    7
서 있기 곤란함. 운전 중에도 지진을 느낌. 회벽이 무너지고 느슨한 적재물

과 담장이 무너짐.

    8 차량운전 곤란. 일부 건물 붕괴. 사면이나 지표의 균열. 탑·굴뚝 붕괴.

    9
견고한 건물의 피해가 심하거나 붕괴. 지표의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 파이프 

파손.

   10 대다수 견고한 건물과 구조물 파괴. 지표균열, 대규모 사태, 아스팔트 균열.

   11 철로가 심하게 휨. 구조물 거의 파괴. 지하 파이프 작동 불가능.

   12 지면이 파도 형태로 움직임.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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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리히터 지진규모 및 최대기반 가속도

다. 화재 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 적합성 검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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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 장치는 제어실 운전원이 화재 발생 상황을 실감한 상태

에서 원전의 비정상 혹은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지를 시험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화재 실감형 모사장치이다.  

(1) 화재 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 적합성 검증장치의 활용

� 화재 실감형 모사장치는 크게 시각적 화염 모사 및 제어장치, 연기 발생 및 제어장치, 열 발

생 및 제어장치, 청각적 화재 모사 및 제어장치, 원전 제어실 화재모사 챔버(chamber), 원전 

제어실 화재모사 통합 제어장치로 구분된다(그림 3.3.31). 또한 지진 실감형 모사장치와 화재 

실감형 모사장치는 동일 공간 내에 통합 설치되어 지진과 화재의 동시 혹은 순차적 외부사건

을 모사할 수 있다(그림 3.3.32 참조).

   ① 시각적 화염 모사 및 제어장치

a) 기능

- 시각적 화염 모사 및 제어장치는 운전원이 주제어실(main control room)에서 화재

가 발생하였음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모사 챔버(chamber) 한쪽 벽면에 

화재 VR(virtual reality)을 투사함.

b) 성능

- 화재 동영상은 주제어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를 기준으로 하며 화염의 밝기는 통상

적인 사무실인 조명하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

- 시각적 화염 모사 장치는 제어실 모사 챔버 내부에, 제어장치는 모사 챔버 외부에 

위치함.

② 연기 발생 및 제어장치

a) 기능

- 연기 발생 및 제어장치는 운전원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

록 화재와 유사한 무독성 연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연기 발생량을 제어할 수 있음. 

b) 성능

- 연기 발생량은 제연설비가 운전되지 않을 때 5분 이내에 제어실 모사 챔버 내부의 

가시거리를 1 M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음.

- 연기 발생 장치 및 제어장치는 제어실 모사 챔버 외부에서 위치하며 공조덕트 등을 

이용하여 모사 챔버에 연기를 공급함.

- 연기 발생 장치 및 제어장치는 실제 발전소 공기조화설비와 유사하도록 제연기능을 

추가하여 제연설비 정지모드와 제연설비 가동모드에서 모두 시험이 가능하도록 함.

③ 열 발생 및 제어장치

a)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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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발생 및 제어장치는 운전원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피부 감촉으로 인지할 수 있

도록 발생 열량과 발생 시간을 제어할 수 있음.

b) 성능

- 발생열량의 크기는 PC 크기의 전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열을 기준으로 함.

- 열 발생 장치는 제어실 모사 챔버 내부에, 제어장치는 모사 챔버 외부에 위치함.

④ 청각적 화재 모사 및 제어장치

a) 기능

- 청각적 화재 모사 및 제어장치는 운전원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음(스트로브 시각 경보기 포함)을 발생시키며, 필요시 주제어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운전원 소음(고함, 다급한 소리 등)을 모사함.

b) 성능

- 경보음의 크기는 일반적인 화재경보기의 소음 크기를 기준으로 함.

- 주제어실 운전원 소음은 일상적인 소음 크기를 기준으로 함. 

⑤ 원전 제어실 화재모사 챔버(chamber)

a) 기능

- 제어실 화재모사 챔버는 투명한 재질로 바닥면을 제외한 5면을 밀폐하여 격리된 실

내를 구성하는 것으로 빛의 반사가 없는 재질로 제작됨.

b) 성능

- 제어실 화재모사 챔버는 연기 발생 및 제어 장치 등이 연결되고 운전원 출입문이 있

는 구조임.

- 제어실 화재모사 챔버는 필요시 탈착이 가능한 구조임.

- 제어실 화재모사 챔버에는 한 방향 투명지를 코팅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외부를 볼 수 없도록 함.

⑥ 원전 제어실 화재모사 통합 제어장치

a) 기능

- 제어실 화재모사 통합 제어장치는 상기‘가~라’의 화재 시나리오를 단독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선택하는 제어장치 임.

- 제어실 화재모사 통합 제어장치에서 상기‘가~라’의 제어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b) 성능

- 제어실 화재모사 통합 제어장치는 모사장치에서 구현하는 시나리오의 입력 데이터를 

최소 1/10초 단위로 저장할 수 있음.

- 화염 밝기, 모사 챔버 내의 온도, 소음크기(db), 가시거리(또는 연기농도) 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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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온라인 측정기와 데이터 저장장치(DAQ)는 별도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음. 

그림 3.3.31. 실감기반 화재 시뮬레이터 도면

그림 3.3.32. 제어실 지진 및 화재 실감기반 통합계통검증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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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 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 적합성 검증장치의 구성

� 제어실 운전원이 제어실 내부 화재사건으로 인해 실감할 수 있는 화재를 모사하기 위한 실감 

화재 모사장치는 시각적 화염, 연기, 열, 청각 모사장치뿐만 아니라 화재모사를 제어실 운전

원 워크스테션 공간내부로 한정짓는 챔버장치와 각 화재요소를 제어하는 통합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표 3.3.4, 표 3.3.5, 표 3.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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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제원 사진

시각적 화염 

모사장치

크기 68inch, 152 x 85cm

두께 100μm

투과율 88%

흐림도 33.5%

시공방식 접착식

연기발생장치

크기 23 x 11 x 11.7cm

중량 1.5kg

분사량 56.6m3/min

소비전력 400W

열발생장치

크기 55 x 18 x 21cm
중량 4.5kg
소비전력 1100W
정격전압 220V, 60Hz

제연설비

크기 Φ31.8 x 32 x 
41cm

중량 10kg

최대풍량 2280m3/hr

소비전력 285W

시각 경보장

치

정격전압 DC24V

유효광도 15cd 이상

색상 백색

형식 LED식, 비동기식

청각 경보장

치

정격전압 DC24V

음량 90dB 이상

형식 전자식

표 3.3.4. 화재실감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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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화재시뮬레이션 모사 챔버 

크기 270 x 220 x 210cm

중량 약 240kg

재질

� 틀: 알루미늄 
프로파일 (30mm)

� 창: 폴리카보네이트 
(5T)

� 천정: 알루미늄합판
� 지지대 : 풋마스터

표 3.3.6. 제어실 화재 시뮬레이션 통합제어 설비

크기 75 x 45 x 110cm

중량 약 70kg

사양

� PC : 데스크탑형, 
Intel i5, 4G RAM, 
1TB HDD, 
Window 7 Pro

� 모니터 : 22inch, 
1920*1080

� HMI S/W : 
CIMON SCADA 
75tag

� PLC : 
XEC-DR32H

(3) 화재 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 적합성 검증장치 제어 소프트웨어

� 제어실 운전원이 제어실 내부 화재사건으로 인해 실감할 수 있는 화재를 모사하기 위한 실감 

화재 모사장치의 제어 소프트웨어는 그림 3.3.33 과 같은 메뉴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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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화재 시뮬레이터 통합제어 시스템의 주요 기능

① 시나리오 설정화면 불러오기

② 데이터 저장 경로 화면 불러오기

③ 전체 시험시간과 진행율 표시

④ 기기 상태 표시 및 수동 ON/OFF

⑤ 기기 전체 ON/OFF

⑥ 시험 시나리오 표시

⑦ 시나리오 저장파일 불러오기

⑧ 시험 시작/정지

� 화재 시나리오를 생성, 저장, 편집하기 위한 화면은 그림 3.3.34 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 피험

자의 화재 실감도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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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화재 시나리오 표시 및 구성

① 화재 시나리오 관리(새로만들기, 불러오기, 저장)

②, ③ 화재 시나리오 편집

④, ⑤ 화재 시나리오 입력(기기 설정, 시간설정, 동영상 선택)

⑥ 기기 설정(ON/OFF)

⑦ 화재 시나리오 저장

라. 화재 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 Virtual Reality 시험설비

(1) 화재 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 VR 시험설비의 활용

� 실감형 화재 실감형 인간공학 적합성검증 설비의 일환으로 제어실 화재를 VR로 모사하고 운전

원의 VR 몰입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프로그램은 그림 3.3.35 의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아래의 기능 및 성능이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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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VR 장비 및 프로그램 구조

그림 3.3.36. 화재 VR 몰입도 시험

① 시각적 화염 모사 및 제어장치

a) 기능

-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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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각적 화염, 연기, 시각 경보등 가상 모사 

        a) 기능

- 시각적 화재 가상모사는 운전원이 주제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시각적으로 인

지할 수 있도록, 화염, 연기, 시각 경보등, 감시제어반 패널등 등을 가상으로 제공

한다.

        b) 성능

- 주제어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를 기준으로 화염 모사하며 화염의 밝기는 통상적인 

사무실인 조명하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연기발생량은 화염 발생 후 5분 이내에 주제어실 내부의 가시거리를 1M 이하로 유

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시각 경보 및 감시제어반 패널 등은 화재 발생 후 즉시 작동한다. 

② 청각적 화재 가상 모사

        a) 기능

- 청각적 화재 모사는 운전원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

음(스트로브 시각 경보기 포함)을 발생시키며, 필요시 주제어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원 소음(고함, 다급한 소리 등)을 Virtual Reality Display에 탑재된 청각발생 

장치로 모사한다.

        b) 성능

- 경보음은 화재 발생 후 즉시 작동하여야 하며 경보음의 크기는 일반적인 화재경보기

의 소음 크기를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 주제어실 운전원 소음은 일상적인 소음 크기를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③ 운전원 대응 시나리오 가상 모사

        a) 기능

- 운전원이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최초 보고를 유선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가상 동작

신호를 입력 받아 모사한다.

- 화재 발화점으로부터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이후, 화재 진화장치(예, 소화 가스 분

비 등)가 작동하나 화재운전원의 화재진압 행위(예, 소화기 사용 등) 등을 운전원의 

가상 동작신호를 입력 받아 모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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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이 되지 않아 주제어실에서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고 계측제어설비실에서 제

어권을 원격정지실로 이양하는 행위 등을 모사한다. 

        b) 성능

- 화재 발생 시 운전원이 유선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화재운전원의 화재진압 행위를 위해 소화기를 응시(혹은 잡기버튼 푸시)하면 운전원

이 소화기를 파지하여야 하며 화재 발화점으로 이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주제어실에서 계측제어설비실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응시(혹은 열기버튼을 푸시)하면 

문을 열 수 있다.

- 계측제어설비실의 제어 캐비닛에 위치한 제어권 이양 스위치를 응시(혹은 전환스위

치 푸시)하면 작동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모든 가상 동작신호는 HMD(Head Mounted Display) 화면에서 한 지점을 응시(혹

은 조작 도구를 푸시)하는 행위로 구현되었다. 

④ VR 몰입도 측정 및 분석 프로그램

        a) 기능

� HMD를 착용 외의 부차적 신체부착 없이 운전원 뇌파 및 심전도를 측정 및 분석

할 수 있다.

        b) 성능

� 뇌파측정 2채널, 심전도측정 1채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생체신호 센서모듈은 HMD

에 부착되어 있다.

� 측정된 데이터는 저장이 가능하며, 측정 중에 실시간으로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

다.

� 뇌파 지표 : 집중도, 스트레스, 심전도 지표 : HRV, RRV, SDNN, LF/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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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VRIP; Virtual Reality Immersion Program

(2) 주제어실 화재상황의 가상현실 몰입도 분석 

① 목적: 주제어실 화재상황의 가상현실 몰입도를 고려한 인적수행도 평가 방법론 개발에 

목적이 있다.

② 가정: 외부환경 모사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의 가상현실 몰입도 하에서 측정된 인적 수행도를 

신뢰할 수 있다. 

③ 연구가설: 다음 네 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가상현실 몰입도가 높을 수록 인적 수행도가 저하된다.

- H2. 가상현실 경험이 많을 수록 가상현실 몰입도가 높아진다.

- H3. 화재사고 경험이 많을 수록 화재상황의 가상현실 몰입도가 높아진다.

- H4. 화재사고 대응특성에 따라 화재상황 가상현실 몰입도가 달라진다.

④ 실험 방법 및 절차: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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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시험 절차

⑤ 피험자: 원전산업 종사자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피험자는 모두 남자이고 평균 나

이는 42세로 집계되었다. 

⑥ 실험 설비 및 기기: 화재실감형 인간공학 통합계통 VR 시험설비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된 

화재실감 몰입도 분석 프로그램(VRIP)를 통해 심전도와 뇌파를 가상현실 체험 상황과 동

시에 측정하였다. 

⑦ 시험시나리오: 주제어실 화재발생 상황을 연출하여 화재발생 보고, 화재 초동 대응, 거주성 

판단, 제어권 이양, 원격정지제어실 이동, 제어권 확인의 순서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그

림 3.3.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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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시험시나리오 개요

⑧ 실험결과

a) 연구가설 H1

- 가설: 가상현실 몰입도가 높을수록 인적 수행도가 저하된다. 

- 검증결과: 기각

- 해석: VR 집중도는 직무수행 시간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VR 집중도가 높을

수록 직무수행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b) 연구가설 H2

- 가설: 가상현실 경험이 많을수록 가상현실 몰입도가 높아진다. 

- 검증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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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VR 경험이 많을수록 VR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나 유의하지 않다. 다만, 

VR 경험이 많을수록 각성도 수준이 높아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비상대응능력이 

높아진다. 

c) 연구가설 H3

- 가설: 화재사고 경험이 많을수록 화재상황의 가상현실 몰입도가 높아진다. 

- 검증결과: 채택

- 해석: 화재 경험이 많을수록 VR 몰입도가 높아진다. 또한 화재 경험이 많을수록 스트레

스 저항도가 높아지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비상대응능력이 높아진다. 

d) 연구가설 H4

- 가설: 화재사고 대응특성에 따라 화재상황 가상현실 몰입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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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결과: 기각

- 해석: 화재 대응특성에 따라 VR 몰입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대응에 

적극적일수록 각성도와 스트레스 저항도가 높으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비상대응능력

이 높아진다. 

⑨ 실험 결론

a) 주제어실 화재상황의 가상현실 몰입도와 인적 수행도

- 화재/지진 등의 외부사건 상황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 수록 인적 수행도는 저하될 수 있

다(주의자원 측면).

- 화재/지진 등에 대한 체득 경험은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교육훈련의 필요성 

측면). 단, 화재/지진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b) 인적 수행도에 대한 실감도 보정

- 화재/지진 등의 외부사건을 포함한 상황에서 인적 수행도를 평가할 경우, AR/VR/MR 등

을 활용한 모사환경 속에서 몰입도, 각성도, 스트레스 저항도, 교감신경 활성도 등을 측

정하여 인적 수행도를 보정할 수 있다.

- 인적 수행도에 대한 실감도 보정은 추후 추가 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인 보정 기준이나 

보정값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4. 계측제어 계통 제어기기 시험검증 사례

가. 1차 시제품(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 시스템 시험

� 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는 원자로보호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비-기기 제어계통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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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에 적용하기 위해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개발된다. 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는 그림3.3.40 과 같이 서브랙, 버스모듈, 일반연산모듈, 복합연산모듈, 데이

터링크 통신모듈, 네트워크 통신모듈, 디지털 입출력모듈 및 아날로그 입출력모듈로 구성된

다.

- 버스 모듈(FBP-01, FIO-01)

- 일반연산 모듈(FPM-01)

- 복합연산 모듈(FPM-02)

- 디지털24V 입력모듈(FDI-01

- 디지털24V 출력모듈(FDO-01) 

- 아날로그 입력모듈(FAI-01)

- 아날로그 출력모듈(FAO-01)

- 데이터 링크 통신모듈(FDL-01)

- 네트워크 통신모듈(FNW-01)

- 네트워크 스위치모듈(FSW-01)

버스모듈과 네트워크 스위치 모듈을 제외하면 주요 핵심 모듈은 8개 이다.

그림 3.3.40. FLC(DFLC-N) -  계통시험 대상

� 원자로보호계통(RPS), 공학적 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 노심보호연산기계통(CPCS) 

등과 같은 안전계통의 플랫폼(Platform)에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FPGA-기반 안전

등급제어기 설계 요건서(System Requirement : SR) 및 설계 사양서(Design 

Specification : DS), 연계 요건서(Interface Requirement : IR)를 토대로 작성한 시스템 

시험 계획서 및 시스템 시험 절차서에 따라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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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GA 기반 안전등급제어기(DFLC-N) 설계요건서(NTIP-FLC-SR101)

- FPGA 기반 안전등급제어기(DFLC-N) 설계사양서(NTIP-FLC-DS101)

- FPGA 기반 안전등급제어기(DFLC-N) 연계요건서(NTIP-FLC-IR101)

(1) 1차 시제품(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 시스템시험 항목

� 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가 원전 계측제어계통 플랫폼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시험 검증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항목을 도출하였다.

- 응답성 시험 

- 부하 시험

- 모듈 처리 능력시험

- 일반연산 모듈 메모리 용량성 시험

- 복합연산 모듈의 안전기능 독립수행 능력

- 데이터링크 통신 성능시험

- 네트워크 통신 성능시험

① 응답성 시험

� 각 입력모듈에 가해진 신호를 취득하고, 일반연산모듈이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출력모

듈로 정해진 신호가 출력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다. 이때, 일반연산모듈에는 단순 

논리로 구성된 응용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어야 한다. 응답시간 만족여부는 일반연산모듈의 

부하가 60% 이내일 때 응답시간이 100ms 이내이면 만족한다고 본다.

② 부하 시험

� 모든 입력모듈과 모든 출력모듈에 대하여 조합하여 입출력 최대 부하시험을 수행한다. 이때 

일반연산 모듈이 부하가 60% 이내이면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모듈처리 능력시험

� 일반연산모듈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입출력 포인트 수를 확인한다. 모듈처리 능력 

만족여부는 디지털 입출력의 경우 32(400) 포인트 이상, 아날로그 입출력의 경우 8(100) 포

인트 이상, 아날로그와 디지털 입출력모듈이 혼용될 경우 8(50)개의 아날로그 포인트와 

32(400)개의 디지털 포인트를 수용할 수 있으면 만족한다고 본다.

④ 일반연산 모듈 메모리 용량성 시험

� 일반연산 모듈의 메모리는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공간(Flash Memory)과 응용프로그램

에 사용되는 중간변수들을 저장하는 공간(Dual Port memory)으로 구성된다. 이 시험에서

는 이들 저장 공간에 특정 크기의 프로그램이나 변수를 저장하였을 때 일반연산 모듈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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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절하게 처리하는지를 시험한다. 특정 크기의 응용 프로그램과 변수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고, 일반연산 모듈이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면 만족한다고 본다.

⑤ 복합연산 모듈의 안전기능 독립수행 능력

� 복합연산모듈은 입출력 및 통신을 위한 포트를 모듈 내에 내장하고 있어서 소규모의 입출력

을 필요로 하는 안전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복합연산모듈의 입출력 채널

수가 부족한 경우, 복합연산모듈에 피기백 형태로 입출력 확장모듈을 장착하여 입출력 채널

수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데이터링크 통신 성능시험

� 정상 상태에서 데이터 링크의 데이터 통신 동작이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시험한다. 

이 시험의 만족여부는 FPGA 응용프로그램 스캔타임을 변화시켰을 때 스캔타임 변화에 따라 

결정론적 통신이 이루어지고, 일반연산모듈의 부하가 90%로 증가하였을 때도 결정론적 통신

이 이루어지면 만족한다고 본다.

⑦ 네트워크 통신 성능시험

� 정상 상태에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통신 동작이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시험한다. 이 

시험의 만족여부는 응용프로그램 스캔타임을 변화시켰을 때 스캔타임 변화에 따라 결정론적 

통신이 이루어지고, 일반연산모듈 부하가 90%로 증가하였을 때도 결정론적 통신이 이루어지

면 만족한다고 본다.

(2) 1차 시제품(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기) 시험환경

� 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의 시스템 시험 환경은 상온 상압을 기준으로 한다. 시험 허용

기준은 FPGA 기반 안전등급제어기(DFLC-N) 설계요건서(NTIP-FLC-SR101), FPGA 기반 

안전등급제어기(DFLC-N) 설계사양서(NTIP-FLC-DS101) 및 FPGA 기반 안전등급 제어기

(DFLC-N) 연계요건서(NTIP-FLC-IR101)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시스템 시험환경은 그림 

3.3.4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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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계통시험 환경

(3) 1차 시제품(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기) 시스템 시험(기능 및 성능시험) 절차

� 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 구성에 따른 입출력 및 통신조합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조합 시험항목은 [표 3-4]와 같다. 통신의 경우는 입출력 시험과는 별도의 독립적

인 환경에서 데이터링크 및 네트워크 모듈을 시험하였다.

- 디지털 입력에서 디지털 출력까지의 응답시간

- 디지털 입력에서 아날로그 출력까지의 응답시간

- 아날로그 입력에서 디지털 출력까지의 응답시간

- 아날로그 입력에서 아날로그 출력까지의 응답시간

- 데이터링크에서 데이터링크까지의 응답시간

- 네트워크 모듈에서 네트워크 모듈까지의 응답시간

표 3.3.7. 입력에 따른 출력 조합 시험 항목

입력모듈 조합(경우의 수) 출력모듈
0~24 VDC

On/Off(1,0)

조합

(Combination)
Digital Output



- 347 -

주) AI : Analog Input, AO : Analog Output, DI : Digital Input, DO : Digital Output, DL : Data Link

나. 1차 시제품(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 시스템 시험 결과

� 4가지 시나리오( [AO-AI], [DO-AI], [AO-DI], [DO-DI] ) 중 아날로그 입력과 아날로그 출

력에 대한 시스템 시험을 먼저 수행하였다. 검증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시험 

장치를 활용하여 시험하였는데 시험검증장치 플랫폼 자체 검증을 위하여 Y=aX의 선형함수

를 만들어 신호장치 플랫폼의 정상작동 유무를 디지털 지시계(Digital Indicator)를 활용하

여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였다. 플랫폼 검증 후 신호생성기에서 30ms 주기로 아날로그 

신호를 생성하여 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에 입력하면 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에서

는 입력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일반연산 모듈에서 30ms 동안 처리한 후 아날로그 출력을 내

보낸다. 그러면 처음 신호 장치에서 생성한 30ms의 신호와 60ms 후에 FPGA-기반 안전등

급 제어기를 통하여 Loop Back으로 들어온 신호를 신호생성기에서 소프트웨어적

(LabVIEW)으로 비교하여 통과(pass)/실패(fail)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3.3.42 와 같다. 수동 시험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동시험 방법을 채택하였다. 자동 

시험의 정확성 및 실시간성을 위하여 자동시험 수행 전 수동 매뉴얼 시험(Fluke 744)을 하

였는데 수동시험 스텝(STEP) 구간을 0-8-16-32-64-32-16-8-0 (0, 2.5, 5, 7.5, 10 -> 

10, 7.5, 5, 2.5 0)로 나누어서 동치 클래스 형태로 삼각파를 만들어서 자동시험 이전에 매

뉴얼 확인 시험과 점검과정을 거쳤다. 자동시험은 삼각파 상승에서 1만개 하강에서 1만개 총

합계 2만개의 테스트케이스(Test Case)를 만들어서 전 범위 커버리지(Full Coverage)의 2

배를 시험하였다.

Input AI->AO [AO-AI]  

AI->DO [DO-AI]

DI->AO [AO-DI]

DI->DO [DO-DI]

Analog Input Analog Output

Data   Link DL<->DL Data Link
Network Network<->Network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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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FLC 계통시험의 결과 예

다. 2차 시제품(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 시스템 시험

� 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 시험장치는 그림 3.3.43 과 같으며 입출력 구성도는 그림 

3.3.44 와 같다. 디지털 입출력은 디지털 입력 32개 디지털 출력 32개 합계 64포인트이다. 

아날로그입출력은 아날로그는 입력16개 아날로그 출력16개 합계 32개이다. 본 시험.검증 사

례는 원전 안전시스템 즉 원자로 보호계통이나 공학적안전설비-기기작동 계통에서 제어기가 

입출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하였다. 일반연산 기반의 시스템 시험을 위하여 모

든 채널이 상호 중복되지 않으면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가 모두 조합 매핑 되도록 

시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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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FLC 시스템 시험장치

그림 3.3.44. 일반연산기반 시스템 시험을 위한 입출력 연결 구성도 

� 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의 시스템 시험을 위한 입출력 조건/출력사항, 일반연산모듈 트

랜잭션 연결 및 입출력 핀할당은 다음과 같다.

(1) 입력조건/출력사양

- DI high → AO 8.3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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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low → AO 2.5V

- AI >8.34V → DO high

(2) 일반연산모듈 트랜잭션 연결 

- FDI(S7) 8ch →  FDL→ FAO(S11) 8ch 8.34V

- FDI(S7) 24ch → FDL→ FDO(S8) 24ch

- FAI(S9) 8ch →  FDL→ FAO(S11) 8ch

- FAI(S10) 8ch → FDL → FDO(S8) 8ch

(3) 입출력 핀할당 

- FDI ch[31:8] →  FDO ch[31:8]

- FDI ch0 →  FAO ch0, S11

- FDI ch1 →  FAO ch1, S11

- FDI ch2 →  FAO ch2, S11

- FDI ch3 →  FAO ch3, S11

- FDI ch4 →  FAO ch4, S11

- FDI ch5 →  FAO ch5, S11

- FDI ch6 →  FAO ch6, S11

- FDI ch7 →  FAO ch7, S11

- FAI ch[7:0], S9 →  FAO ch[7:0], S12세

- FAI ch0, S10 →  FDO ch0

- FAI ch1, S10 →  FDO ch1

- FAI ch2, S10 →  FDO ch2

- FAI ch3, S10 →  FDO ch3

- FAI ch4, S10 →  FDO ch4

- FAI ch5, S10 →  FDO ch5

- FAI ch6, S10 →  FDO ch6

- FAI ch7, S10 →  FDO ch7

     주) S는 slot number를 의미함

라. 2차 시제품(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 시스템 시험 결과

�   FPGA-기반 안전등급 제어기에 대하여 모든 입출력 시나리오, 즉, 디지털 입력에서 디지털 

출력, 아날로그 입력에서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입력에서 디지털 출력, 디지털 입력에서 

아날로그 출력 성능시험을 하였다. 이때 데이터 링크도 자체 루프백으로 함께 시험 하였다. 

시험값들은 디지털 입력값이라 할지라도 아날로그값 처럼 삼각파 변화량을 주어서 그 변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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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응답시간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그림 3.3.45 와 같이 모

두 100ms 이내에 응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45. FPGA-기반 제어기 응답성 시험결과

마. KR-2000 그래픽기록계 및 KR-3000 그래픽기록계 동시 연속시험 시범평가

(1) I/O Simulator 시험장치 구성도

(가) 하드웨어

� KR-2000 그래픽기록계 및 KR-3000 그래픽기록계의 타겟(Target) 동시시험을 위해서는 

I/O Simulator 시험장치가 필요하다. I/O Simulator 시험장치는 FLC(FPGA-based Logic 

Controller) 시스템시험을 수행한 장치와 동일하지만, 피시험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베드 

설정(Testbed Setup), 시험사례(Test Case), 시험구성도(Test Configuration) 및 케이블링

(Cabling) 등의 재구성(Re-Configuration)이 필요함. 

� I/O Simulator 시험장치는 NI-PXI 기반 아날로그, 디지털 입,출력 시스템이며 각각의 입.

출력 모듈들은 PXI 시스템에 장착되고 SCB-68 커넥터 블록과 와이어링됨.

� 상용 LabVIEW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각 모듈의 입,출력을 제어하고 측정하였음. 

I/O Simulator 시험장치 주요부품 구성 내역은 표XX-1과 같으며 하드웨어 구성도는 그림 

3.3.46 과 같음.

표 3.3.8. I/O Simulator 시험장치 주요부품 구성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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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 하드웨어 구성도

(나) 소프트웨어

� 상용 LabVIEW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작성 하였

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PXI에 연결된 각각의 입, 출력 모듈들을 제어하여 신호 생성 및 

측정을 하고 측정된 데이터의 결과를 시험장치 PC에 저장함.

� 신호의 생성은 내부적으로 생성하는 패쇠루프(Closed Loop)와 외부 신호 소스를 받아서 생

성하는 오픈루프(Open Loop)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각각 그림 3.3.47 

과 그림 3.3.48 과 같음. 

품  명 수  량 설  명
NI-PXIe   8135 1EA 2.3 GHz 쿼드 코어 PXI Express 

컨트롤러

NI-PXIe   1075 1EA 8개 하이브리드   슬롯, 8개   

PXI Express 슬롯 및 1개   PXI 

Express 시스템 타이밍 슬롯   

내장 샤시

NI-PXI   6511 1EA 64채널 싱크/소스 디지털   입력

NI-PXI   6512 1EA 64채널 소스 디지털 출력

NI-PXIe  6363 2EA 32채널 아날로그   입력

NI-PXI   6239 1EA 8채널 고속 아날로그 입력

NI-PXI   6733 1EA 8채널 고속 아날로그 출력

NI-PXI   6704 1EA 16채널 전압,   전류 출력

SCB-68 4EA 68 핀 커넥터가 있는 DAQ 

디바이스용 I/O 커넥터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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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 I/O Stimulator 시험장치 내부에서 출력 하는 경우

그림 3.3.48. 외부 출력 Source 를 받는 경우

(다) 시험연결 구성도

 

� Target 시험체인 기록계(KR-2000 모델 및 KR-3000 모델)와 시험장치간의 연결 구성도는 

그림 3.3.49 와 같음.

� KR-2000 기록계는 총 12채널이며 KR-3000 기록계는 총 48 채널임. 총합계 60채널이며 

1초 주기의 계단파(Stepwise)를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동시시험을 수행하였음. 시험조건은 

가동중인 상용 원자력발전소의 기록주기와 정확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 시험 연결구성도의 실제모습은 그림 3.3.50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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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Target 시험기록계(KR-2000 모델 및 KR-3000 모델)와 시험장치(I/O Stimulator) 간의 

연결 구성도 

 

그림 3.3.50. KR-2000 기록계 및 KR-3000 기록계 동시시험

나. KR-2000 그래픽기록계 및 KR-3000 그래픽기록계 동시 연속시험 결과

� KR-2000 그래픽기록계 및 KR-3000 그래픽기록계 동시 연속시험 결과는 그림 3.3.5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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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초 간격으로 정확도 0.1% 조건하에서 24시간 연속기록 하는 것을 시험.검증 하였음. 

 

그림 3.3.51. KR-2000 기록계 및 KR-3000 기록계 시험결과 화면

5. 3D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개요

(1) 필요성

� 디지털제어실의 설계기준 이상의 지진이나 정전(SBO)과 같은 사고 시 2D 마우스 및 키보드

와 같은 입력장치에 의한 운전원 작업에 어려움이 따름

� 음성 인터페이스와 더불어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Natural User 

Interface: NUI)로 개발되어 왔으며, 상기 사고 징후가 예상되거나 발생 시 필수조치를 위한 

상호작용 수단 중 하나로서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수 있음

(2) 기술현황

� 종래 WIMP 제어를 위한 터치 입력장치로 마우스 및 키보드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에는 3D 마우스나 3D 패드와 같은 실감 입력장치(tangible input device)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기의 출현에 따라 공간화이트보드(air writing) 기술 및 제스처 인터페

이스가 개발되고 있음

� 공간 화이트보드 기술이 공간상의 제스처를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가 공간상에서 글

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기타 3차원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장치와 방법에 관

한 기술로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칠판이나 종이 또는 전자 패드 등의 객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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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를 써서 전달/소통하는 방식과 같이 사용자들이 공간상에서 글자 혹은 정보를 자연스럽

게 입력, 전달, 공유 및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상 인터랙션 기술로 개발되어 왔음

� 이러한 공간 화이트보드를 위한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인간이 일상사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의사 및 감정표현(의사소통)을 위한 신체의 동작을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에 응용하는 방

법임

�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위한 신체운동 및 손가락과 같은 신체 일부의 동작을 카메라를 이용하

여 동작 이미지를 캡처하여 인식하는 방법과, 자이로 및 가속 센서와 같은 관성센서(inertial 

sensors)를 이용하여 3D 위치데이터 군(3D point cloud)을 분석하여 동작을 인식하는 방법

이 널리 이용되고 있음

� 카메라를 입력장치로 사용하는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MIT Media Lab.의 Sixth Sense, 마이

크로소프트의 키넥트(Kinect)를 이용한 동작인식, 애플의 ControlAir 등이 있음

� 관성센서를 제스처 데이터 획득에 이용하는 착용형(wearable) 입력장치 및 관성센서를 내장

한 기기를 제스처 입력장치로 이용하여 예는 Magic Ring(MR), Smartwatch,  노키아의 스

마트폰(Mobile Phone/Smart Phone) 등이 개발되어 왔음

�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위한 3D 입력장치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데이터 링이나 

데이터 장갑과 같은 착용(wearable) 형태의 입력장치들이 이미 상용제품으로 개발되는 기술

적 단계임

� 관성센서를 사용하는 손 형상 입력장치로 장갑형태의 웨어러블 입력장치가 개발되어 왔으며, 

마이크로폰 어레이나 폴리머(electro-active polymer/dielectric elastomers)를 이용하는 

방법도 개발되는 기술적 단계임

그림 3.3.52. 폴리머 장갑, StretchSense, Ltd.

나. 유전성탄성중합체 장갑(DEGlove)

(1)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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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성탄성중합체 장갑은 폴리머(deformable polymer)의 일종인 유전성 탄성중합체

(Dielectric Elastomer: DE)의 양쪽 면에 전극층(electrode layers)을 갖는 유전성 탄성중

합체 트랜스듀스(DE Transducer: DET)의 동작원리를 장갑에 배치하여 손가락 동작을 인식

하는 제스처 입력장치임

� 유전성 탄성중합체(DE)는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에 의해 일정한 체적에서 그 형상

(shape)이 변형되고, 탄성을 가지며, 전기적 활성이 있는(electro-active) 화학적 고분자임

(예: 천연고무, 3M VHB, 실리콘 등)

(2) DEGlove를 이용한 제스처 인터페이스

� 손동작에 의해 유전성 탄성중합체의 형상 변형에 따라 발생되는 출력 값(전압)을 분석하여 

손동작(제스처)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고안되는 유전성 탄성중합체 장갑(DEGlove)은 유전성 

탄성중합체 트랜스듀스의 동작원리를 응용함

� 손가락 이동, 손목 회전, zooming, grasp, 문자(숫자), 손목 맥박 등을 제스처로 정의하여 

3D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용하는 개념임

� DEGlove의 제스처 데이터는 그림 3.3.53 과 같은 데이터 처리 과정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

이스로 기능함 수 있음

그림 3.3.53. DEGlove의 데이터 처리 과정

� DEGlove의 개념 구조 및 제스처 인터페이스로의 응용 방법을 국내 특허로 등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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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안전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대내외 협력 연구

가.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안전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대내외 협력 연구

(1) 계측제어 적합성 평가 개발 기술의 세계화 및 국제 표준화

� 세계 안전연구를 선도할 원자력 계측제어 적합성 평가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하여 본 과제에

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의 세계화와 국제 표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당해 연도에 수행한 세계화와 국제 표준화 노력은 다음과 같다.

� IEC 계측제어 위해도 분석 표준 TR 채택, (상하이 총회 , 2017. 10월)

 

그림 3.3.54. 채택된 IEC 표준 TR 

(2) EU-US-Canada-Korea 원자력 안전필수 SW(Safety Critical Software, SCS) Task 

Force(TF) 활동

�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 인허가 기준에 대한 국제 공동 규제 입장 개발 (Licensing of safety 

critical software for nuclear reactors: Common posi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nd authorized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s)

� 이러한 노력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세계 원전 안전 적합성 평가 기술에 대한 국제 인허가 

기준 협력 및 지원하고, 한국의 원전의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등 해외 수출에 필요한 계측

제어 안전 규제 기술 사전 지원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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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 SW(Safety Critical Software, SCS) Task Force(TF) 활동 

�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 위해도 분석 New Chapter Project Leader를 맡았으며 아래와 같은 

공통 규제 입장 초안을 개발하여 논의중임.

그림 3.3.56. 제안한 위해도 분석 Position 

(2) 계측제어 안전 적합성 평가 기술의 연구원 내외부 협력 내용

(가) 노르웨이 OECD HRP, 계측제어 안전 입증 체계(Safety Demonstration Framework) 공

동개발 참여하였고, 2018년에는 EU Horizon2020 공동연구에 Digital Twin과 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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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System 안전 연구에 대하여 같이 제안하기로 하였다.

그림 3.3.57 Halden 공동연구 Skype 회의 

(나)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원(KIDA), 원자력-국방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방안 자문 

및 협력

그림 3.3.58 정보과학회지 12월호 게재논문  

논문제목: 국방 소프트웨어 위험도 평가 정책수립을 위한 표준 현황 분석

① 개요

� 최근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소프트웨어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의료기기, 

고속열차, 항공기, 원자력발전소, 국방 등에 소프트웨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안

전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안전이 무너질 때는 국가 경

제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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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무기체계 SW에 대한 위험도 평가(결함의 발생빈도, 영향성 및 제어가능 성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품질보증 활동 시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 국방분야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된 각 기관의 역할 이해 및 그에 따른 정책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공유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사고, 고장, 안전, 위험, 신뢰도, 보안, 품질 등 

관련용어 및 공정에 대한 기본 지식 세미나 실시하였고, 산업 분야 별로 위험 분석에 대한 

철학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위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위험도 분석관련 국제표준과 관련 기술현황을 조사하였다. 

② 개선 방안

� 무기체계 SW는 임무긴요도(Mission Critical)가 높고, 그 복잡도가 증가됨에 따라 개발단계

에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SW 위험도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조사 및 타 분야 적용사례를 기반으로 무기체계 SW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HW

와 SW의 요구되는 신뢰도 수준을 설정하여 각각의 수준에 맞는 V&V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림 3.3.59 무기체계 SW 위험도 평가에 따른 주기별 SW 형상관리 수행

③ SW 위험도 평가의 양산단계 품보 적용방안

�  위에서 조사한 국제 규격 및 무기체계 SW 위험도 평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위 내용을 양산단계 품질보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기체계 SW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BP(Best Practice)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 개발된 체계들을 분석하여 무기체계 

SW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요구수준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SW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물론 SW 품질보증은 무기체계 전순기에 걸쳐 반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 기

술지원 기관(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술지원센터, 국방기술품질원 등) 및 방위사업청과의 유기

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획일화 된 SW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먼저,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소프트웨어 위험도 평가 세

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위험도 평가 결과의 양산 단계 적용방안 추가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육.해.공 개발/양산/운용 관련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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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위험, 위협을 정의하고 품질 기준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 합의를 할수 있도록 관련기

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민간분야과 국방분야가 함께 국가 전체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본 IT 인프라

가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생태계 조성에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안전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최상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최

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 본 조사는 무기체계 SW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정책수립과 품질보증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규격을 조사하여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와 타 분야

의 사례를 바탕으로 무기체계 SW의 정책방향 및 품질보증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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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가 원자력 시설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 

1.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Test-bed 구축

가. IPS Test-bed 구축 

�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처리계통 Test-bed는 신한울 1,2호기 IPS의 계통구조 및 기능 중에 사

이버보안 시험에 적합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요소들을 식별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는 동일

한 기능 및 성능을 만족하도록 단중화로 구성. 

� 정보처리계통은 MMI, HDSR, Alarm 의 3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System은 

Server, Client로 구성.

� 기 구축되어 있는 사이버보안 Test-bed(ESF-CCS, DPS)의 외부 연계 위주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 DCS Gateway Server구축을 통해 향후 계통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이버보안 안전계통 

Test-bed인 ESF-CCS와 연계 가능 하도록 구성. 

� DPS Gateway Server 구축을 통해 향후 사이버보안 비안전계통 Test-bed인 DPS와 연계 가

능 하도록 구성.

� 운전원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OWS(Operator Workstation System)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비안전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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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IPS 사이버보안 테스트베드 

나. DPS 사이버감시계통 설계 및 구축 

� DPS 운영 및 유지보수시 사용하는 통신 데이터 패킷을 대상으로 로그 기능을 개발.

� DPS 데이터 변조 및 트래픽에 대한 확인 및 분석기능 개발.

그림 3.4.2. DPS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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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PS 사이버보안 Test-bed Logging & Monitoring systems 개발

� IPS 데이터 취득, 저장,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정보처리계통에 연계되는 Gateway 및 Data Link Sever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구축 

그림 3.4.3. IPS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 설계 

라. IPS 사이버보안 Test-bed제어신호 연계기기 제작

� 비안전계통인 IPS와의 제어신호 모사 및 시험이 가능하도록 기 구축된 IPS(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테스트베드에 비안전 사이버보안 연구를 위한 계통 제어기기에 대한 연계 

신호 침투 시험이 추가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제어신호 연계 기기를 제작함.

� IPS 제어신호 연계기기 DCS 캐비닛, 신한울 1&2호기 기준 IPS 계통기능을 모사 가능한 

Alarm 및 HDSR 소프트웨어, 제어신호 연계기기 시험용 로직을 제작함. 

그림 3.4.4. IPS와 비안전계통간 제어신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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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SF-CCS와 IPS 연계구축 & DPS와 IPS 연계 구축

� 안전계통 ESF-CCS, 비안전 DPS 와 IPS간의 통신 연계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계통간 연계

구축 완료. IPS를 기준으로 계통간 정보 처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및 DB 연동되도록 구성됨.

� IPS에서 제공하는 ARIDES 서버를 기준으로 ESF-CCS, DPS, 비안전 제어기로부터 전달되는 

진단 이벤트, 로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됨. 이를 통해 시스템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흐름과 종류를 규정하고 시험을 위한 통신 환경을 구성함.

그림 3.4.5. ESF-CCS, IPS, DPS 통신 및 정보 연계 

바. 비안전계통 사이버보안 단위시험 장치 제작

� 신한울 1,2호기 IPS(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사이버보안을 위해 기 구축된 테스트베

드에 제어시 사이버 취약성 분석 수행을 위해 비안전등급 DCS 장비의 단위시험을 위한 설비를 

제작함. 

그림 3.4.6. 비안전계통 사이버보안 단위시험 장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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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계통 사이버보안 단위시험 장치 제작

� 사이버보안 취약성 분석 수행을 위해 신한울 1&2호기 ESF-CCS(Engineered Safety 

Features-Component Control System)에 적용된 플랫폼과 동일한 PLC 장비의 사이버보안 

단위시험 장치를 제작함. 

그림 3.4.7. 안전계통 사이버보안 단위시험 장치 설계

2. 사이버 침해대응 및 복구 기술 개발

가. 원자력 I&C 사이버보안 모의사고 분석방법 설정

� 제어기 로직 개발도구 바이너리 취약점 분석 수행



- 368 -

그림 3.4.8. Ollydog를 사용한 메모리 정보 분석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변조를 통한 제어로직 변조공격 및 대응방안 분석 

� 비인가 장치를 통한 제어로직 설치 공격 및 대응방안 분석

나. 제어기 로직 개발도구 바이너리 취약점 분석

� 엔지니어링 도구 리버싱을 통한 암호화 분석 수행

� 엔지니어링 도구 리버싱을 통한 체크섬 분석 수행

다. 제어기 로직 개발도구 바이너리 취약점 분석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DPS, IPS 및 계통간 통신) 점검기술 및 도구 개발   

� 원전제어시스템 계통 통합적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안IPS TEST-BED 대상 모의사고 분석 수

행

라. 국제협력 CRADA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 운영 DHS (Department Homeland Security) 

ICS-CERT (Industrial Control Systems Cyber Emergency Response Team) 사이버보안 

대응팀 운영 경험 기술 공유

� INL SCADA Test-bed 지원 기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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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KAERI, INL간 CRADA 회의

마. 국제협력 CNL(Canadian Nuclear Laboratory) 

� CANDU 대상 기술적 보안조치 및 관련 요건 파악, 기술조사 및 연구개발이 필요한 보안조치 

범위, 선정된 보안조치 구현방안 연구 협의

그림 3.4.10. KAERI, CNL간 연구 협력내용 논의 

바. 국제사이버 위협 정보수집, 분석/관리/DB 구축

� 원자력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보안 기술 취약점 동향 분석 수행

�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보안 기술 및 취약점 동향 분석 수행

� 일반 IT 시스템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보안 기술 및 취약점 동향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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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사이버보안 정책 및 보안기술 동향 분석 보고서 

사.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사이버 보안 모의사고 분석 수행

(1)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변조를 통한 제어로직 변조공격 및 대응방안 분석 수행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변조 시나리오 분석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 스푸핑  DLL 인젝션 공격 분석

� DLL 인젝션 공격을 통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통신포트 변조 가능성 분석

� 시리얼 통신 스푸핑을 통한 모니털이 데이터 변조 분석

(2) Offensive PT tool을 이용한 IPS TEST-BED 모의침투 시험 및 절차서 개발

� 사이버보안 IPS TEST-BED을 대상으로 최신 취약성 리스트 확보 및 분석 리스트 도출

� 모의침투시험을 통해 Exploit 가능 리스트 분류 및 대응방안 분석

� Offensive PT tool을 이용한 IPS TEST-BED 모의침투시험 절차서 개발

그림 3.4.12. 상용 침투시험 도구를 활용한 IPS 취약성 분석시험

(3) IPS TEST-BED 대상 모의사고 분석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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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S Test-bed네트워크 패킷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취약성 도출 

� IPS 서버대상 143개 사이버 취약성 시험항목 분석수행 

� Gateway 서버 취약성 분석 수행 

그림 3.4.13. IPS 통신 분석

바. 원자력 사이버보안 비상사건 복구 방안 연구

(1) 원자력 시설 사이버보안 비상사건 대응 및 복구 계획안

� “원자력시설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기술기준 (KINA/RS-015)”의 “2.3 비상사건 대

응 및 복구” 요건을 만족하는 비상사건 대응 및 복구 계획안 개발

� 컴퓨터 보안사건 대응 팀 구성안, 사이버보안 비상사건 단계별 대응 방안 정의

(2) 사이버침해 대응 기술 비교분석

� 원자력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상용 사이버보안 기술 적용성 평가방법 개발 

- RS-015기준 기술적 보안 기능 분석 : 국내외 관련 기술 검토 및 분석, 

- 상용 보안 기술 조사 : 국내외 ICS 또는 원자력 시설 적용 제품 분석, 국산 APR1400 기

준 적용 가능하거나 대상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이버보안 기술 식별

3. 기기별/계통별/통합 사이버보안성 시험 및 영향성 평가체계 구축

가. 사이버보안성 시험 및 영향성 평가체제 Baseline 설정 및 환경구축/방법설정/계획/절차서 구축

(1) DPS Test-bed에 대한 취약점 점검 시험을 위한 시험 계획 및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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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S를 구성하고 있는 MTP, EWS, 네트워크 스위치를 대상으로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는 시험 절차서 개발

� DPS Test-bed 네트워크 구성 분석 

� DPS 시험 가능 취약점 항목 도출 

(2) DPS Test-bed 대상, 취약점(NIST 800-82 rev.2) 존재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시험 항목 및 

절차 도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활용)

� 대상기기별 NIST 800-82 점검내용을 식별하고 시험 방법 개발

� 취약점 별 보안 대책 및 보안 설정방법 정의 

그림 3.4.14. 사이버보안 시험, 복원 절차서

나. 안전등급 기기 시험 및 영향성 평가수행

(1) 논리제어장치 인증 취약점 분석

� 논리제어장치 인증 우회 가능성 분석

� 인증 취약성 분석 시나리오 도출

� 퍼징 도구(Fuzzing Tool)을 이용한 명령 코드 분석

� 기기 특정 메모리 영역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명령어 확인

� 명령코드, 패킷 사이즈, 암호문 해쉬 값 퍼징 시험 수행

� 메모리 덤프 시험 수행



- 373 -

그림 3.4.15. 논리제어장치 인증 취약점 분석 보고서

(2)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 원전 계통내 자동시험 및 운전원에게 일부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모듈 

등으로 활용 가능한 운영체제에 대한 대응 기술 비교분서 수행

� 원자력시설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기술기준(RS-015) 기술적 보안조치 분석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UNIX 서버 항목 분석

� QNX 운영체제 보안설정 점검항목 도출

� QNX 운영체제 보안설정 점검 항목 상세 및 평가 방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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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X 운영체제 보안설정 점검 항목 code 비고

계정관리

패스워드 미적용 설정 제한 OQ-1-1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OQ-1-2

패스워드 파일 보호 OQ-1-3

root 이외의 UID가 '0' 금지 OQ-1-4

root 계정 su 제한 OQ-1-5

불필요한 계정 제거 OQ-1-6

관리자 그룹에 최소한의 계정 포함 OQ-1-7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 GID 금지 OQ-1-8

동일한 UID 금지 OQ-1-9

사용자 shell 점검 OQ-1-10

사용자 마지막 로그인 시간 점검 OQ-1-11

파일 및 디렉

터리 관리

root 홈, 패스 디렉터리 권한 및 패스 설정 OQ-2-1

파일 및 디렉터리 소유자 설정 OQ-2-2

/etc/passwd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OQ-2-3

/etc/shadow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OQ-2-4

/etc/host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OQ-2-5 이더넷 네트워크 미사용

/etc/(x)inetd.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OQ-2-6

/etc/syslog.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OQ-2-7

/etc/service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OQ-2-8

SUID,SGID,Stick bit 설정 파일 점검 OQ-2-9

사용자, 시스템 시작파일 및 환경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OQ-2-10

world writable 파일 점검 OQ-2-11

/dev에 존재하지 않는 device 파일 점검 OQ-2-12

<user-home-directory>/.rhosts, hosts.equiv 

사용 금지
OQ-2-13 이더넷 네트워크 미사용

UMASK 설정 관리 OQ-2-14

홈디렉토리 소유자 및 권한 설정 OQ-2-15

표 3.4.1. QNX 운영체제 보안설정 점검 항목의 예

(3) 비안전등급 기기(DPS 제어기) 시험, 영향성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수립

� 제어시스템 보안위협 및 취약점 분류

� OPERASYSTEM-1400 DCS 플랫폼 분석을 통한 플랫폼 보안위협 시나리오 도출

� DPS Test-bed 기능 및 환경 분석

� DPS Test-bed 취약점 분석

� DPS 보안 대응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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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DPS 취약성 분석 절차

� 비안전 제어기기 및 DPS 보안성 시험 방향 설정

      - DPS Test-bed 취약점 점검 상세 시험 결과 도출

      - DPS Test-bed의 식별된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응방안 수립

그림 3.4.17. DPS 사이버보안 시험 결과 보고서

다. 사이버보안성 시험 및 영향성 평가체계 보완

(1) 사이버보안성 시험 및 영향성 평가를 위한 통합감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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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F-CCS, DPS, IPS 사이버보안 테스트베드의 각 로그서버 연계 및 데이터 통합 관리 방안 

도출

� ESF-CCS, DPS, IPS 사이버보안 테스트베드의 각 로그 데이터 취합을 통해 계통간의 연계 

및 상태 정보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 ESF-CCS, DPS, IPS 사이버보안 Test-bed이상상태 탐지 분석 수단 구축

그림 3.4.18. 사이버보안성 시험 및 영향성 평가를 위한 통합 감시 시스템

 

라. 시험 및 영향성 평가 환경구축/방법설정/계획/절차서 구축

(1) CRADA 협약에 따른 INL 사이버보안 취약성 평가 훈련 참가

그림 3.4.19. CRADA 협력에 따른 취약성 평가 훈련

� l&C Protocols Reviews, Attack Types, Network Attacks

� PLC / Hardware Attacks and Reverse Engineering : INL 구축된 사이버보안 

Test-bed구성을 참고하여 평가 훈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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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INL 사이버시험용 TESTBOX 구성

� Cyber incident and event monitoring, Forensic : INL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프로토콜 

퍼징 수행, unknown 프로토콜 분석 방법 및 하드웨어 해킹 기술 실험 수행

그림 3.4.21. INL 사이버보안 교육용 장비

(2) IAEA CRP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 (2016~2019)

� IAEA 주관 CRP “Enhancing Computer Security Incident Analysis and Response 

Planning at Nuclear Facilities” 참여 확정

� IAEA CRP는 미국, 독일, 중국, 오스트리아, 한국, 폴란드, 캐나다,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

화국, 헝가리, 브라질, 멕시코 참여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Classificatio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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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of information for the Identification of Cyber Security Events in NPP 

I&C systems 연구를 주제를 제안하고 향후 3년간 연구수행 협약

그림 3.4.22. IAEA CRP 회의

마. ESF-CCS, IPS 시험 및 영향성 평가방안 연구

(1) 원전 필수디지털자산 사이버보안 영향성 평가 분석방법 개발

� Consequence Analysis 분석 기준을 반영하여 계통별 사이버보안 영향성 평가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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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스트베드로 구축된 ESF-CCS, DPS, IPS를 대상으로 계통별 사이버보안 영향성 평가를 

위한 자료 분석

(2) ESF-CCS 및 IPS 평가결과 활용방안 수립

� 대상 설비 공급/운영기관 비공개 설명회

� 산업부 사이버보안 시험 및 검증기술 개발 관련 과제등 타부처 기술 개발에 KAERI 가 확보

하고 있는 Test-bed를 기반 시설로서 지원

� 원자력 사이버보안 주요 연구기관간의 연구 결과 지원 : 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KINAC, 한수원에 제한적 연구 결과물 공유 

그림 3.4.23 사이버보안 연구 협력 공문 

4.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사이버보안교육 

가. 사이버보안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1) 신한울 제1발전소 전직원 대상 “발전소 디지털 장비 사이버위협, 심층방호 및 보안등급 Attack 

Vectors(공격경로) 교육 수행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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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신한울 제1발전소 사이버보안 교육 지원

(2) 한수원 사이버보안 신입직원 대상 “원자력발전소 사이버보안 규제 정책 및 동향” 교육 수행 

(2015. 4)

그림 3.4.25. 한국수력원자력 신입직원 교육자료 지원

(3) 한수원 사이버보안 실무자 교육 수행 (2015. 9)

그림 3.4.26.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보안팀 교육 지원

(4) IAEA 사이버보안 E-Learning  교육자료 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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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신규로 발표한 Security of Nuclear Information No. 23-G 가이드를 IAEA 회

원국 관련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내용 전달을 위한 E-Learning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컨설팅 

수행 (2015. 3)

그림 3.4.27. IAEA E-learning 자료 개발지원 

(5) 신한울 제1발전소 시험/유지보수 장비 사이버보안 기술 지원 

그림 3.4.28. 신한울 제1발전소 시험/유지보수 장비 사이버보안 기술 지원

(6) 신한울 제1발전소 사이버보안 운영지침 검토 및 개선안 제공 (2015. 5)

� 유지보수 장비에 대한 CDA 식별 보안성 평가 범위 설정 및 평가 절차 유효성 검증 지원 

� 안전등급 시험 장비 대상 운영절차 필요성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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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신한울 제1발전소 사이버보안 운영지침 검토 및 개선안 

(7) 사이버보안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Permanent Coordinating Group Meeting)

� 1단계 2013-2015(2년) 종료 : 사이버보안 Test-bed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  

� 2단계 2015.11-2018.10(3년) 추진 KAERI와 미 DOE PCG 체결로 미국의 PNNL(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의 사이버보안 훈련 및 교육 

자료 도입 추진. 계약 체결은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와 미국 에너지부(DOE) 간 

진행됨.

그림 3.4.30. PCG 업무 

(8)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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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국제기준 및 지침 NST047(Computer Security Techniques for 

Nuclear Facilities)개발 지원

� IAEA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 : 2016.3 한수원 개최 NTC 유치 지원

그림 3.4.31. IAEA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 지원  

(9) 한-인도 원자력 기술협력 세미나 (2015.11 인도 뭄바이)

� 사이버보안 논문 1편 발표

그림 3.4.32. 한-인도 원자력 기술협력 발표자료



(10) 기타 국내기관 기술협력

� 원전 I&C 사이버보안 워킹그룹 운영 (3회)

       - 원전 I&C 사이버보안 연구 현황 공유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운영사, 개발사, 설계사 

및 유관기관의 국내 사이버보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워킹그룹 운영

       - 원전 사이버보안 R&D 및 적용 방안을 위한 실무자 회의 진행 (2015. 4)

       - 원전 설계단계 사이버보안 기술 적용에 관한 실무자 회의 진행 (2015. 8)

       - 원전 SDOE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실무자 회의(2015. 12)

그림 3.4.33. 원전 I&C 사이버보안 워킹그룹 

� 국내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술기준 개발 자문 수행 

(2015. 11) 

그림 3.4.34. 사이버보안 자산식별 

기술기준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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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안/강의 개발 지원

(1) 미 DOE와 PCG 협약을 통한 원전 사이버보안 교안 개발

� INL 제공 원전 사이버보안 자료 식별

� KHNP 및 KINAC과 사이버보안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그림 3.4.35. 사이버보안 인식훈련 PCG 업무 회의

� TR 보고서 발행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및 훈련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개발전략”

   - 국내 규제기준인 KINAC/RS-015의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시급한 

인식제고 프로그램뿐 아니라 원자력시설에서 시행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행 대상을 구분하고, 종류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 분류.

   -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제약사항을 기술하고, 제약사항이 존재하

는 현 상황에서의 프로그램 내용 개발과 제약사항이 해결됨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완

하도록 하는 개발전략을 제시.

   - 본 TR보고서는 국내 원전 사이버보안 관련기관인 KINAC,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및 

국내 주요 보안업체의 요청에 따라 자료 배포 및 기술지원 수행.



- 386 -

그림 3.4.36.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및 훈련 프로그램 내용 분석 및 

개발전략 보고서 발행

 

(2) 워크숍 개최 및 유관기관 기술지원

� KNS 2016 워크숍 “E 원자력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및 적용 현황” 개최 

그림 3.4.37.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및 적용   

현황”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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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I&C 사이버보안 워킹그룹 개최

그림 3.4.38. 원전 I&C 사이버보안 워킹그룹 개최

� 기관별 기술지원 이력

   - 사이버보안 평가를 위한 자산식별 및 대응 계획 기술 지원

   - 신규 건설원전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방안 기술 지원 

   - 심층방호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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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명 기술지원 기관

자산식별 및 비상사건 대응 계획 수립 방안 회의 한전기술 (AE/SD 사이버보안 담당팀)

가동원전 사이버보안성 평가방안 기술지원 회의 한전 KDN (사이버보안 담당팀)

CS 및 CDA 식별 및 사이버보안성 평가 방안 기술지원 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이버보안 담당팀)

신규 건설원전 사이버보안 규제 및 대응 방안 기술지원 회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안보.사이버보안실)

가동원전 사이버보안성 평가방안 기술지원 한전 KDN (사이버보안 담당팀)

사이버보안 연구 협력 및 기술지원 회의 

(TEST-BED공동활용방안 및 교육 장비 구축요청)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안보.사이버보안실)

원전 사이버보안 비상사건대응 기술지원 KORAD, KINAC외 가동원전 운영기관

가동원전 사이버보안 대응방안 기술지원 한전 KDN (사이버보안 담당팀)

신규 건설 사이버보안성 평가방안 기술지원 한전기술 (AE/SD 사이버보안 담당팀)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계획 3단계 이행항목 “심층방호 및 비

상대응” 관련 규제기관 검토사항 및 기준 기술자문
KINAC

표 3.4.2. 원전 사이버보안 기술지원 내용 및 기관

그림 3.4.39. 원전 사이버보안 기술지원

(3) SCADA DEMO KI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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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시험 연구 지원을 위해 DEMO KIT 개발

� 실제 PLC, RTU 및 HMI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SCADA 및 산업제어시스템(ICS)을 구축

� DoS공격, MITM, 데이터 변조, 통신 방해 등 사이버공격 시험을 직관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결과에 따른 물리적 영향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발됨.

그림 3.4.40. 사이버보안 데모킷 개발

(4) 사이버보안 콘텐츠 개발(동영상 제작) 

� PCG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사이버보안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

   - 사이버 보안 정의 및 공격자 유형에 대한 교육 콘텐츠

   - 공격에 사용되는 악성코드 유형에 대한 교육 콘텐츠

   - 공격 과정

   - 공격 경로

   - 공격 방법

   - 제어시스템 공격 방법

   - 공격 결과

   - 사례

그림 3.4.41 사이버보안 이러닝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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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원자력 계통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체계 구축

1. 원전기기 노후도 신속진단 기술 연구

   가. 원전 수동기기 광역진단 기법 연구 

   (1) 수동기기 결함 영상화 시스템 개발

� 배관, 압력기기 등 원전 수동기기는 사용 연한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 유동에 의해 두께가 감소

하거나(감육), 내부 이물질 충격 또는 외력에 의해 기기 또는 용접부에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

는 것이 필요하나 기기 내부에 결함이 있거나, 고온 조건에서 운전 중인 경우에는 검출이 어려

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격에서 구조물의 두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 및 결함 영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음. 본 연구

에서 개발한 결함 영상화 알고리즘은 구조물에 전파되는 단일 주파수 정현파(standing wave)

의 웨이브넘버의 변화를 검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이는 Flynn 등 에 의해 처음 제안된 방

법으로 구조물 내에서 유도 초음파 형태로 전파하는 다양한 모드 중에 결함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모드를 선정하고, 웨이브넘버 변화를 검지할 수 있는 협대역 필터를 이용하여 측정 지

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웨이브넘버의 대표값을  선정하여 가시화하는 방법임. 이 기법은 

Acoustic Wavenumber Spectroscopy (AWS)라 부르며 그림 3.5.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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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Acoutic Wavenumber Spectroscopy 방법

� 이 기법에서는 압전 트랜스듀서를 고정시켜 사인파를 가진하고, 갈바노미터와 LDV (laser 

Doppler Vibrometer)를 이용하여 설정된 영역을 원격에서 스캔하여 신호를 취득함. 취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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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대해서는 그림 3.5.2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영상화함.   의 3차원 행렬을 

푸리에 변환하여 2차원 행렬   을 계산하고, 원하는 모드만을 남기기 위한 고주파 대

역만 필터링한 후, 그 결과를 웨이브넘버 필터 뱅크  에 통과시키고, 역 푸리에 변

환을 수행하여   를 계산함. 계산된    가 최대가 되는 를 찾아서 웨이브넘

버 맵을 생성하면 구조물의 영상화 맵을 얻을 수 있음.

� 이렇게 계산된 영상은  의 밴드 폭에 따라 잡음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잡음의 강건

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스무딩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원신호를 왜곡하지 않고 최소화하여 

스무딩하는 국소 공간 웨이브넘버 필터링 기법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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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결함 영상화 알고리즘

� 국소 공간 웨이브넘버 필터링 방법은 그림 3.5.3과 같이 Local wavenumber estimation에

서 착안한 방법으로 AWS를 이용하여 계산된 웨이브넘버에서 국소 공간을 지정하고, 해당 공

간의 평균 웨이브넘버를 계산하여 스무딩하는 방법임.

x

y

x

y

2d FFT results of

local area Sum and average of 2d FFT

Calculate average
wavenumber

그림 3.5.3. 국소 wavenumber 필터링 방법

� 제안한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구조물 결함 영상화를 수행할 수 있는 표 3.5.1과 같은 사양을 

지닌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을 그림 3.5.4와 같이 개발하였음. 이 시스템은 단일 주파수 발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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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발생기, 고전압 증폭을 위한 증폭 앰프, 가진을 위한 압전 트랜스듀서, 영역 스캐닝을 위

한 미러 시스템, 원격에서 진동 신호를 수신하는 LDV 및 DAQ로 구성됨.

Power Amp

DAQ

Vibrometer
controller

Vibrometer beam

Pre-Amp

Scan areaPZT actuator

Vibrometer/Galvanometer
Vibration signal

그림 3.5.4. 레이저 기반 배관 이면 결함 스캐닝 시스템

표 3.5.1. 배관 이면 결함 스캐닝 시스템 주요 사양

구성품 주요 사양

압전 트랜스듀서 직경 0.5 인치, 두께 0.2 인치

측정 주파수 1 kHz ~ 1.5 MHz

Power amplifier Frequency range : 10 kHz ∼ 100 MHz, 150 W

DAQ Sampling rate : 10 Ms/s, 12 bit

LDV controller Frequency range : 0.5 Hz ∼ 1.5 MHz

Pre-amplifier Frequency range : 100 kHz ∼ 50 MHz, Gain < 64 dB

� 수동기기 결함 이면 스캐닝 유닛은 그림 3.5.5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레이저 바이브로미터에

서 레이저가 발진되고, Dynamic Focusing Module에서 거리차이 보정이 이루어짐. 이를 

Z-focus shift range라고 하며, ±180 mm의 거리차이 보정이 가능하 때문에 배관 등의 곡

률이 있는 검사체에 적용이 가능함. 최대 스캐닝 범위는 500 mm × 500 mm, 최대 선속도

는 5 m/s, 최대 20인치 배관 스캔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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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배관 이면 결함 영상화 시스템 핵심 요소

�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3.5.6과 같이 두께 3 mm의 알루미늄 평판에 (i) 

50 mm × 50 mm의 면적으로 1.5 mm 깊이로 가공한 결함 시편(그림 3.5.6(a))과 ii) 30 

mm × 100 mm 면적에 두께가 0.5 mm에서 2.5 mm까지 변화하도록 가공한 결함 시편(그

림 3.5.6(b))을 제작하였음.

(a) 감육 깊이 일정 (b) 감육 깊이 변화

그림 3.5.6. 감육 평판 시편

� 위의 시편에 대한 기존 방법과 개선 방법 적용 결과를 3차원으로 비교하면, 그림 3.5.7(a)의 

AWS 적용 결과에서는 결함이 없는 가장자리에서의 웨이브 넘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림 3.5.7(b)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개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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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WS 알고리즘 적용 결과 (b) 국소 wavenumber 필터링 결과

그림 3.5.7. 결함 영상화 알고리즘 별 평판 결함 영상화 결과 비교 : 감육 깊이가 동일한 경우

� 그림 3.5.8은 결함 깊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시편 (그림 3.5.6(b))에 대한 영상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3.5.8(a)의 AWS를 적용한 영상화 결과에서는 가장자리 및 결함이 없는 

부분에서의 웨이브 넘버 증가 현상을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영상화 

결과인 그림 3.5.8(b)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며 결함 경계면의 형상이 선명해진 것을 확

인할 수 있음. 비결함 부에서의 비대칭 Lamb파 기본 모드(A0 모드)의 웨이브넘버를 비교하면 

두께 3 mm의 알루미늄 평판에서의 이론치 99.4 m-1 대비 AWS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최대 

159.6 m-1, 본 연구의 알고리즘 적용 결과에서는 23.5 m-1의 오차가 나타나 최대 오차가 

160.6 %에서 9.1 %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는 국소 공간 웨이브넘버 필터링으로 스

무딩이 되어 보정이 되는 효과임.

(a) AWS 알고리즘 적용 결과 (b) 국소 wavenumber 필터링 결과

그림 3.5.8. 결함 영상화 알고리즘 별 평판 결함 영상화 결과 비교 : 감육 깊이가 변하는 경우

� 이상과 같이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구조물의 결함을 영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구조물 결함 영상화와 관련된 기존 기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영상화를 구현할 수 있으며 결함의 정량적 평가 또한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관 결함 영상화를 하기 위해, 표 3.5.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두께 

7.1 mm, 6인치 배관을 선정하고 축방향 길이 50 mm, 원주방향 길이 43 mm 감육 결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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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20, 40, 60, 80 %로 제작하였음.

표 3.5.2. 감육 배관 시편 사양

외경 165.8 mm

두께 7.1 mm

축방향 길이 50 mm

원주방향 길이 (각도) 43 mm (30°)

결함 종류 

(두께 변화)

(1.42 mm) 20%, 2.84 mm(40%), 4.26 mm(60%), 

5.68 mm (80%)

t

7.
1 

m
m

43 mm

50
 m

m

t = 1.42 mm (20%), 2.84 mm(40%), 4.26 mm(60%), 5.68 mm (80%)

그림 3.5.9. 감육 배관 시편의 감육 양상

� 위의 시편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화를 수행하였음. 영상화 결과는 

그림 3.5.10과 같이 나타남. 감육량이 20 % 일 때는 A0모드의 웨이브넘버 차이가 ±3% 이내

이기 때문에 구별이 불가능하여 영상화가 어려움. 60% 이상의 감육 결함에서는 뚜렷하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평판과 비교하여 두께 민감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이브로미터를 이용한 속도 수집시 진동면과 수직일 때, 신호의 세기가 가장 크게 측정

되나 배관은 곡면이 존재하여 레이저 반사 신호가 산란되어 S/N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발생하

는 현상임.

� 그림 3.5.11은 그림 3.5.9와 동일한 배관에서 FEM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결과임. 그림 

3.5.11(a)는 전술하였듯이, 분산선도의 속도 차이가 적어 웨이브넘버가 변하지 않아 실험과 동

일하게 나타남을 보여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감육 두께가 40%에서부터 구별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남. 이는 FEM 결과에서 배관의 직교방향의 속도 성분을 에너지 소실없이 측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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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2 mm (20%) (b) 2.84 mm (40%)

(c) 4.26 mm (60%) (c) 5.68 mm (80%)

그림 3.5.10. 감육 깊이에 따른 감육 영상화 결과 (실험)

(a) 1.42 mm (20%) (b) 2.84 mm (40%)

(c) 4.26 mm (60%) (c) 5.68 mm (80%)

그림 3.5.11. 감육 깊이에 따른 감육 영상화 결과 (해석)

   (2) 압력기기 내 초음파 전파 3차원 해석모델 구축

� 수동기기의 신속한 건전성 검사에는 초음파 탐상 기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사선 

검사기법의 인체 유해성으로 인해 초음파 검사의 적용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질 전망임. 원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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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을 갖고 있으며 운전 변수에 따른 노후 양상도 다양하므로 기기에

서의 초음파 전파 현상에 대한 해석적 이해가 필요함. 또한 원전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속이물

질에 의한 충격이 기기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구조물에서의 실험

적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구가 필요함. 그러나 구조물에서의 

고주파수 탄성파 전파 현상에 대한 해석적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에서의 탄성파 전파 현상에 관한 시뮬레이션 모델과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음. 평판 구조물에서 강구 충돌에 의해 탄성파가 발생, 전파되는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음. 

� 탄성 유한요소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평판 구조물의 충격파 전파거동을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음. 해석을 위해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의 

implicit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모델링의 단순화와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해 원형 평판을 대상

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음 (그림 3.5.12 참고).

� 실험은 2.0 m × 2.0 m × 0.01 m의 SUS 평판에 강구를 충돌시켜 취득된 신호를 시뮬레이

션 결과와 비교하였음 (그림 3.5.13 참고).

(a) 해석 모델 개요 (b) 유한 요소망

그림 3.5.12. 평판 구조물 해석 모델

(a) 실험 시편 (b) 실험 시편 개요도

그림 3.5.13. 평판 구조물에서의 충격 신호 전파 실험 

� 유한요소해석기반의 탄성파 또는 초음파 모델링시 반사파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관심영역을 

포함한 매우 넓은 영역을 모델링해야 하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임.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가상의 흡음층(ALID: Absorbing Layer using Increasing Damp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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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여 구조물 경계면에서 발생되는 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거리에 따라 

질량비례댐핑(mass proportional damping) 값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도록 모델링하였음. 또

한, 평판, 직관 및 곡관 형상의 흡음층에 질량비례댐핑값을 자동으로 부여하기 위한 ALID 자

동생성모듈을 개발하였음.

Excitation point

Absorbing layer Absorbing layer

x

( )[ ]xC( )[ ]xC

x

(a)

(b) 

그림 3.5.14. (a) 흡음층 개념도 및 (b) 흡음층 물성치 자동 입력 모듈

� 해석모델 단순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흡음층를 삽입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정

사각형 평판을 원형평판으로 단순화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도 반사파의 영향이 미

치치 않는 영역에서는 모델단순화의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그림 3.5.15. 충격 신호 전파에 대한 흡음층 영향 비교

� 그림 3.5.16은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으로서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가 20 kHz인 저주파 통과 필터를 거친 가속도 신호를 나타냄. 계산된 가속도 신호

와 측정된 가속도 신호의 경향이 잘 일치하였으며 가속도 크기도 26 % 이내에서 잘 일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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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a) 충격 지점 거리 - 0.4 m (b) 충격 지점 거리 - 0.6 m

그림 3.5.16. 충격 지점에서의 거리에 따른 센서 신호

� 두 센서에서 측정된 굽힘파의 가속도 신호의 도달 시간차(arrival time difference)를 측정하

기 위해 시간 및 주파수 분해능을 독립적으로 향상시켜 시간 및 주파수 모두 분해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위그너-빌 분포 기법을 사용하였음. 

� 그림 3.5.17은 강구 충격에 의한 가속도 신호의 위그너-빌 분포임. 위그너-빌 분포상의 실선

은 굽힘파 가속도의 주파수별 최대 크기 곡선(peak magnitude line)을 나타내며, 이로부터 

모든 주파수 성분들이 동일한 시간에 발생하나 측정거리에 따라서 주파수별 도달 시간이 달라

지는 분산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충격 지점으로부터 0.6 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중심 주

파수(center frequency)와 계산된 중심 주파수는 각각 6,060 Hz과 5,435 Hz로서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약 10% 내에서 시험결과와 잘 일치하였음.

(a) 실험 결과 (b) 유한 요소 해석 결과

그림 3.5.17. Wigner-Ville 분포 해석

� 유한요소 해석으로 계산한 평판 구조물에서의 굽힘파의 군속도를 이론식 및 실험으로 구한 군

속도와 비교하였음. 그림 3.5.18과 같이 가속도 신호 측정위치에 따라 위그너-빌 분포의 최대

크기 곡선을 동일한 평면상에 나타내어 주파수별 도달 시간차를 계산하였음. 센서간 거리와 도

달 시간차의 비로부터 군속도를 계산하여 그림 3.5.19에 나타내었으며, 유한요소 해석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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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예측한 결과는 실험 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음.

그림 3.5.18. 센서별 충격 신호 시간-주파수 분석 결과

그림 3.5.19. 평판에서의 충격 신호 전파 속도 선도

� 판 구조물을 대상으로 검증된 유한요소 해석기법을 실구조물에 확대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한국 표준형 원전 원자로 1/4 축소 모델과 증기 발생기 1/2 축소 모델에 대해 

충격파 전파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였음. 

� 그림 3.5.20은 원자로 1/4 축소모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으로서 

가속도 신호 및 위그너-빌 분포를 나타낸 것임. 계산된 가속도 신호와 측정된 가속도 신호의 

경향이 잘 일치하였으며, 가속도 크기와 중심주파수는 각각 48%, 22% 이내에서 잘 일치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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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그너-빌 분포 (해석)

(a) 충격 신호 (c) 위그너-빌 분포 (실험)

그림 3.5.20. 원자로 1/4 모델에서의 충격 신호 해석치 및 실험치 비교

� 그림 3.5.21은 증기발생기 1/2 축소모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으

로서 가속도 신호 및 위그너-빌 분포를 나타낸 것임. 계산된 가속도 신호와 측정된 가속도 신

호의 경향이 잘 일치하였으며, 가속도 크기와 중심주파수는 각각 5%, 6% 이내에서 잘 일치하

였음.

1
0

71
0

2

Waves Reflected from Boundary

(a) 위그너-빌 분포 (해석)

(a) 가속도 신호 (c) 위그너-빌 분포 (실험)

그림 3.5.21. 증기발생기 1/2 모델에서의 충격 신호 해석치 및 실험치 비교

� 강구 충격 위치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탄성파의 에너지가 확산되어 거리 감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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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됨. 유한요소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거리 감쇠 시험 결과를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음. 그림 3.5.22(b)와 같이 가속도 크기의 예측 결과가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였

음. 따라서 유한요소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용기 등 실구조물의 충격

파 전파 거동을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 충격 신호 감쇠 실험 (b) 시간에 따른 가속도 신호 크기 변화

그림 3.5.22. 가속도 신호 변화에 대한 실험 및 해석치 비교

� 정합성이 검증된 유한요소해석기법을 기반으로 증기발생기 1/2 축소모형에 대한 충격질량지표

를 개발하였음. 증기발생기 1/2 축소모형에 대한 충격질량지표는 그림 3.5.22에 나타내었으며, 

충격지점으로부터 500 mm 거리에서 계산된 결과를 분석하여 충격파의 중심 주파수 및 가속

도 크기를 강구의 질량과 속도의 함수로 표현하였음. 

그림 3.5.23. 해석 기반 강구 충격-질량 지표

� 유한요소해석 기반의 충격질량지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수행하였음. 

블라인드 테스트에 사용된 강구의 질량은 200.7 및 105.5 g, 속도는 각각 0.97 및 2.16 m/s

였으며, 충격 위치로부터 300 mm 지점에서 측정된 충격응답 가속도 신호를 분석하여 본 연

구에서 유한요소해석기법에 기반하여 구축된 충격질량지표에 적용하여 질량을 예측하였음. 내

삽법으로 구한 추정 질량을 표 3.5.3에 나타내었으며 강구의 질량을 최대 15 % 이내에서 잘 

예측하였음. 이러한 차이는 유한요소해석시 발생하는 가속도 크기와 중심 주파수 크기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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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실험방법 개선 및 분석기법의 정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그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5.3. 해석에 의한 강구 질량 추정 결과

질량 (g) 충돌속도 (m/s) 추정 질량 (g) 차이 (%)

105.5 2.16

77.09 3

78.79 -7

83.22 -9

200.7 0.97

133.71 5

143.49 1

125.8 15

� 결론적으로 유한요소해석기법을 적용할 경우 제한된 도면과 재료물성 데이터만으로 실제 원자

력발전소 실구조물에 대한 충격질량지표를 개발할 수 있으며, 금속이물질 감시시스템(LPMS: 

Loose Part Monitoring System)에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금속이물질의 질량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기반으로 AWS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음. 단일 주파수 정현파에 의해 가진되는 구조물에 전파되는 탄성파의 웨이브

넘버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정상상태 응답해석을 수행하였으며 AWS 기법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음. 

� 200.0 mm × 200.0 mm × 5.0 mm의 알루미늄 평판 후면부에 정사각형 형태의 감육결함

(길이 40 mm, 깊이 3.05 mm, 4.05 mm)을 가공한 시편을 이용하여 해석 및 검증실험을 수

행하였음. 해석을 위해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의 implicit 코드를 사용하였

음. 계산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소크기는 파장의 1/10로 모델링하였으며, 200 kHz

의 정현파로 평판 전면부를 가진하여 정상상태 응답을 계산하였음. 

(a) (b)

그림 3.5.24. (a) 감육 평판 모델, (b) 감육부 FE 모델

� 그림 3.5.25(a)는 정상상태 응답해석 결과로서 평판 수직방향의 변위를 나타낸 것이며 감육부

의 변위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며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5.25(b)는 AWS 기법을 적용하여 감육결함을 가시화한 영상임. 그림 3.5.25(c)는 해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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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취득된 신호를 ASW 처리하여 구한 감육결함 깊이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AWS 기

법의 성능검증과 새로운 구조물에 적용 가능성 유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 (b) (c)

그림 3.5.25. (a) 변위 응답 (b) AWS 알고리즘에 의한 결함 영상화 결과 및 (c) 해석 및 실험 결과 

비교

� 그림 3.5.26은 200 kHz의 정현파 가진 조건 하에서 감육 깊이 및 크기 변화에 따른 AWS 적

용결과를 비교한 것임. 감육 깊이가 작을 경우 깊이 변화에 따른 웨이브넘버의 변화가 상대적

으로 작아 결함 깊이를 측정시 오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됨. 또한, 결함길이가 20 

mm 이하일 경우에 결함 깊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예측되었음. 따라서 향후 작은 크기의 감육 

결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진 주파수 및 모드를 다양화하여 최적의 분석 방법을 결정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 (b)

그림 3.5.26. (a) 결함 깊이 및 (b) 결함 크기의 영향

   나. 진동신호기반 배관감육 진단기술 개발

� 배관 감육(wall-thinning)을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육 검사 구역에서 초음파 측

정기를 이용하여 포인트 별로 두께를 측정하고 있음. 이는 신뢰도는 높으나 검사에 많은 시간

이 걸려 한정된 수의 배관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으며 설비 가동 중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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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에 넓은 구역에 걸쳐 감육을 검사할 수 

있는 진동신호기반의 배관 감육 진단기술을 연구하였음.

� 배관 원주 방향 또는 길이 방향으로 진동이 전파할 때의 속도를 측정하고, 이 전파 속도와 배

관 두께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배관 두께를 추정함. 진동 신호는 충격 망치 등에 의해 발생시키

는데 충격 신호에는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고 주파수 성분마다 전파 속도가 달라(분산 

특성) 배관에서 전파될수록 파형이 변함. 이러한 신호는 시간-주파수 분석 기법으로 처리하지

만 시간-주파수 분석을 위해서는 H/W가 복잡해지고 신호의 중심 주파수에 따라 오차가 발생

하게 됨.

� 시간-주파수 분석이 아닌,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 간 상호 상관도(cross-correlation)를 계산하

여 센서 간 시간 지연을 추정하고 이와 측정 구간 간 평균 두께의 상관성에 기반하여 두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음.

� 또한 시간 지연 측정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충격 신호와 같이 주파수 성분이 광대역

(wideband)에 분포하는 것이 아닌, 단일 주파수 성분(monotone)만이 포함된 가진 신호를 발

생시키고 이를 측정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음.

그림 3.5.27. 단일 주파수 가진 및 cross-correlation을 이용한 감육 검출 절차

� 이를 이용한 감육 검사 실험을 위해 그림 3.5.28과 같이 구성을 하였음. 함수 발생기

(function generator)와 소형 가진기를 이용하여 배관에 단일 주파수 진동 신호를 발생시키

며, 감육 검사 구간에 두 개의 진동 측정 센서(통상 가속도계)를 부착하고 측정된 신호를 측정 

및 저장한 후 시간 지연을 계산하였음. 

� 실험 대상은 외경 203 mm의 곡관으로, 정상 배관과 감육 정도가 다른 감육 배관 5 개를 제

작하여 데이터를 측정하였음. 기준 신호는 3주기의 3 kHz의 정현파 신호를 함수 발생기에서 

발생시켜 가진기에 입력하였음.

� 그림 3.5.30에서와 같이 시간 지연 계산 결과는 배관별로는 큰 오차가 없으며, 각 배관에서의 

측정 결과도 실제 두께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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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8. 감육 검사 실험 및 요소별 기능

시편
검사구역 평균 두께 

(초음파 측정, mm)

정상 6.5

감육 1 5.0

감육 2 4.8

감육 3 3.9

감육 4 3.5

감육 5 3.3

그림 3.5.29. 감육 검사 테스트 시험 결과 (203 mm 배관 대상)

그림 3.5.30. 감육 측정 실험 결과와 실제 감육량과의 비교

� 감육 배관의 진동 특성 변화를 이용한 감육 검사 장비를 개발하였음. 배관에 압전 트랜스듀서

(PZT, Lead Zirconate Titan)를 부착하여 감육에 따른 배관의 진동 특성 변화를 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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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음. 이 기법 및 장치를 이용하면 압전 재료를 배관에 부착

하고 피복재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육 검사가 가능함. 이 기법의 개요도는 그림 

3.5.31과 같음. 

그림 3.5.31. 배관 진동 및 임피던스 변화를 이용한 감육 검사 장비 원리

�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배관 진단 알고리즘은 전기-기계 임피던스(Electro-Mechanical 

Impedance)를 이용하여 감육에 따라 변화하는 배관의 진동 쉘(shell)모드를 측정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함. 배관형상의 원통형 관의 쉘모드는 식(3.5.1)과 같으며 강성과 질량에 따라 쉘모드의 

고유진동수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원리로부터 압전 트랜스듀서로 배관을 가진하고 

가진에 의한 응답을 그림 3.5.32(a)와 같은 회로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는데 이 때 배관에 

감육 발생 정도에 따라 쉘모드의 고유진동수가 변화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출력 값을 

분석하여 배관 감육 발생 여부를 판별함. 이때의 측정되는 임피던스는 식(3.5.2)와 같으며 검사

하는 구조물의 임피던스 와 압전재료의 임피던스 에 조합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음.

� 제안한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배관의 감육을 진단하기 위한 장비구성도는 그림 3.5.32(b) 와 같

이 구성하였음. 이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및 압전 트랜스듀서의 가진을 위해 NI 사의 데이터 

수집장비 NI-6366과 데이터 후처리 및 신호 분석을 위해 Microsoft 사의 Surface와 Matlab

을 활용하였음. 자세한 사양은 표 3.5.4와 같음.

 





  

(3.5.1)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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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주요사양

압전 트랜스듀서 PZT5A(NAVI-Ⅱ), 직경 0.5인치, 두께 0.2 인치

데이터 수집 장비 NI-6366, Sampling rate : 2 Ms/s, 16 bit

데이터 분석용 하드웨어 Surface(Microsoft)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Matlab

표 3.5.4. 진동-임피던스 기반 배관 감육 검사 장비 주요 사양

(a) 압전소자 회로 (b) 실험 결과

그림 3.5.32. 진동-임피던스 기반 배관 감육 측정 시험 구성도

�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3.5.33과 같이 시험시편(  = 165 mm, t = 7 

mm, L = 130 mm)을 제작하였음. 배관의 감육을 모사화하기 위해 배관의 반경방향으로 30°, 

두께 방향으로 감육의 깊이를 단계적으로 증가해가며 실험을 수행하였음.

� 그림 3.5.34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관의 감육이 0.2 mm 생성되었을 때의 

배관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임. 그림 3.5.34의 ①은 측정 주파수 및 평균화 횟수를 설정하여 측

정된 배관의 임피던스를 나타내며, ②는 배관 선택 단계, ③은 측정신호 분석 단계이며 기존 

배관의 단계별 데이터로부터 측정데이터를 비교 분석 하는 단계임, ④는 감육의 깊이 및 감육

량을 판정하는 단계로 본 실험에서 수행한 0.2 mm의 배관의 감육을 0.19953 mm 로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5.33. 감육 배관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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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4. 진동-임피던스 기반 배관 감육 검사 장치 운용 프로그램

   다. 비공진 진동 센서 연구 

� 수동기기의 진동 측정은 압전형(piezoelectric) 가속도계를 사용하고 있음. 압전형 가속도계는 

상용화 역사가 오래되었고 높은 정확도로 신호를 측정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200℃ 이

상에서는 압전 효과가 사라지므로 고온 환경에서는 단열 등의 조처가 필요함. 무엇보다 압전 

소재 자체의 질량과 강성으로 인한 센서 자체의 공진 주파수가 존재하여, 측정 가능한 신호의 

주파수 대역에 한계가 있음. 

� 기존 상용 압전형 가속도계의 공진 주파수에 따른 사용 대역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

서는 전자기장 기반의 비공진형 가속도계를 연구하고 시작품을 제작하였음. 이 가속도계는 전

기 전도체가 자기장(B)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진동할 때 속도 성분(v)과 자기장에 직교하는 방

향으로 전도체에 와전류(J)가 발생한다는 로렌츠 힘 원리에 의해 진동 신호를 측정함.

그림 3.5.35. 로렌츠 힘 원리를 이용한 진동 신호 측정 개념도

    

Permanent magnets
(NdFeB)

Coil patterned 
conductor

Sensor
housing

그림 3.5.36. 로렌츠 힘 원리를 이용한 진동 신호 측정 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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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센서는 정적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영구 자석, 전도체에 발생한 와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코일 및 센서 하우징이 필요하며. 각 요소가 센서의 측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함.

� 자기장의 크기는 센서의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우선 자석 형상 및 배치가 다른 4가

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각 모델별 자기장 분포와 최대 자속밀도 지점을 해석하였음. 본 센서에 

사용되는 자석은 네오디뮴(NdFeB)으로 주요 물성치는 표 3.5.5와 같음.

(a) 수평 배치 (case A) (b) 10 mm 자석 수직 배치, (case B)

(c) 경사 배치 (case C) (d) 8 mm 자석 수직 배치 (case D)

그림 3.5.37. 자석 배치에 따른 자기장 해석 모델

표 3.5.5. NdFeB 자석 물성치

Remanent 

magnetic flux (T)

Coercivity

(kA/m)

Energy product

(kJ/m3)

Curie temperature

(℃)

1.0  1.4 750 - 2000 200 - 440 310  400

� 모델별 자속밀도 분포 해석 결과는 그림 3.5.38과 같음. 가로 방향 자석 배치에서는 아랫면에

서의 자속밀도가, 세로 방향 및 경사 방향 배치에서는 중심에서의 자속 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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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A  (b) Case B, case D (c) Case C

그림 3.5.38. 모델별 자기장 분포 해석 결과

� 각 모델별로 자속 밀도의 최대 분포선과 자속밀도의 단순 적분 값을 비교하면 그림 3.5.39와 

같음.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4가지 모델 중 자석을 세로 배치한 경우에의 자기장이 가장 

크며, 자석 사이에서의 자속 값(자속 밀도의 적분)은 자석의 크기와 관계없다는 점임. 이 경우 

자석의 크기가 작을수록 센서가 경량화됨. 센서의 자기장 발생 형태는 8 mm NdFeB 자석의 

세로 배치로 고정하였음.

 

Model
Sum of flux density 

along x axis

Horizontal 0.0178

Inclined 0.0225

Vertical_ 8 mm 0.0293

Vetcial_ 10 mm 0.0295

그림 3.5.39. 해석 모델별 최대 자속 밀도 및 자속합

� 자석과 코일을 고정시켜 센서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우징(housing)이 필요함. 자석 배치 및 

코일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본 센서의 기본 하우징 형태를 설계하였음. 이 때 센서 하우징의 고

유 진동수에 의한 공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상(topology)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음. 목적 함수

는 질량을 20 % 줄이면서 강성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Altair 사의 Inspire를 이용

하여 수행하였음. 그림 3.5.40(a)는 최적 설계전 모델을. 3.5.40(b)는 최적 설계 후 모델을 나

타냄.

  

             (a) 최적 설계 전                        (b)최적 설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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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0. 위상 최적 설계를 이용한 센서 하우징 설계 

� 위상 최적화 결과를 고려하여 센서 하우징을 제작하였고(그림 3.5.41(a)), 코일은 최대 10층의 

병렬형으로 적층한 후 센서에 부착하였음. 

(a) 센서 하우징 (b) 센싱 코일 (c) 센서 시작품

그림 3.5.41. 전자기장 기반 비공진 진동 센서 시작품

� 제작된 센서의 진동 측정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크기 2 m × 2 m의 두께 10 mm SUS 평판

에 센서를 부착하고(밀랍 사용), 일정 높이에서 강구를 떨어뜨려 평판에 충격 신호를 발생시켰

음. 그 결과 개발한 센서를 이용하여 충격 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음(그림 3.5.42). 

(a) 평판 강구 충격 실험 (b) 개발 센서를 이용한 측정 신호

그림 3.5.42. 개발된 센서 시작품을 이용한 강구 충격 신호 측정 결과

� 제작된 센서를 이용하여 실제 배관의 모델 테스팅을 그림 3.5.43과 같이 수행하였고, 상용 가

속도계를 이용한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음.

(a) 모달 테스팅 실험 setup (b) 가속도계와의 측정 결과 비교

그림 3.5.43. 전자기장 기반 진동 센서를 이용한 배관 모달 테스팅 결과

� 개발된 전자기장 기반 센서는 구조가 단순하여 단열재 등으로 둘러쌓인 고온 배관에 장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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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에 용이함. 이에 측정 원리는 동일하며, 높이가 낮은 형태의 전자기장 진동 센서 시작

품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단열 배관에 부착한 후 진동 신호를 측정하였음.

(a) 단열 배관 진동 측정용 센서 시작품 (b) 단열 배관 진동 측정 실험 setup

그림 3.5.44. 전자기장 기반 진동 센서를 이용한 단열 배관 진동 측정 실험

� 그림 3.5.45는 개발된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단열 배관의 단열재 유무에 따른 주파수 응답

함수를 비교한 것으로, 개발한 센서가 단열재에 의한 감쇠 효과를 잘 측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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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5. 개발한 전자기장 기반 진동 센서를 이용한 단열 배관의 주파수 응답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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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1차계통 기기건전성 감시체계 선진화

� 국내 대부분의 경수로형 원전 1차 계통에는 기기건전성 감시체계(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 NIMS)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는 표 3.5.6에 나타낸 바와 같이 4 가지 구성 요소

들이 있음. 

표 3.5.6. 1차계통 기기건전성 감시계통 구성 요소  

NIMS 구성 요소 기능

금속이물질 감시계통 

(Loose Parts Monitoring System : LPMS)

1차계통 압력 구조물 내 이물질 발생 여부 감시 

및 이물질 충격 위치/질량 추정

음향누설 감시계통 

(Acoustic Leak Monitoring System : ALMS)

1차계통 압력 구조물의 균열 발생과 가압기 

밸브에서의 냉각재 누설 감시

냉각재펌프 감시계통 

(RCP Vibration Monitoring System : 

RCP - VMS)

냉각재 펌프의 회전축 진동 변위 및 펌프 

케이싱 진동 가속도 감시

원자로내부구조물 감시계통 (Internal Vibration 

Monitoring System : IVMS)

원자로 노외 중성자 계측을 통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 상태 감시

� 국내 대부분 원전의 NIMS는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H/W 및 S/W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NIMS의 각 요소를 최신화하고 모의시험 설비와 연동하여 지속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선진형 1차계통 기기건전성 감시 플랫폼 종합 체계를 구축하였음. 

   가. 개선형 음향누설감시계통(ALMS) 시제품 개발

� 그림 3.5.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ALMS는 압력 구조물의 균열을 감시하는 Non-PSV 

(Pressure Safety Valve)와 가압기 밸브의 누수를 감시하는 PSV로 구성됨. 기존 ALMS에 대

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ALMS의 개선점을 정리하면 표 3.5.7과 같음.

표 3.5.7. 개선형 음향누설감시계통 시제품 사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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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존 ALMS

(2009년 시작품)
개선형 ALMS 비고

Non-PSV ch. 16
20

(최대 52 ch.)

신고리3호기 이후 non- 

PSV 19채널로 증가

Sampling frequency 2 MHz 3 MHz 분석주파수 사양 개선

Resolution 14 bit 16 bit 신호측정 정밀도 개선

Ch. / board 1 4

H/W 경제성 개선Signal conditioning 

module

SCM, A/D 보드 

분리형
SCM, A/D 보드 일체형

그림 3.5.46. 개선형 음향누설감시계통 구성도

� 표 3.5.8에 개선형 ALMS 시작품의 핵심 구성품의 사양을 정리하였음.

표 3.5.8.  개선형 음향누설감시계통 주요 구성품의 사양



- 416 -

A/D

converter

센서 및 앰프에서 들어온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Sampling rate : 5 Ms/s

Resolution : 16 bits

Filter bandwidth : 15 kHz ∼ 40 kHz, 100 kHz ∼ 300 

kHz

4 input ch./board

Isolation voltage between ch. : 1500 Vrms

Memory

base

module

A/D 보드 제어 및 디지털 신호의 임시 저장

Max. memory : 4 GB

Support sampling rate : 5 Ms/s

Support channel : 4 ch.

Filter bandwidth : 15 kHz ∼ 40 kHz, 100 kHz ∼ 300 

kHz

Trigger

I/O

module

PSV 및 non-PSV에서 이상 신호 발생 시 경보 신호 출력 및 

외부 정상 신호 입력 시 예외 처리

Input range : -35 V ∼ 60 V

Trigger level : 0 V ∼ 40 V (40 mV step)

Output signal : TTL

Isolation voltage between ch. : 1500 Vrms

� 개선형 ALMS의 경보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프로그램하였음.

표 3.5.9. 개선형 음향누설감시계통 시제품의 경보 발생 기준

� 경보 기준 등을 반영하여 ALMS의 모니터링 S/W를 그림 3.5.47과 같이 제작하였음. 채널별 

RMS, 누설 감지 채널별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 신호, 균열 감지 채널별 peak 발생 수 등

을 감시할 수 있으며, 환경 설정 메뉴를 통해 채널 위치, 감도, 경보 기준치 등을 변경할 수 

Non-PSV monitoring 

 신호표시: x축  channel 번호, y축 - peak 발생 수

 경보기준  : 설정치 초과 peak 최초 발생 후 20회 저장, 이후 20회 또

는 10회마다 저장

 부가기능: LPMS와 연계하여 이물질 충격 위치 추정 

PSV monitoring

 신호표시: x축  시간 영역. y축 - 신호의 RMS 크기

 경보기준  : RMS가 설정치를 상회하면 황색 경보, 신호 지속 시 적색 

경보

 부가기능: 경보 전후 RMS 비교, 주파수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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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였음. 또한 경보치를 초과한 신호는 자동으로 저장하여 추후 열어볼 수 있게 하였음. 

(a) Non-PSV 채널 신호 화면 (b) Non-PSV 채널 균열 감시 화면

(c) PSV 채널 누설 감시 화면 (d) 저장 파일 불러오기 화면

그림 3.5.47. 개선형 음향누설감시계통의 모니터링 프로그램

� 이상과 같이 개발한 ALMS 시제품(그림 3.5.48(a))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원전기기상태감시진

단연구동에 설치하여 모의 누설 데이터 및 기본 센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스

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였음. 

� ALMS에 대한 기능 설명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 3월에 경주에서 열린 IEC TC45 회의 및 

전시회에 개발된 개선형 ALMS 시제품 및 전년도에 개발한 개선형 LPMS 시제품을 출품하여 

홍보하였음(그림 3.5.48(b)). 

ALMS

Non-PSV

SCM + A/D 20Ch, 4 AO
4 Board (4 Slot)

DIO 1 Board (1 Slot)

19 inch

touch
Monitor

3U

C

P

U

PSV

SCM + A/D 3Ch

1 Board (1 Slot )
DIO 1 Board (1 Slot)

3U

C

P

U

Key Board

FAN

FAN

ALARM

AUDIO

19 inch

touch

Monitor

Key Board

  

그림 3.5.48. 개선형 음향누설감시계통 시제품(a) 및 전시 사진(b)



- 418 -

   나. 냉각재펌프진동감시계통(RCP-VMS) 개선 시제품 개발

� RCP-VMS는 냉각수펌프 회전축의 진동 변위와 펌프 케이싱의 진동 가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함. 기존 RCP-VMS와 대비되는 개선형 시제품의 사양은 표 3.5.10과 같고, 구성도는 그

림 3.5.49와 같음.

표 3.5.10. Specification of advanced RCP-VMS prototype

항목
기존 RCP-VMS

(2009년 제작)
개선형 RCP-VMS 비고

총 채널 수 24 (6 ch./RCP) 28 (최대 52 ch.)

Sampling freq. 30 kHz 200 kHz 분석주파수 사양 개선

Resolution 16 bit 24 bit 신호측정 정밀도 개선

그림 3.5.49. 개선형 냉각재펌프감시계통 구성도

� 개선형 RCP-VMS 시제품의 핵심 구성품은 상반기에 제작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개선 시제품을 제작하였음. 핵심 구성품의 사양은 표 3.5.11과 같고, 완성 시제품 모습은 그림 

3.5.50에 나타내었음. 

표 3.5.11. 개선형 냉각재펌프진동감시계통 시제품 핵심 구성품 사양

A/D

converter

Signal conditioning board에서 들어온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

털 신호로 변환

Sampling rate : 200 ks/s

Resolution : 24 bits

Input range : ± 10 V, ± 50 V

4 input ch./board

Isolation voltage between ch. : 1500 V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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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0. 개선형 냉각재펌프감시계통 구성도(좌) 및 시제품 사진(우)

� 표 3.5.12와 같이 기존에 운영 중인 RCP-VMS에는 없는 신호 분석 알고리즘을 모니터링 프

로그램으로 구현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였음.

표 3.5.12. 개선형 냉각재펌프감시계통에 추가된 기능

Signal

condition

ing

board

측정 신호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증폭한 후 A/D 보드에 전송

Gain : 1, 2, 4, 8

Input range : ± 10 V

Support channel : 4 ch.

Filter bandwidth : DC to 50 kHz

Trigger

I/O

module

이상 신호 발생 시 경보 발생 및 외부 기기 정상 작동 시 발생 신

호 예외 처리

Input range : 0 V ∼ 40 V (40 mV step)

Trigger level : 0 V ∼ 50 V (12 mV step)

Output signal : TTL

Isolation voltage between ch. : 1500 V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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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호 분석 

알고리즘
주요 기능

Orbit 및 

filtering

냉각재펌프 회전축 중심의 회전시 궤적(orbit) 표현

전 차수(order)의 궤적 합성 표현 (기존에는 1차 궤적만 표현)

회전축 상태 분석에 중요한 저차(1차 또는 1,2차) 궤적만을 필터링 

시간 신호 

주파수 분석

회전축 변위 신호 실시간 표현 

케이싱 진동 가속도 신호 실시간 표현 및 주파수 분석

변위 신호 

차수 분석

변위 신호의 채널별 방향성 차수 분석 

변위 신호의 채널별 방향성 스펙트럼 분석

� 또한 RCP 기동/정지 시 데이터 저장 기준, 정상 운전 시 데이터 저장 기준, 정상 기동 중 이

상 신호 발생 시 경보 및 데이터 저장 기준 등을 표 3.5.13과 같이 도출하여 프로그램에 반영

하였음.

표 3.5.13. Data storage criteria of advanced RCP-VMS prototype.

상태 저장 기준

RCP 기동

rpm이 기 설정된 정상 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1차 저장

정상 회전수 도달 후 20분까지 2차 저장
 

정상 운전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 저장 

(ASME OM-S/G part 24 참조)
 

정상 운전 

중 이상 

신호 발생

정상 운전 중 축 회전수가 설정값의 ±3 

%를 벗어나면 경보 발생
 

RCP 정지
rpm이 일정값 이하에 도달하여 지속 하

강할 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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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신호 분석 기능과 신호 저장/경보 발생 알고리즘을 반영하여 RCP 모니터링 프로

그램을 제작하였고 (그림 3.5.51), 개발된 시제품에 탑재하였음.

 

(a) 냉각재펌프 신호 실시간 측정 화면 (b) 타계통 신호와의 동시 분석

(c) 채널별 설정 화면  (d) 저장 파일 불러오기

그림 3.5.51. 개선형 냉각재펌프감시계통 모니터링 프로그램

   다.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DSP-LPMS) 시작품 개발

� 국내의 1차계통 종합건전성 감시계통은 신호 처리 및 분석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ALMS, RCP-VMS 및 IVMS는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 실시

간 표현, 신호 RMS 레벨 감시와 신호의 주파수 분석 등을 주로 수행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구

조가 복잡하지 않으나, LPMS는 이물질 충격 신호의 진위 판별, 측정 신호의 시간-주파수 분석 

및 이물질 발생 위치 추정 등도 수행해야 하므로 소프트웨어가 복잡하여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음. 이에 신호 측정 및 분석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digital signal processor 기

반의 LPMS 시작품을 당해년도에 개발하였음.

� DSP-LPMS 시작품의 주요 구성품 및 사양을 표 3.5.14와 같이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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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품 정의된 기능

SMM (Signal mux module)
 - LPMS 센서 신호 입력단

 - LPMS 센서 신호의 음향 변환을 위한 출력

SCM (Signal conditioning 

module)

 - SMM으로부터 입력된 센서 신호 전처리

 - 센서 신호의 물리적 절연

 - 저주파 통과 필터 (50 kHz)를 통한 불필요 신호 제거

HPAIM (High precision 

analog input module)

 - SCM에서 전처리된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변환 및 

HPDSPM 으로의 전송(전 채널 동기화)

HPDSPM (High speed digital 

signal processing module)

 - HPAIM단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데이터 수신

 - 수신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디지털 필터링 수행

 - 디지털 필터링된 신호에 대한 트리거 수행

 - 트리거된 신호의 경보 프로세스 모듈로의 전송

 - 트리거된 신호에 대한 진위 판별 알고리즘 적용

 - 트리거된 신호에 대한 시간-주파수 분석 수행

APM (Alarm process module)
 - HSDSPM으로부터 경보 신호 수신

 - 고속 BUS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표 3.5.14.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 주요 구성품 및 기능

� 주요 구성품 간의 데이터 흐름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5.52와 같으며, 주요 구성품을 

제작하고 이를 조합하여 DSP-LPMS 시작품을 개발 완료하였음. 표 3.5.15는 주요 구성품의 

사진 및 사양을 나타내고 있음.

� DSP-LPMS를 운용하기 위해 DSP 제어용 펌웨어를 제작하였음. 그림 3.5.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단에 들어온 데이터는 DSP에서 트리거된 후 시간-주파수 분석되며, 트리거된 신호 

중 이물질 충격 신호로 의심되는 데이터는 이물질 충격 신호 판별(Tier 1) 알고리즘에 의해 판

별된 후 CPU에 의해 APU로 보내져 경보 신호를 발생시킴. 

그림 3.5.52.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 내 주요 구성품 간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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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5.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 주요 구성품 및 사양

SCM

AAF cut off frequency : 50 kHz, flat (5 kHz to 20 kHz)

AAF attenuation rate : - 22 dB/octave  

AAF band rejection : 66 dB

HPF:  500 Hz ~ 2 kHz 

Isolation voltage : 1500 Vrms

Input channel : 4 ch /board 

AMP GAIN : x1, x2, x4, x8

External Analog Output: 1 port/Channel

HPAIM

ADC resolution  : 16bit

Dynamic range : ±12 V

Sampling rate : 1k ~ 400 kS/s

SNR: 91.5dB

ADC Mode: SAR, differential 4 ch. 

Input channel : 4 ch. per board

Over voltage protection : ± 20 V

Analog BW: -3dB BW 48MHz(at 4Vref) 

HPDSPM

CPU : 66AK2L06

On-chip memory : 3072KB 

External memory : 4~8 GB (SODIMM socket)

Non-volatile memory : 2GB NAND

APM

Interface BUS : PCI express Gen2  

CPU : Intel Quad Core i7-4700EQ 

RAM : DDR3 16GB

SSD : 240GB SSD

LAN: GIGABIT ETH X 2

Trigger I/O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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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3.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 구성도(좌) 및 사진(우)

그림 3.5.54.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에서의 CPU-DSP 간 데이터 흐름도

� 이상 신호 검출, 이물질 충격 신호 진위 여부 판별, 1차원 푸리에 변환 및 2차원 시간-주파수 

분석 알고리즘을 DSP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음 (그림 3.5.55). 이를 이용하여 2차

원 시간-주파수 분석은 spectrogram과 위그너-빌 분포 해석을 수행하여 Matlab을 이용한 계

산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증하였음. 이때 4096×4096 크기 데이터에 대한 2차원 위그

너-빌 분포 연산 시간은 약 0.3초로 측정되어 LPMS 자체에서의 이물질 충격 신호 실시간 분

석이 가능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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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5. 개발된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에서의 2차원 시간-주파수 분석 화면

� 개발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GUI 프로그램을 그림 3.5.56과 같이 개발하였음. 시스템에 

접속하면 HSDSP 모듈과 연동되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바로 수행하며, 채널 위치 정보와 

채널별 신호의 신호 파형, 실시간 RMS값 및 최대 RMS값을 보여줌. 충격 신호 발생 시 

HSDSP에서 H/W 기반으로 모든 신호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만을 S/W로 표현함으로써 S/W

의 부하를 줄여 안정성을 높였음.

그림 3.5.56.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 시작품 운용 프로그램

� 충격 신호가 발생할 경우 APM에 raw 데이터가 별도로 저장되며, DSP에서 수행한 총 7단계

의 충격 신호 진위 여부 판별(Tier 1) 수행 결과도 단계별로 저장됨 (그림 3.5.57). 저장된 데

이터는 추후 조회 및 별도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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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7.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 시작품의 이물질 판별 화면

   라. 원자로내부구조물 감시계통(IVMS) 개선 시제품 개발

� IVMS는 원자로 노외 중성자 계측기(Ex-core neutron detector)의 잡음신호를 분석하여 원자

로 내 노심지지통(core support barrel : CSB)의 체결 상태 등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함. 

� 개선 시제품의 구성은 다음 그림 3.5.58과 같으며, 최대 48채널까지의 입력을 받을 수 있음. 

개발된 시제품은 3.5.59에 나타내었음.

그림 3.5.58. 개선형 원자로내부구조물감시계통 시제품의 신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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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9. 개선형 원자로내부구조물감시계통 시제품 (좌) 구성도 및 (우) 완성 시제품 사진

표 3.5.16. 개선형 원자로내부구조물감시계통 시제품의 핵심 구성품 및 기능

Signal 

condition

ing 

module

Preamp의 아날로그 신호를 AC와 DC로 분리 

� Connector: Z-Pack/100 W differential

� Impedance: >1.5MW

� Isolation: channel by channel 1500Vrms

� Input range: ± 50V , ± 10V selectable

� Band width: DC to 30KHz

� Gain: (1, 2, 5, 10) X (1, 10, 100, 1000)

� Filter: Chebyshev 8차 

� Channel: 4채널

A/D 

Converter

Conditioning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 Connector: Z-Pack/100 W differential

� Impedance: >1.5MW

� Isolation: Channel by Channel 1500Vrms

� Input Range: ± 10V selectable

� Band Width: 0.2Hz  to  40KHz

� A/D: Delta-Sigma 24Bits

� Sampling Rate: ~200KHz

� FIR Filter: 0.2Hz ~ 40Hz BPF

� Channel: AC 4채널, DC 4채널

� Digital I/F: 32Bits, 33MHz PXI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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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MS 시제품 운용 소프트웨어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탑재하였음. 알람창에는 채널별 신호 

주파수 값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설정치 이상으로 주파수 값이 변동한 경우 해당 채널의 셀

을 붉은 색으로 표시해 줌. (그림 3.5.60 참조)

 

그림 3.5.60. 측정 신호 주파수 변동에 따른 채널별 알람 표시

� 알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주파수 변동치는 beam 1, beam 2, shell 모드별로 설정함. 입력 

신호에 대해 각 진동 모드의 정규자기파워스펙트럼밀도(MSA-NAPSD)를 계산하고 모드 중심주

파수 기준 ± 주파수 폭(bandwidth) *2 범위에서의 최대값(A)과 모드 중심주파수 기준 ± 주

파수 폭(bandwidth) 범위에서의 최대값(B)을 비교하여 A가 B보다 크면 알람을 발생시킴.

그림 3.5.61. 개선형 원자로내부구조물감시계통 운용 프로그램에서의 알람 발생 기준

� 사전 설정 사항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raw data 및 분석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으

며, 알람이 발생하면 해당 신호는 무조건 자동 저장하는 기능을 설정하였음.

� 주메뉴에는 측정 신호 실시간 표시, 분석, setup 및 저장파일 보기가 포함되어 있음. 

Trigger

I/O

module

이상 신호 발생 시 경보 출력 및 외부 기기 동작 시 신호 

예외 처리

� Connector: Z-Pack/100 W differential

� Isolation: channel by channel 1500 Vrms

� Input configuration: Pull-up with 100 KOhm

� Input range: -35 V ~ + 60 V / trigger level: 0 V 

~ 40 V (40 mV step)

� Output level: 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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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알람창

그림 3.5.62. 개선형 원자로내부구조물감시계통 시제품 운용 프로그램

� 측정 신호 실시간 표시 화면에서는 다음 측정치를 보여 줌

   - 실시간 upper/middle/lower 측정치 표시

   - 실시간 LPMS/RCPVMS 측정치 표시

� 분석 화면에서는 다음 결과를 나타냄

   - 모드 분리 정규자기파워스펙트럼밀도(MSA-NAPSD) 계산 결과

   - 정규자기파워스펙트럼밀도(NAPSD) 계산 결과

   - 정규상호파워스펙트럼밀도(NCPSD) 및 상관도(COH) 계산 결과

� Setup 메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설정할 수 있음

   - 채널별 감도, 이득폭, 필터 적용 여부, 위치

   - FFT 윈도우 형태, 길이, 오버랩

   - 진동 모드 별 주파수 폭 및 RMS 값

   - 필터 종류 및 필터폭

� 저장 파일 보기에서는 i) 저장 파일 관리 및 ii) 저장 파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일

자별로 저장된 파일들의 histogram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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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3. 원자로내부구조물감시계통 저장 파일의 일자별 histogram 표현

   마. 원자로 1차계통 기기건전성 지속감시체계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

� 제작 완료한 금속이물질 감시계통, 음향누설 감시계통, 냉각재펌프 감시계통 및 원자로내부구

조물 감시계통 개선 시제품을 기반으로 원자로 1차계통 기기 건전성 지속감시체계 종합 테스

트베드를 구축하였음.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원전 1차계통기기 모의시험설비와 개발 시제품을 연동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음. 이 설비는 한국형 표준원전(KSNP)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1/4 스케일 축소모형, 

설비 급수용 모터 및 펌프 및 배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로 모형 내에는 노심지지통 

모형이 장착되어 있음. 

� 센서 종류 및 위치는 한빛 3발전소를 모사하여 부착하였음. 

 

          (a) 테스트베드 사진                    (b) 주요 모의시험장치 배치도

그림 3.5.64. 원자로 1차계통 기기건전성 감시계통 종합테스트베드 



- 431 -

표 3.5.17. 테스트베드 센서 설치 위치

감시 계통 센서 설치 위치 (각도는 그림 참조) 측정 신호

LPMS

원자로 6개소
하부 3개소 (90°, 210°, 330°)

가속도
헤드부 3개소 (90°, 210°, 330°)

증기발생기 6개소
2차측 2개소 (0°, 90°)

1차측 4개소 (0°, 120°, 180°, 270°)

ALMS

원자로 10개소

헤드부 3개소 (30°, 150°, 270°)

음향방출
하부 1개소 (30°)

노즐 6개소 (입구 4개소, 출구 2개소)

증기발생기 2개소
1차측 1개소 (120°)

입구 배관 1개소

가속도주 밸브 1개소

입구 드레인 배관 1개소

RCP-VMS 급수 펌프 6개소
펌프 회전축 (Keyphasor, x, y) 변위

펌프 케이싱 3개소 (x, y, z) 가속도

IVMS
원자로 내 

노심지지통

노심지지통 상부 8개소

하부 4개소
가속도

� 센서 종류 및 위치는 한빛 3발전소를 모사하여 부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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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계통 기기건전성 감시계통 시제품           (b) 시제품 센서 케이블 배선

      

        (c) 원자로 모형 센서 설치           (d) 증기발생기 모형 센서 설치

  

             (e) 급수펌프 센서 설치                      (f) Amplifiers

그림 3.5.65. 1차계통 기기건전성 감시계통 테스트베드 센서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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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플랫폼 연구

   가. 원전 능동기기 진단기법 연구 

   (1) 능동기기 이상 신호 유형 판별

� 능동기기 이상신호의 진단을 위한 결함 유형 판별 기법을 정립하고 실제 시험 데이터를 이용

하여 이를 검증하였음. 

� 결함 유형 판별 기법으로는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이용하였음. 이는 기계 학습 

도구 중 하나로 패턴 인식,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에 사용되고 있음. 두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SVM 알고리즘은 그림 3.5.6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

단하는 비확률적 이진 선형 분류 모델을 만들어 평가함. 만들어진 분류 모델은 데이터가 사상

된 공간에서 경계로 표현되는데 SVM 알고리즘은 그 중 가장 큰 폭을 가진 경계를 찾는 방법 

중 하나임. SVM은 선형 분류와 더불어 비선형 분류에서도 사용되며, 비선형 분류를 하기 위해

서는 커널 트릭을 사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고차원 특징공간으로 사상하여 작업을 수행함. 아

래 그림은 SVM과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 간 특성 분류를 비교하여 보여주는데,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의 경우 오류 함수가 0의 값을 갖는 위치를 찾아가지만 SVM의 경우 margin

의 최대점이 되는 곳에 그룹 특성 간의 분류면이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화 과정에서 인공 신경

망에 비해 그룹 간 특성 구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임.

� 그림 3.5.67과 같이 SVM은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분류 경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비선형은 

선형에 비해 분류 알고리즘이 복잡하지만 실제 문제에 적용할 경우 진단 성능이 우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SVM을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음.

그림 3.5.66. SVM 기반의 결함 분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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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형 (b) 비선형 - Gaussian 함수

(c) 비선형 - 다항 함수 (d) 비선형 - 다층 인지

그림 3.5.67. SVM의 결함 분류 기법

� 그림 3.5.6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원전 주급수 펌프 모의시험설비의 데

이터를 이용하여 SVM을 이용한 능동기기 상태진단 기법을 검증하였음. 

그림 3.5.68.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주급수펌프 모의시험설비

� 구현한 이상 현상은 i) 모터-펌프 간 평행 오정렬과 ii) 펌프 내 임펠러 편심의 2가지로, 현상

별 이상 정도(그림 3.5.69과 3.5.70 참조)를 달리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음. 분석 대상은 펌프 

양단 베어링 하우징의 3방향 가속도 신호로, 샘플링 속도는 12.8 ks/s임.



- 435 -

편심량 (g) 편심률 (%)

49.2 2.7

114 6.3

160 8.8

그림 3.5.69. 임펠러 편심 시편 및 편심도

오정렬 단계 오정렬 정도 (mm)

1 0.35

2 0.55

3 0.85

그림 3.5.70. 오정렬 개요 및 정도

� 편심량에 따른 가속도 측정 결과를 그림 3.5.71과 3.5.72에 비교하였음. 시간 영역에서는 편

심량에 따른 데이터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으며, 신호의 크기 변화도 편심량 증가와는 비례하지 

않아 이상 유무의 파악이 쉽지 않음. 이를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하면 편심량이 가장 큰 경우와 

정상인 경우는 차이가 나타나나 편심량이 그 사이에 있는 경우는 구별이 어려움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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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1. 임펠러 편심 정도에 따른 가속도 신호 비교 - 시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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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2. 임펠러 편심 정도에 따른 가속도 신호 비교 - 주파수 영역

� 이를 SVM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정상 신호에 대비한 편심 신호의 판별과, 편심량에 따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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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진단이 용이해짐. 그림 3.5.73은 각 신호의 x, y, z 세 방향값을 합성한 벡터 데이터를 

비선형 kernel에 대입한 후 SVM 알고리즘에 따라 도시한 것으로 정상-편심 간, 편심량 간 데

이터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음.

(a.1) 정상 - 편심 (49.2 g) (b.1) 편심 간 (49.2 g - 114 g)

(a.2) 정상 - 편심 (114 g) (b.2) 편심 간 (114 g - 160 g)

(a.3) 정상 - 편심 (160 g) (b.3) 편심 간 (49.2 g - 160 g)

그림 3.5.73. 3차원 SVM 알고리즘에 기반한 펌프 시험설비의 편심 진단

� 펌프와 모터 간 정렬 상태에 따른 가속도 측정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그림 

3.5.74와 3.5.75에서와 같이 시간 영역에서는 오정렬이 발생해도 시간 파형 또는 신호 크기의 

변화에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주파수 영역에서는 정상 상태와 최대 오정렬 상태 간

의 비교는 가능하나 오정렬 정도가 작아지면 구분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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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4. 펌프 오정렬 상태에 따른 펌프 가속도 신호 비교 - 시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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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5. 펌프 오정렬 상태에 따른 펌프 가속도 신호 비교 - 주파수 영역

� 임펠러 편심 데이터의 분석 시와 마찬가지로 펌프 오정렬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림 3.5.76과 

같이 3차원 SVM 알고리즘을 적용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이 경우에도 정상과 오정렬 간 판별

은 물론, 오정렬 정도에 따른 데이터의 분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SVM을 이

용한 회전기기 이상의 검출 가능성과, 동일한 이상 상태에서는 이상 정도의 진단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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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정상 - 오정렬 (0.35 mm) (b.1) 오정렬 간 (0.35 mm - 0.55 mm)

(a.2) 정상 - 오정렬 (0.55 mm) (b.2) 오정렬 간 (0.55 mm - 0.85 mm)

(a.3) 정상 - 오정렬 (0.85 mm) (b.3) 오정렬 간 (0.35 mm - 0.55 mm)

그림 3.5.76. 3차원 SVM 알고리즘에 기반한 펌프 시험설비의 오정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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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전기기 상태진단 기법 연구

A. 회전체 상태 감시 및 진단 프로세스 정립

� 회전체 상태의 효율적 감시 및 진단을 위해 표 3.5.18과 그림 3.5.77에 제시한 바와 같이 

data acquisition, pre-processing, feature extraction, damage detection, damage 

classification의 6단계의 process를 구축하였음.

표 3.5.18. 회전기기 상태 모니터링 및 진단 절차

진단 단계 기능

Data acquisition
실제 회전체 시스템에 부착되어 있는 복수의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Pre-processing
획득된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으로 signal filtering, data cleansing을 

통해 적절한 신호를 획득

Feature extraction 각 센서별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 신호에서 특성인자 추출

Damage detection
구축된 정상 상태의 DB를 기반으로 실시간 측정된 데이터의 의 변화를 

파악하며, 특별한 신호처리 기법 없이 시스템의 이상 유무 판별.

Damage classification
시스템 이상 발견 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함 발생 원인을 파악.

Diagnosis information
앞의 5단계를 통해 결함의 종류와 결함 성장 정도를 파악 후, 사용자에게 

최종 정보 전달.

그림 3.5.77. 회전기기 상태 모니터링 및 진단 흐름도

B. 특성 인자 추출 및 선정 연구

� 본 연구에서는 회전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통계적 변수의 변화로부터 상태 감시 및 

진단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표 3.5.1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특성 

인자들을 선정하였음. 여기에서 N은 측정된 데이터의 샘플수이고 x(n)은 각 샘플에서의 데이

터 값이며, 주파수 영역에서의 N은 스펙트럼 라인수, S(f)와 f는 파워 스펙트럼과 주파수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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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함.

표 3.5.19. 회전 기기 상태 감시 및 진단용 특징 벡터 종류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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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특성인자 추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 기법 중 하나인 autoregressive 

모델을 사용하였음 (그림 3.5.78). 이는 과거의 시간 이력을 통해 미래의 신호를 예측하는 신

호처리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신호의 특성을 반영하는 AR coefficient, 정상 상태에서 

추출된 AR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정상과 결함 상태를 예측한 신호 예측 정확도 및 residual 

error의 variation을 추가 특성인자로 사용하였음. AR order의 설정은 정상 상태의 원 신호

와 예측 신호의 RMSE의 기울기가 0으로 수렴하는 20으로 설정하였음. 습도나 온도와 같은 

환경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특성 인자를 추출하여 통계적

으로 분석하고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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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 계수 (b) 측정 및 예측 결과 비교 (c) 잔차

그림 3.5.78. AR 모델을 이용한 특성값 추출 절차

   C. 추출된 특성 인자의 통계적 분석

� 추출된 특성인자를 바탕으로 정상상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2개의 데이터 그룹을 형성하였

음. 정상상태 원 신호를 분석한 결과 그림 3.5.79에 나타낸 바와 같이 9개의 정상상태 데이터

에서 서로 다른 variation이 존재하였고, 이는 신호 측정 시 주변의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측

정 신호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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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속도 - 센서 2, x 방향 (e) 가속도 - 센서 2, y 방향 (f) 가속도 - 센서 2, z 방향

그림 3.5.79. 각 센서별 측정된 정상 상태 신호

� 통계학 기법의 적용을 위해 측정된 신호를 1초 간격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특성인자를 추출하

였고, 추출된 인자들의 분석 및 정상과 결함에 따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3.5.80와 같

이 statistical box plot을 사용하였음. Box plot 내부의 붉은 선은 특성인자 분포도의 평균

값을 나타내며 box 내부에 전체 데이터의 50 %가 포함되어 있음. 상한치와 하한치는 데이터 

그룹 내의 최대값과 최대값을, 빨간 점들은 데이터 분포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outlier 값을 

의미함. 다음 그림은 주급수 모의펌프 시험설비 데이터의 정상상태 값을 두 개의 데이터 그룹

으로 분할 후, 추출된 특성인자의 box plot을 나타낸 것인데 정상 상태의 2개의 데이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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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산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데이터 그룹 간의 크기가 확실하게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음. 데이터 그룹 간의 값 차이로 인해 정상상태를 1과 2로 분류하여 시스템의 결함 탐지

와 진단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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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속도 1번 센서 x 방향의 정상 상태 특징 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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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속도 2번 센서 x 방향의 정상 상태 특징 box plot

그림 3.5.80. 펌프 모의시험 설비의 센서별 정상 상태 특징의 통계적 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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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형 로터 키트 장치에서의 정상과 비정상 특징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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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펌프 시험설비에서의 정상과 비정상 특징 분석 비교

그림 3.5.81. 실험 대상 회전기기 별 정상 상태 특징 통계적 box plot 비교

� 동일한 통계학기반 알고리즘과 동일한 특성인자, 동일한 결함(misalignment)을 모사하여 소형 

회전체 시험장치(RK4) 시스템과 펌프 모의시험설비의 특성인자의 거동을 분석함 (그림 

3.5.81). 두 회전체 시스템의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된 신호를 기반으로, 정상과 결함의 특성인

자 데이터 그룹의 분포도를 나타내면 두 시스템에서 추출된 대부분의 특성인자들의 증가/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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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동일함을 알 수 있음. 즉, 두 회전체 시스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성 인자는 정상과 

결함 상태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특성 인자 그룹의 분산 또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특성 인자 추출 및 statistical box plot 기법이 회전체 시스템이상 유무 판

별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D.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 적용을 통한 시스템 이상유무 판별 및 일반화

� 펌프 모의시험 설비의 정상 상태 1과 2에서 추출된 특성 인자 값을 기반으로 SPC를 적용한 

시스템 결함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음. 진단 알고리즘의 상한치와 하한치는 구축된 정상상

태 DB의 3σ 이론을 기반으로 설정하였음. 그림 3.5.82는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진단 결과이

며, 알고리즘에 사용된 정상상태 특성인자의 개수는 380개, 삽입된 데이터의 특성인자 개수는 

150개임.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2개의 정상 데이터 그룹에서 모두 정상과 결함의 차이가 발생

하며 outlier 발생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5.20과 3.5.21은  개발된 결함 진단 알고리즘을 

사용한 시스템 이상 진단 결과로서, 정상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삽입할 경우, 1% 미만으로 이

상 신호로 판별하였음. 그러나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특성인자마다 차이가 있지

만 사용된 거의 모든 특성인자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시스템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었음. 단

일 정상상태 데이터 그룹만을 사용할 경우 P6 특성인자와 같이 결함을 정상으로 오판 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정상 데이터 그룹을 모두 사용하면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실히 판별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P3, P6, P24와 같이 특정 결함에 민감하지 않는 단일 특성인자를 사용할 경

우 시스템의 이상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없지만, 여러 특성인자들의 조합을 통해 시스템 이상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높은 정확도로 시스템의 결함 발생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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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2. SPC에 기반한 펌프 시험설비의 결함 진단

표 3.5.20. 정상 신호와 비정상 신호 판별율 (%)

Feature P3 P4 P6 P7 P13 P15 P17 P23 P24

Base 1 0.7 1.3 0.2 0.6 2.2 0.5 0.7 0.6 0.8

Base 2 0.6 1.2 1.2 0.8 1.4 0.5 0.3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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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1. 비정상 신호 간 판별율 (%)

Feature P3 P4 P6 P7 P13 P15 P17 P23 P24

Base 1 36.7 94.0 7.3 100.0 38.7 64.0 100.0 100.0 34.0

Base 2 11.3 97.3 60.0 100.0 11.3 87.3 100.0 100.0 0.0

� 위와 같이 정립된 결함 진단 알고리즘을 소형 회전체 시험 장치에 적용하여 시스템 이상의 실

시간 판별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정렬 결함을 모사하였으며 동일한 알

고리즘과 동일한 특성인자를 적용하여 알고리즘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음. 소형 시

험장치와 펌프 모의시험설비에서의 진단 결과를 표 3.5.22에 비교하였음.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이 소형 회전체 장치에서도 제안한 방법에 의해 시스템 이상을 잘 판별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복잡한 신호처리 과정 없이 다수의 특성인자 비교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한 시스템 실시간 확인

을 통해 결함 발생 유무의 일반화를 검증하였음.

표 3.5.22. 결함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비정상 판별율 (%)

   E.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스템 이상 원인 파악

� 최적의 특성 인자는 동일 집단 내에서는 차이가 최소화되고 타 집단과는 차이가 최대화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z-score 평가법을 이용하여 결함 원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특성 인자의 

최적화를 추구하였음. Z-score 평가법은 단순히 데이터 그룹 간의 평균 거리 차이가 아닌 통

계적 거리 차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z-score 값이 클수록 타 집단과의 분포 거리가 멀고, 동일 

집단의 분산이 작다는 것을 의미함. 우선 펌프 모의시험설비에서 측정한 데이터에서 추출한 특

성 인자 중 z-score 값이 가장 큰 P17과 P23을 선정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Variance Considered Machine (VCM)에 기반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음. SVM은 데이터 그룹 간의 최대 거리만을 고려하여 분류 평면을 산출하나, VCM은 데

이터 그룹 간 최대 거리와 분산, 평균을 함께 고려하여 베이지안 결정 이론에 따라 분류 평면

을 생성하게 됨(그림 3.5.83). 

� 본 연구에서 정립한 VCM 기반 진단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그림 3.5.84와 같음. 우선 추출된 

최적의 feature를 kernel function을 사용하여 3D kernel space에 삽입하고(a), SVM을 통

해 도출된 분류 평면을 기준으로 3차원 공간 내 데이터 그룹의 분산을 계산하며(b), 분산을 고

려하여 분류 평면의 위치를 조정한 후(c), 베이지안 결정 이론에 따라 오차가 최소화되는 히스

토그램 교차점으로 분류 평면을 이동시킴(d). 이후 이 평면을 기준으로 machine learning을 

수행하여 회전체 결함 원인을 파악하였음. VCM은 Yeom et al.에 의해 제안되어 주로 의료 

Feature P3 P4 P6 P7 P13 P15 P17 P23 P24

펌프 설비 36.7 94.0 7.3 100.0 38.7 64.0 100.0 100.0 34.0

소형 장치 17.3 100.0 97.3 6.0 8.0 40.0 2.7 100.0 69.3



- 445 -

영상 분석에만 적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kernel 함수를 적용하여 3차원으로 확장 

및 향상시켰으며, 기계 진단 분야에 최초로 적용하였음. 그림 3.5.87은 개발된 VCM 알고리즘

에 기반하여 펌프 모의시험설비의 정상 및 편심, 오정렬 결함 신호를 진단한 결과로서, 효과적

인 결함 분류 및 진단이 가능함을 보여줌.

(a) SVM (b) VCM

그림 3.5.83. SVM과 VCM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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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4. VCM 기반의 회전기기 결함 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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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5. VCM 기반의 회전체 결함 분류 및 진단 예

� SVM을 사용하여 회전체 시스템의 결함 진단을 수행한 경우, 정상은 96%, 오정렬 결함은 94%

로 진단하였으나, VCM을 적용한 결과 정상의 경우 98%, 오정렬 결함의 경우 98%로 진단 능

력이 향상되었으며, 높은 정확도로 회전체의 결함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 (표 3.5.23).

표 3.5.23. SVM과 VCM 알고리즘 간 회전기기 이상 진단 결과 비교(%)

정상 상태 임펠러 편심 오정렬

SVM 96 100 94

VCM 98 100 98

   F. 회전체 시스템 상태 진단의 압축 센싱 적용

� 본 연구에서는 상태 진단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대용량의 측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압축 센싱(compressive sensing) 기법을 도입하였음. 당해년도에는 바이너리 행렬을 적

용한 압축 센싱을 연구하였으며, 압축된 신호를 복원하여 원신호와 비교함으로써 압축 센싱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음 (그림 3.5.86과 표 3.5.24). 

� 압축 센싱 기법에 의해 압축률을 2와 10으로 하여 신호를 측정 및 복원하여 원 신호와 비교하

였음. 시간 영역에서는 압축률의 증가에 따른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나, 주파수 영역에서는 압

축률이 커져도 주요 주파수 성분이 완벽하게 복원됨을 확인하였음.

� Wavelet 변환을 이용한 신호 압축 결과와 압축 센싱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각 알

고리즘 별 원 신호와 압축 신호의 상관 계수는 wavelet 변환 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나지만 압

축 센싱 결과 또한 높은 신뢰도를 보임. 그러나 압축 센싱을 적용하면 신호의 측정과 압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통해 신호처리 효율 증가, 대용량 데이터의 효과적인 처리 및 

저장 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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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6. 압축 센싱 신호 복원율 검증

표 3.5.24. 웨이블렛 변환과 압축 센싱간 데이터 압축률 및 복원률 비교

압축 센싱 Wavelet 변환 기반 압축

압축률 2 4 10 2 4 8

상관계수 0.982 0.942 0.872 1 1 1

   나. 지속감시용 플랫폼 구축

� 펌프, 밸브 등의 능동 기기의 건전성을 운전 중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중 물리량 측정/진단 장비를 본 연구를 통해 설계하고 구축하였음. 구축한 장비는 

여러 개의 데이터 수집 보드를 연동 및 제어하며 여러 채널에 걸친 다양한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3.5.87 및 표 3.5.25에 정리하였음. 

(a) 플랫폼 구성도 (b) 플랫폼

 

그림 3.5.87. 능동기기 지속감시용 플랫폼 설계 및 구축

표 3.5.25. 능동기기 지속감시용 플랫폼 측정 물리량 및 모듈

측정 물리량 센서 종류 측정 모듈

(회전축) 

변위 신호
전압 출력형 근접 센서

NI PXI-4462

 Sampling rate : 204.8 ks/s

 ch. per board : 4

 Max. ch. : 16

(회전축) 

스트레인/토크 신호
스트레인 게이지

진동 가속도 가속도계

NI PXI-4496

 Sampling rate : 204.8 ks/s

 ch. per board : 16

 Max. ch. : 16

음향 방출 신호 AE 센서 NI PXI-6133

 Sampling rate : 3 Ms/s

 ch. per board : 8

 Max. ch. : 8
열화상 신호 열화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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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기기 상태 측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앞서 측정 장비에 탑재하

여 지속감시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이 소프트웨어는 설비 진단 국제 권고안에 근거하여 구축하

였으며 아래와 같은 3가지 모듈 및 모듈 간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음. 각 모듈의 기능은 

표 3.5.26에 나타내었으며, 모듈별 신호 측정 및 분석 화면은 그림 3.5.88 ~ 3.5.90에 나타내

었음.

표 3.5.26. 능동기기 지속진단 플랫폼 소프트웨어 모듈 및 기능

모듈 기능

데이터 수집 

(Data Acquisition : DA)

상태 측정 대상 기기 정보/센서 정보 입력

입력된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변환된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분석 

(Data Manipulation : DM)

DA단에서 넘어온 신호 기본 분석

물리량 별 feature vector 정의 

정의된 feature vector 도출

센서별 데이터, feature vector 이력 저장 및 표시

상태 검출

(State Detection : SD)

기 입력되어 있는 baseline 데이터와 신규 입력 데이터 간 비교를 통한 

현재 상태 판단

경보 기준에 따른 alarm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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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측정 환경 설정 (b) A/D 변환된 신호의 RMS 표시

(c) 측정 신호 파형 표시

그림 3.5.88. 신호 측정 모듈

(a) 회전축 신호 분석 (b) 펌프 가속도 신호 분석

(c) AE 신호 분석 (d) 센서별 측정 이력

그림 3.5.89. 신호 분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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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석 환경 설정 (b) 모니터링 대상별 상태 감시

그림 3.5.90. 상태 감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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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체계구축

1.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체계

가.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장비구축을 위한 사고분석 및 요건 설정

� 원자력비상사고에 원격대응 장비의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원전관련 주요사고 분석 및 중대사

고 시나리오 및 환경변수 분석, 원격대응기술 적용현황을 분석하였음. 이를 토대로 원격대응 

장비의 기능요건 및 성능요건을 설정하였음.

(1) 세계 원전 주요사고 분석

(가) 후쿠시마 사고

� 사고 경위 : 2011년 3월 11일 지진경보로 원자로는 긴급 정지되었고 외부전원차단으로 비

상디젤발전기가 동작하게 되었는데, 이후 쓰나미로 비상 디젤발전기가 침수되어 교류전원 상

실(SBO:Station Black Out)사고로 이어져 원자로 및 사용후 연료저장조의 냉각이 불가능하

게 되었음. 그 결과 원자로내 연료용융이 발생하고 1/3/4호기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하여 원

자로 건물 손상으로 대량의 오염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였음(그림 3.6.1 및 그림 3.6.2).

그림 3.6.1. 후쿠시마 사고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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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후쿠시마 사고 전개과정

� 사고대응한계 : 후쿠시마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에 가장 중요했던 하루 동안의 대응상황을 

분석한 결과, 작업자에 의한 긴급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11년 

3월 11일 14:46 분의 대지진 발생부터 익일 15:36 분의 수소폭발에 이르기까지, 후쿠시마 

원전 1호기 사고의 대응상황은 표 3.6.1, 그림 3.6.3과 같음.

표 3.6.1. 후쿠시마 사고 진행 시간

일시 내 용
3/11
14:46 M9.0 강진 발생 - 소외 교류전원 공급이 차단됨

15:36
쓰나미 (2차) 강타 - EDG(비상디젤발전기) 및 ECCS(비상노심냉각계통)의 

기능이 상실됨
15:50 DC 밧데리 (백업 직류전원) 침수 - 계측 계통 전원 공급 불가

17:19 

운전원이 원자로 압력과 비상용 복수기(Isolation Condenser, 원자로건

물 4층에 위치)의 수위계 확인을 위하여 원자로 건물에 진입하였으나, 입

구 (2 중문) 주변의 방사선 선량이 평상시 보다 3배 (300 cpm) 정도 높

아 건물에서 철수

21:00
운전원이 원자로 건물에 다시 진입하였으나, 고선량 (288 mSv/h) 환경으

로 즉시 철수 
3/12

9:00
작업자가 현장에 진입하여 PCV(Primary Containment Vessel)의 Vent 

밸브를   개방

9:15
2인의 작업자가 원자로건물 2층에 진입하여 MOV(모터 구동밸브)를 25% 

개방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은 25mSv)

9:24

새로운 작업자 2인이 원자로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S/C(Suppression 

Chamber) Vent 밸브 조작을 위해 진입하였으나, 작업자의 연간 방사선 

피폭허용선량(100 mSv/year) 초과 경보로 중도에서 복귀
15:36 수소폭발로 모든 노심냉각 수단들이 일시에 파괴됨

※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4년 3월 7일 사이에 공개된 1호기 원자로 건물 조사 동영상 5개

를 분석한 결과, 비상작업자가 1호기 원자로 건물 입구(1층)에서 출발하여 비상냉각용 응축기 밸브 

위치(4층)에 도달하는데 평균적으로 8분 정도가 소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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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후쿠시마 사고시 작업자에 의한 비상대응 실패

표 3.6.2. 후쿠시마 사고에서 작업자에 의한 비상대응 행동

일시 임무 
방사선 
환경

보호 
장구 

비고

3.11. 
17:19

원자로 압력 및 4층에 위
치한 IC 수위계 현장 확인

300 cpm
해당 
없음

입구에서 철수(평상시 3 배 
높은 수치)

3.11 
21:00

원자로 수위계 현장확인
288 

mSv/h
착용

원자로 건물 진입 후 10 초 
체류 후 철수

3.12 
09:15

PCV MOV 개방 조작
(원자로 건물 2층)

150 
mSv/h※2) 착용 

성공(작업자의 동선이 짧음, 
원자로 건물 2층에 위치)

3.12 
09:24

S/C AOV 개방 조작
(원자로건물 지하 1층)

300 
mSv/h

착용 

중도 포기(작업자의 동선이 
김, 원자로 건물 입구에서 지
하계단을 지나 입구 반대편
의 환형통로 중간에 위치)

� 상기의 시간대별 대응상황에서, 비상작업자(운전원 포함)에 의한 현장대응이 4차례 있었으나 

한 차례의 MOV(모터구동밸브) 현장개방 조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번의 임무수행은 고

선량 환경으로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음. 

� 특히, 2011년 3월 11일 21시 이후에는 원자로 건물 내의 감마선 선량율이 288 mSv/h를 

초과하고 있었고, 비상 시 작업자의 법정 피폭 선량한도(100 mSv/year)를 고려하면, 사람에 

의한 대응 가능시간은 20분 이내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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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선량 환경에서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본장비(방독면, 방호복 및 산소배낭(20kg, 사용

시간 20분)) 등을 고려할 때에 사람에 의한 대응 가능시간은 역시 20분 이내로 제한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음. 

� 비상작업자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조명이 없는 

상태라면 비상 작업자가 2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예: 지하

에 위치한 AOV(공기구동밸브)까지 접근시간 8분, 복귀시간 8분을 고려하면 실제 작업 상황 

파악 및 임무 수행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4분 정도임, 4층의 경우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함)

� 이에 반하여 일본 JCO 임계사고(1999년 발생, 2명 사망/677명 피폭) 이후 개발된 비상대응

로봇 시스템의 내방사선 특성(20,000 mSv)을 고려하면, 로봇은 30 시간 이상 주어진 임무

에 대처할 수 있음. 특히, 고선량 환경으로 작업자가 임무를 포기하였던 원자로 및 비상용 

복수기의 수위계 확인과 원자로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Suppression Chamber 밸브의 현

장 개방조작 등의 간단한 임무 등은, 위 비상대응 로봇 시스템에 적절한 긴급조치 장비를 탑

재하여 대응기능을 부여할 경우, 충분히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JCO 사고 이후 1년 동안 약 40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된 비상대응 로봇 시스템들은 

원전에서의 상시대기 불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2006년 이후 대부분 폐기되었으며, 후쿠시마 

제 1원전 안전기술센터에 있는 2대의 로봇은 조종인력이 미처 준비되지 못하여 후쿠시마 원

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투입되지 못하였음. 결국 후쿠시마와 같은 극한적인 비상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아 모바일 로봇을 이용한 긴급조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였음. 

� 또한 사고발생 1개월 후 사고여파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3호기 원자로 건물에 

미국의 군용로봇 Packbot 2대를 투입하였으나, 냉각재의 누출로 인하여 원전내부의 상태모

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장애물 돌파의 한계, 추가폭발 위험성 등의 이유로 철수하여 초기대응

에 실패하였음. 그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현재에는 일본의 QUINCE등 다수의 모

바일 대응 장비가 투입되어 선량정보 수집 및 내부 상태모니터링에 활용되고 있으며, 격납용

기 등 시설보수 계획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 본 사업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의 상세한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시설이 자연재해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인하여 노심냉각용 전원공급이 완전히 상실되고 방사선량이 

증가하여 비상작업자의 투입 또한 불가한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노심용융과 같은 중대사고로

의 진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에는 공학적 안전설비 및 비상작업자의 긴급조치 수단이 모두 상실되어 중대사고로 진행

되었으나,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모바일 감시 및 안전

조치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체르노빌 사고

�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4월 2일 오전 1시 23분에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

기(흑연감속 경수 냉각로)에서 발생한 원자로 폭발 화재 사고임(그림 3.6.4). 주 전원 상실시 

터빈관성을 이용한 비상전원 확보능력 시험을 유지보수를 위한 원자로 정지 중에 수행하였는

데 조작자 실수로 원자력 출력이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었으나 실험진행을 위해 제어봉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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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출력을 상승시키고 실험효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호계통을 분리시켰음. 출력이 증가

하자 수동정지 버튼을 눌렀으나 제어봉 삽입이 완료되지 않아 출력이 과도 상승하여 연료가 

파괴되고 폭발에 의해 격납건물이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고 고온 흑연이 비산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그림 3.6.5). 이후 반경 30km이내에는 거주가 금지되었고 북동쪽 

약 350km 범위내 국지적 고농도 오염지역이 다수 존재하게 되었음. 격납건물 전체를 콘크

리트로 덮기 위해 원격조종 로봇이 도입되었으나 방사선 영향으로 동작하지 않아 예비역 병

사들이 투입되어 작업이 진행되었음.

그림 3.6.4. 체르노빌 사고 발전소 전경

그림 3.6.5. 체르노빌 사고 전개과정

(다) TMI 사고

� 1979년 3월 28일 오전 4시 97%의 출력으로 운전 중이었던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2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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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차 계통의 주급수계통 펌프가 정지하여 증기발생기에 의한 1차계통 제열 능력이 상실되

고 터빈과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하였음. 이어서 원자로 내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여 가압기

의 상단에 설치된 압력 릴리프 밸브가 설계된 바에 따라서 자동 개방되었고 1차 냉각수와 

증기가 원자로 건물 지하에 설치된 드레인 탱크에 누출되었음.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밸브가 닫혀야 하지만 열린 상태로 고착되었으며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2시간 

이상 열린 상태가 이어져 결국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1차 냉각수가 원자로 건물의 지하뿐만 

아니라 보조 건물의 지하에 흘러들었고 핵연료는 용융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운전자가 밸브

를 닫고 냉각수를 주입함께 따라 더 이상 물리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외부로의 방

사능 물질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음(그림 3.6.6 및  그림 3.6.7).

그림 3.6.6. TMI 사고 발전소 전경

그림 3.6.7. TMI 사고 전개과정

(2) 중대사고 시나리오 분석 및 로봇 성능요건 파악

�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로봇의 생존성은 온도, 압력, 습도, 방사선 준위 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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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됨.

�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원자로건물 내 습도는 보수적으로 100%로 가정함. 원자력발전소의 중

대사고 완화를 위한 로봇의 성능요건 하나는 100% 상대습도에 대한 운전 가용성 확보임.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온도, 압력 및 방사선 준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활용하면 로

봇의 가용성 성능요건을 도출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표준 원전(OPR 1000)을 중대사고 사

고빈도 및 열수력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중대사고 하에서의 로봇개발의 성능 요건인 온도 및 

압력을 확인함. 

� 사건 발생빈도가 높은 중대사고를 도출하여 중대사고 조건하에서의 원자로건물내의 온도 및 

압력을 평가하였음. 또한, 도출한 사건 시나리오의 시간에 따른 사건진행 경위, 운전원 조치

사항 및 기기 가용성에 대한 가정 사항을 분석함. 사건진행 경위는 최적의 로봇 투입시간에 

대한 입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고 완화를 위한 로봇 임무를 설정할 수 있음. 중대사고

시 로봇을 활용 시점 및 복구를 위한 로봇 투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건물에 온도 및 

압력을 확인해야 함. 이때 필요한 원자로 건물 격실정보 및 노드구조는 그림 3.6.8과 같음. 

그림 3.6.8. 격납건물 구획 정보 및 노드 구조

(가) 대형 냉각재상실사고 성능요건 분석

�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발전소 손상상태 기준 대표적인 중대형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는 

LLOCA S09 이며 사고에 대한 가정 사항은 사고 발생후 원자로 정지 후 공학적안전설비 

즉, 피동계통인 4개의 안전주입 탱크로부터 냉각수가 냉각재 압력에 따라 주입되며, 자동으

로 고압 안전주입 펌프 1대로부터 냉각수가 공급되다가 재순환 모드가 실패한 경우임(표 

3.6.3). 그러나 저압안전주입은 자동 운전이 실패를 고려하나 1개의 격납건물 살수계통 주입 

및 재순환 운전은 성공을 가정함. LLOCA S09의 사고경위에 대한 초기조건, 사고진행 및 

사고 후 열수력 거동은 다음과 같음. 

� 초기조건 

- PS Break(s) Failed (일차측 펌프 입구쪽 배관 파단 발생)

- LPSI Forced OFF (저압안전주입 펌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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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ging Pumps Forced OFF (충전펌프 강제 정지)

� 이때 첨두압력이 250 kPa(g) 이하로 원자로 건물이 깨지지 않으며 온도는 150 °C 이하이

므로 노심손상이 발생하였지만 심각한 중대사고 상태는 아님(표 3.6.4 및 그림 3.6.9). 이때 

로봇을 투입하면 사고를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고대응 로봇의 사고대응

용 성능요건 개발목표는 압력은 300 kPa(g)이고 온도는 200 °C 로 설정하였음.

표 3.6.3. 대형 LOCA 사건 순서/적용된 완화 시스템

사고경위

시나리오 특징
4 SIT 

Operatio
n

LPSI Operation HPSI 
Operation

HPSI 
Hot&Cold Leg 
Recirculation

CSS 
Operation

LLOCA S02 Injection Injection Inj & Rec Success Injection
LLOCA S03 Injection Injection Inj & Rec(2hr) Fail Inj & Rec
LLOCA S04 Injection Injection Inj & Rec(2hr) Fail Injection
LLOCA S05 Injection Inj & Rec(2hr) Injection Fail Inj & Rec
LLOCA S06 Injection Inj & Rec(2hr) Injection Fail Injection
LLOCA S07 Injection Injection Injection Fail Inj & Rec
LLOCA S08 Injection Injection Injection Fail Injection
LLOCA S09 Injection No Injection Inj & Rec Success Inj & Rec
LLOCA S10 Injection No Injection Inj & Rec Success Injection
LLOCA S11 Injection No Injection Injection Fail Inj & Rec
LLOCA S12 Injection No Injection Injection Fail Injection
LLOCA S13 Injection No Injection No Injection Fail Inj & Rec

LLOCA S15 Injection No Injection No Injection Fail No 
Injection

LLOCA S17 No 
Injection No Injection Inj & Rec Success Inj & Rec

표 3.6.4. 대형 LOCA시 원자로용기 손상 및 격납건물 첨두 압력 시간

사고경위
원자로용기 고장 

시간 (초)
원자로건물 첨두압력 (MPa) 

및 도달 시간 (초)
비고

LLOCA S02 No 1.34 (244,730 sec) 원자로건물 고장
LLOCA S03 26,770 0.36 (12.4 sec)
LLOCA S04 26,640 1.34 (254,780 sec) 원자로건물 고장
LLOCA S05 26,780 0.36 (12.4 sec)
LLOCA S06 26,540 1.34 (252,230 sec) 원자로건물 고장
LLOCA S07 16,930 0.36 (12.4 sec)
LLOCA S08 17,150 1.34 (251,830 sec) 원자로건물 고장
LLOCA S09 No 0.36 (12.4 sec)
LLOCA S10 No 1.34 (244,650 sec) 원자로건물 고장
LLOCA S11 21,890 0.36 (12.4 sec)
LLOCA S12 21,750 1.34 (254,420 sec) 원자로건물 고장
LLOCA S13 9,620 0.36 (12.4 sec)
LLOCA S15 10,020 1.04 (at cal. end)
LLOCA S17 No 0.36 (13.1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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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대형 LOCA시 격납건물 피크 압력/온도 거동 

(나) 발전소 정전사고 성능 요건분석

�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해 각 사고경위별 열수력 분석결과 로봇의 임무의 성능 요건과 관련 있

는 변수로 원자로건물 압력의 최대 도달시점 및 로봇의 투입시간을 결정 할 수 있는 최적시

간을 위해 분석하였음. 원자로건물의 건전성 손상은 운전원 조치 즉,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가장 제한적인 경우인 SBO1-94 사고는 사고 후 약 4.2시간 이내 원자

로건물의 고장이 예상됨. 따라서 원자로건물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를 대표적인 사고로 

선정하였음. SBO1-94 사고는 소외전원 상실과 함께 비상디젤발전기도 작동이 되지 않고 터

빈구동 보조급수 계통 및 모터구동 보조급수 계통이 운전 불가능 하며 전원회복이 이루어지

지 않음(표 3.6.5). 따라서 전원상실사고 중 사고완화 수단이 없는 가장 심각한 사고 시나리

오임. SBO1-94의 사고경위에 대한 초기조건, 사고진행 및 사고 후 열수력 거동은 다음과 

같음. 

� 초기조건 

- Loss of AC Power

- Motor-Driven Aux Feed Water Forced OFF

� 본 발전소 정전사고분석에서는 첨두압력이 1,340 kPa(g) 가 되어 원자로 건물이 깨지며 첨

두온도는 750 °C 에 도달하여 노심손상이 발생으로 진행된 중대사고는 매우 심각함(표 6-6 

및 그림 6-10). 이때 로봇을 투입해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그러므로 본 사고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사건초기 15,000초 이내에 로봇을 투입하여 심각한 사고로 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만약 사고를 예방하지 못함이면 사고환경은 초래하여 사고대

응 로봇의 사고대응용 성능요건 목표 (압력은 300 kPa(g) 온도는 200 °C)를 훨씬 초과함. 

만약 적시에 사고 예방을 못하면 사고 종결후 사후 조치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음.

표 3.6.5. 발전소 정전사건 시퀀스/적용된 완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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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시나리오 특징

사용할 

보조급수펌프 
이차측 열제거

교류전원 

복구

고압안전주입 

운전(주입 및 

순환)

원자로건물 살수 

운전(주입 및 

순환)

SBO-33
터빈구동펌프 

사용

대기방출밸브 

(ADV)

원자로용기 

고장 전
성공 성공

SBO-41
터빈구동펌프 

사용

대기방출밸브 

(ADV)

원자로건물 

고장 전
실패 성공

SBO-45
터빈구동펌프 

사용

대기방출밸브 

(ADV
N/A 실패 실패

SBO-78
터빈구동펌프 

사용

주증기안전밸브 

(MSSV)

원자로용기 

고장 전
성공 성공

SBO-86
터빈구동펌프 

사용

주증기안전밸브 

(MSSV)

원자로건물 

고장 전
실패 성공

SBO-90
터빈구동펌프 

사용

주증기안전밸브 

(MSSV)
N/A 실패 실패

SBO1-90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원자로건물 

고장 전
고려하지 않음 성공

SBO1-94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N/A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표 3.6.6. 발전소 정전시 원자로용기 고장 및 원자로건물 첨두압력 시간

사고경위
원자로용기 고장 시간 

(초)
원자로건물 첨두압력 (MPa) 및 도달 시간 (초)

SBO-33 79,270 0.47 (원자로용기 고장 시점)

SBO-41 79,600 0.91 (살수 시작 시점)

SBO-45 79,600 1.13  (계산 종료 시점)

SBO-78 41,900 0.42 (원자로용기 고장 시점)

SBO-86 42,110 1.05 (살수 시작 시점)

SBO-90 42,110 1.27 (계산 종료 시점)

SBO1-90 15,030 0.99 (살수 시작 시점)

SBO1-94 15,030 1.34 (원자로건물 고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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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 발전소 정전사고시 격납건물 첨두 압력/온도 거동

(3) 원격대응장비 기능도출

� 원전사고 분석 및 원격대응 적용현황 분석을 통해 원격대응 장비가 갖추어야 할 기능을 도출

하였음. 현장작업장치는 임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가져야 되며, 원격작업자가 지시

하는 명령에 따라 신뢰성있게 동작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현장과 

비슷한 상황의 모의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실증시험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

이 필요함.  

� 원격대응 기술은 현장에서 이동하는 이동체에 정보수집을 위한 센서와 기기 취급을 위한 조

작기가 부착되어 있는 현장작업 장치와 조작자가 원격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원격조작장

치, 현장작업 장치와 원격조작장치사이에는 제어지령의 전달, 현장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장치로 구성할 수 있음(그림 6-31).

� 현장작업 장치는 센서기능, 조작기능과 함께 이동성을 가져야 하며 원격조작장치의 경우 수

집된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령을 입력하는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함.

�

그림 3.6.11. 원격 대응 장비의 기본 구성

  

  (가) 센싱 기능

� 현장작업 장치에 탑재될 센서는 상황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와 원격조작을 위한 센서로 구분

될 수 있음. 하지만 원격조작에 필요한 지형정보를 제공하는 2차원 또는 3차원 영상 정보는 

시설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상황정보로도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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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센싱 정보 종류 비고

상황정보 수집

방사선, 대기 온도/습도/압력, 냉각재 온도/습도/압력, 방

사성 물질, 수소, 음향/진동, 2차원 영상, 3차원 영상, 전

류/전압, 수위, 냉각재 누설, 결함 3차원 계측, 내부결함 

비파괴 검사, 기기내부 점검

원격조작 

현장작업장치의 위치/자세/이동속도/충돌감지, 

조작기의 위치/방향/접촉/조작력

문, 계단, 장애물 등 지형환경에 대한 2차원/3차원 영상 

  

 (나) 취급 기능 (Handing)

� 현장작업에서 취급기능은 기기를 직접 취급하는 기능과 도구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취급하

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요구작업에 따라 다양한 취급기능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인간의 

팔과 손과 같은 취급기능이 있을 경우 기기를 직접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작업에

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기능에 대한 적응성

을 높일 수 있음.

분류 취급기능 종류 비고

직접 취급
밸브 구동, 케이블 연결, 호스 연결, 오염물질 회수, 문 개

폐, 장애물 제거

도구 취급

전기기기 점검 (멀티 테스터 등)

기기 분해/조립(드라이버,렌치,스패너,뺀치 등)

장애물 제거(드릴, 망치 등), 이물질 제거(송곳,집게 등)

수소 연소(연소장치)

제염, 소화

 (다) 이동 기능

� 원자력 시설내부는 작업자 이동이 용이한 영역과 수중지역, 협소지역, 고소지역등과 같이 방

사선이 없더라도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영역이 있음(그림 6-32). 이와 같은 영역의 형태에 

따라 효과적인 이동방식은 매우 다르기 접근 영역에 따른 적절한 이동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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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동기능 종류
작업자 

접근성

지상
평지/경사면/턱/도랑/계단/사다리/문/복도/협소통로 가능

협소지역(배관 내부, 배관 사이공간) 불가
고소지역(고소 파이프, 기기 상부, 벽면 등 ) 불가

수중 핵연료 저장조/배관내부, 침수지역 수중 유영 불가

공중 격납건물 내부 상부 비행, 격납건물 외부 비행 불가

  

(a) 통로 (b) 계단 (c) 협소통로 (b) 비평탄 통로 (e) 사다리

그림 3.6.12. 이동경로 예

(라) 데이터표시 및 조작지령

� 신속한 원격대응 작업을 위해서는 현장작업장치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원격조작자가 쉽게 

인지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데이터 표시기능이 요구되며 현장작업장

치의 높은 자유도의 조작기능 및 이동기능을 지령하기 위해서는 역시 직관적인 조작지령 방

식이 요구됨.  사고 상황에서 비숙련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조작자의 작업강도를 낮추고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동작하기 위해서는 원격대응시스템의 자율화가 필요함. 하지만 원자

력 시설 사고와 같이 미예측 상황에서 완전 자율화는 불가하므로 행동 또는 임무레벨에서의 

교시 자율성(supervised autonomy)기능이 요구됨.

분류 데이터 표시 및 조작지령 기능 종류 비고

데이터 표시

수치 표시

2차원 영상화(영상,그래프,차트등)
3차원 영상화
다중 정보 매핑 (데이터 융합 및 분석)

조작지령
조작기 작동 지령, 터치 스크린, 2D/3D 조이스틱,페

달, 음성, 힘반향

자율성 행동 레벨, 임무 레벨

(마) 통신 기능

� 통신기능은 현장작업장치와 원격조작장치간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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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거리를 최대한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장작업장치의 이동성에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방식이 유리하

나, 직선 비가시권(Non-line of sight)에서 안정된 통신 상태 유지 및 거리 제약, 내부 안전

성 관련 기기/계측기 비간섭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유선 통신방식의 경우 이동성 간섭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신 케이블 직경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케이블 릴을 탑재하여 케

이블이 바닥이나 주변 시설물과 상대적 운동이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분류 통신 기능 종류 비고

무선

전자기 방식(아날로그, 디지털)

광학

음향(초음파)

유선 TP, 광케이블 

건물벽면 통과 관통구(Penetration hole) 통신, 격벽 통신

(바) 전력공급 

� 전력공급 기능은 원격대응 장비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센서, 구동모듈, 

제어기 등을 구동시키는데 필요한 기능임. 현장작업장치의 이동성에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

서는 밧데리나 엔진 등의 자체전력이 유리하나, 제한된 용량으로 인한 사용시간의 제약이 있

음. 케이블을 이용한 전력공급의 경우 이동성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 케이블 직경을 

최대한 줄이고 권선기를 탑재하여 케이블이 바닥이나 주변 시설물과 상대적 운동이 최소화하

도록 하여야 함.

분류 전원 기능 종류 비고

자체 전력사용
밧데리 

엔진

유선 전력공급 케이블을 통한 전력 공급

나.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체계 분석 및 기반구축

(1) 원자력사고 원격대응장비 적용사례 분석

(가) 미활용 장비와 활용 장비의 비교

� JCO 임계사고 후 원자력방재지원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된 로봇들은 그 이후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인한 국가예산부족, 실용화 시나리오 결여 등으로 2003년부터 대부분 폐기 또

는 방치되었음. 

    - 일부는 동경대학에 있었으며 SWAN은 센다이시 과학관에 전시됨 

    - JAEA에 개발한 RaBot는 유지관리 예산부족으로 2010년 9월 폐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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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Q-A/B/C는 2004년 이후 방치되었음

    - MARS-A와 MARS-T는 국제 Rescue System연구조합(IRS)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나 후쿠시

마 사고시 조종자 부재로 즉시 활용할 수 없었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SMERT-M은 감마카메라를 탑재하도록 개량하고, RESQ-A는 

JAEA-2/3으로 개조되어 뒤늦게나마 활용할 수 있었음

� 사고 초기에 활용된 여러 장비들은 기존에 개발되어 꾸준한 활용을 통해 보완되고 있었고 이

를 조작/개조할 수 인력이 확보되어 있었음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가장 먼저 도입된 원격대응 작업은 2011년 4월6일 무인화 시공기계에 의한 잔해제거 작업

으로, 이 기술은 1991년 일본 운젠 후겐다케의 분화로 개발되어 이후 2004년 터널토사 

붕괴 구조작업, 2011년 토사댐 공사 등 여러 번 사용된 기술임 

    - 사고 한 달여 만인 2011년 4월 10일 건물 외부에 근접하여 수소 폭발로 파손된 건물상부

를 통해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건물 내부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미 군용 무인

항공기인 T-Hawk였음 

    - 원자로 건물로 처음 진입한 미국의 iRobot사의 Packbot은 군용로봇으로 3000대 이상 미

군에 조달되어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라크 전쟁에 사용된 실적이 있으며 2011년 3월 24일 

동경전력에 인도되었으나 iRobot사 기술자 6명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5호기에서 사전 

연습을 한 후, 4월17일에야 처음 투입이 가능하였음. 하지만 이마저도 수중기와 잔해물 

들로 인해 내부 진입이 어렵고 추가 폭발위험으로 철수하였음.

    - 2011년 6월 24일 처음으로 원자로 건물 내에 투입된 치바공대의 Quince는 재난용으로 

개발되었음. 1995년 일본 고베대지진이후 재난대응 로봇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 

NEDO, 문부과학성이 2002년부터 약 5년간 연간 약 4억엔을 투입한 프로젝트를 통해 개

발되었으며 개발이후 도쿄 소방청과의 시험을 통한 문제점 보완, 국제 Robocup Rescue

경기대회 우승 등 실용화를 위한 많음은 노력이 투입되었고 있었음. 사고 직후인 3월 17

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투입을 위해 많음은 부분이 개조 보완되어 7월 이후부터 활용되기 

시작했음. 

� 따라서 원자력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사후에 기존 장비를 개조하는 데에는 많음은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원격대응 기술/장비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이

를 운용할 수 인력이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유지되어야 함 

(나) 개발/운용/보완 순환 체계의 유지

� 일본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원자력 플랜트 제작사들의 주도로 연구 개발하였지만 사용자인 발

전사업자의 사용의지 부족 등으로 실용화 단계를 넘지 못했음.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

로 하는 기업 마인드로는 사용빈도가 매우 낮아 불필요한 비용/인력이 투입되는 원자력 사

고에 자발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기는 매우 어려움. 이에 대해 사고시만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

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 한계가 있으며, 

사고 피해는 전국 또는 주변국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운용/보완

의 순환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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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적 과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 및 복구를 위해서 사용된 장비들을 보면 그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

한 기술들이 요구됨. 사고시 다양한 상황을 잘 분석함으로써 표준 공통 플랫폼 사양의 도출

이 필요하며 당장 불가능한 기술이라도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또

한 초기 투입시에 신뢰성 측면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함.

(2) 하나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시범적용

� 하나로 제어실 거주성 상실시 방사선비상현장상황실에서 무인이동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하여 

제어실 모니터 및 패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그림 3.6.13, 그림 3.6.14)

   - 훈련일시 : 2016.11.2.(수) 

 

그림 3.6.13. 하나로 방사능방재 훈련에 무인플랫폼 시범적용

   

  

그림 3.6.14. 현장상황실에서 로봇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한 하나로 제어룸 화면

(3)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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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적용을 위한 원격무인자동화기기(RUAD)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16.3 IEC 총회에서 PT(Project team) 결성 및 프로젝트 리더 수임

   - 명칭: General Requirements for Remote and Unmanned Automatic Devices for 

Nuclear and Radiological Applications

  - 참여국: 한국,미국,캐나다,러시아,프랑스,독일,중국,일본

  - 2차례에 걸친 표준화문서 검토회의 수행 : ‘16.8 WD(Working Draft) 1차 검토회의(인터넷 

화상회의), ‘16.10 WD 2차 검토회의 (그램 3.6.15)

 

그림 3.6.15. IEC TC45 PT63048 WD 문서 및 검토회의

(4) 국제협력

(가) NIST

� NIST Intelligent system division는 ASTM에 재난대응용 로봇의 성능을 측정하는 표준 시

험방법을 개발하여 로봇 사용자의 구매가이드를 제공하고 로봇 조작자의 숙련도 훈련 및 로

봇개발을 위한 성능 강화를 지원하는 등 국제적인 표준을 선도하는 기관임  

    - 우리 원구원은 NIST intelligent system division과 협력을 체결하여 재난대응 로봇시험

시설 협력기관으로 등록하였으며, 원자력 재난 무인대응 장비의 시험 방법 개발 및 표준

화에 대한 협력계획을 수립함(그림 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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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6. 표준시험목업 및 NIST와 협력회의

(나) Groupe Intra

� Groupe Intra는 ‘88년 EDF, CEA, AREVA 공동설립한 원자력 비상사고 대응조직(Chinon 

원전내)이며, 인력은 정규 20명, 연간예산은 400만 유로 정도임. 임무는 원격제어 장비 설계

/구현/운영/유지보수/훈련, 사고시 24시간내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음. 장비는 실내로봇

(EOLE, EROS), 실외로봇(ERASE), 무인비행체(HELINUC) 등을 갖추고 관측, 오염 및 방사

선레벨 측정, 샘플 회수등의 업무를 수행함. KHG(독), ITUCR(러), JAEA/JAPC(일), IAEA와 

국제협력을 맺은 상태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초기 일본에 장비제공 제안, 복구작업에 참여 

중임. KAERI에서는 Groupe-Intra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조직운

영체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자문, 훈련참관/참가 등의 협력방안을 협의함(그림 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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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7. Groupe Intra와 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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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대응 이동플랫폼 개발

가. 지상 이동플랫폼 개발

� 원자력 비상사고 발생 시 사고 상황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상 모바일 플랫폼을 선정하였음. 

지상 이동 플랫폼은 지형 적응성, 제어의 용이성, 주행 속도, 적재량, 회전 반경, 차폭, 신뢰

성 및 충분한 수량이 요구됨.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자동차, 지게차, 소형 굴삭기, ATV 

(all terrain vehicle)를 대상으로 decision matrix를 작성하였으며, 평과 결과 ATV가 이

동 플랫폼으로 가장 적합하였음(그림 3.6.18)

그림 3.6.18. 지상 이동 플랫폼 비교 

� 지상 이동 플랫폼의 상세 모델로는 차폭, 주행성능, 무게, 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Daelim, Allcourt 100으로 선정하였음(그림 3.6.19). Allcourt 100은 좁은 차폭(835mm)

의 소형 ATV로써, 필요시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정보 획득이 가능함. 

그림 3.6.19. 대림, Allcourt 100 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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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이동플랫폼 3차원 CAD 모델 생성: ATV의 구조 변경, 제어 기구부 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3차원 CAD 모델을 생성하였음(그림 3.6.20). 3차원 데이터를 수집하

기 위하여 Structure sensor를 사용하였으며,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메쉬 작

성을 통하여 단순화된 3D CAD 모델을 구현하였음. 

 

그림 3.6.20. Allcourt 100의 3차원 모델링 제작 과정 

� 제어 자유도 분석: ATV를 제어하기 위하여 각 기능별 자유도를 분석하였음. 차량의 운용에

는 시동, 기어변속, 운행, 주차에 필요한 전체 시스템의 제어를 위해서는 총 14개의 개별 자

유도가 요구됨(표 3.6.7).  

표 3.6.7. Allcourt 100의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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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unctions Engine start Gear change Drive Park
1 Handlebar 　 　 O 　
2 Brake  lever(front) O 　 O 　
3 Brake  lever(rear) O 　 O 　
4 Throttle  lever 　 　 O 　
5 Starter  button O 　 　 　
6 Reverse  lever 　 O 　 　
7 Blinker  button 　 　 O 　
8 Main  switch O 　 　 　
9 Gear  change lever 　 O 　 　
10 Hone  switch 　 　 O 　
11 Parking  brake lever(front) 　 　 　 O
12 Parking  brake lever(rear) 　 　 　 O
13 Emergency  switch 　 　 O 　
14 Head  light 　 　 O 　

� 플랫폼 제어를 간결하고 단순화하기 위하여 무인화의 수준을 하향시킴. 운행에 부가적 요소

인 시동, 기어변속, 주차 등의 기능을 제외한 스로틀, 브레이크, 조향의 3자유도 시스템으로 

구성함(표 3.6.8).

표 3.6.8. 무인화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자유도

Required  
DOF Autonomous  level Engine 

start
Gear 

change Drive Park

14 Fully-autonomous O O O O

10 Drive 　 O O 　

8 Forward  drive only 　 　 O 　

3
Forward drive only

(without blinker,hone,emergency 
switch,light and rear brake)

　 　 O 　

 

� 자유도별 구동기 용량 선정: ATV 조향에는 선형 구동기를 채택하였음. 선형 구동기는 길이 

변화를 통하여 사람의 팔처럼 핸들바를 조작함. 선형구동기의 구동 모터 용량을 선정하기 위

하여 핸들바의 작동 각도 및 토크를 측정하였음(그림 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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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 핸들바의 작동 영역

� 핸들바 조향 토크는 지면 경사도, 마찰력, 주행속도, 지형, 적재량에 따라 달라짐. 평지에서 

지형 및 적재무게 변화에 따른 조향 토크를 측정하였으며 선형 구동기의 모터 용량은 111 

W이상이 요구되었음(표 3.6.9).

표 3.6.9. 지면의 종류와 하중에 따라 핸들바에 요구되는 모터토크와 파워 

Element Environment Force
(kgf)

Torque
(Nm)

Radius  
(cm)

Angle
(deg)

Stroke
(rad)

Angular  
Speed 
(rad/s)

Power  
(W)

Safety  
factor

Motor 
Power

Handle-
bar

평지,0kg, 
epoxy floor 9.3 28.25

31 ±30 1.05 1.047 55.65 2 111.3

평지,70kg, 
epoxy floor 15 45.57

평지,70kg, 
콘크리트 17.5 53.17

평지,70kg, 
흙바닥 14.6 44.35

� 브레이크 작동에 필요한 힘 및 작동 각도를 측정하였으며, 브레이크의 구동에는 최소 7.5W

이상의 모터 용량이 필요함(그림 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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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 브레이크 레버 (좌), 요구되는 모터 파워 (우)

� 스로틀 레버에 작용하는 힘 및 작동 영역을 측정하였으며 레버를 구동하기 위한 최소 모터용

량은 0.6W로 계산되었음(그림 3.6.23)

�

그림 3.6.23. 스로틀 레버 (좌), 요구되는 모터 파워 (우)

� 부품 선정 및 전원 시스템 개발: 각 구동부를 작동시키기 위한 힘과 속도를 고려하여 구동기

를 선정하였음. 스로틀 구동기는 Dynamixel MX-64를 선정하였음. 브레이크 및 변속기의 

구동기로는 Dynamixel MX-106으로 선정하였음. 핸들바 구동에는 Dynamixel Pro H54 

시리즈를 선정하였으며 충분한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모터를 동시에 동작시키는 

구조를 채택하였음. 제어보드는 Arduino Mega로 선정하였으며 통신 모듈로써 VRF-100A

로 선정하였음. 드론 유선 전력전송장치는 12VDC-220VAC, 220VAC-393VDC, 

393VDC-17VDC의 컨버터로 선정하였음. 메인 전원 공급 배터리는 12V, 50A의 용량을 가

지는 DB1250F모델로 선정하였으며 배터리는 ATV의 교류 발전기와 연결되어 상시 충전되

는 구조임(그림 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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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4. 구동기와 제어보드의 배선도

� 원격제어시스템 구성: 원격제어시스템은 Arduino Mega보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RS485 통신 방식을 채택하였음. ATV와 조종기 간의 무선 통신으로는 RF 방식을 채택하였

으며 제어기와 통신을 위하여 VRF-100A보드를 선정하였음(그림 3.6.25)

그림 3.6.25. 무선 제어 시스템 구성

� 무선 제어 통신 시험: 제어 신호의 통신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서 424 Mhz 

대역의 제어신호 시험을 하였음. 송신부가 로봇 실험동 1층 실내에 위치하였을 때, 최대 

330m까지 제어신호의 전달이 가능하였음(그림 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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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6. 무선 제어 통신 시험

� 지상 이동 플랫폼 업그레이드: 기존의 Allcourt 100이 가지는 payload 및 기동성의 한계점

을 극복하고자 Allcourt125 모델로 플랫폼을 변경함(그림 3.6.27). Allcourt(AT)125의 구체

적 제원은 표 3.6.10과 같음.

그림 3.6.27. Allcourt125 이동 플랫폼

표 3.6.10. Allcourt125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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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제원

모델 DAERIM, AT 125

전장 x 전폭 x 전고 [mm] 1740 x 1045 x 1110

무게 [kg] 186

Payload [kg] 150

조향각 [deg] +- 30

브레이크 유압디스크

연료 탱크 용량[L] 8.2

엔진형식 가솔린

냉각 공랭식

기통 단기통

사이클 4

변속기 1단

배기량 [cc] 124

배터리 용량 12 V 8Ah

최대속도(km/h) 60

회전반경(m) 6

등판각(deg) 30

� 변경된 이동 플랫폼을 제어하기 위하여 스로틀, 브레이크, 변속기의 구동토크 및 파워를 계

산하였으며 그림 3.6.28과 같이 컴팩트하게 차량 내부에 구성하였음

�

그림 3.6.28. 스로틀, 브레이크, 변속기 구동 토크, 파워 계산 및 구현

� 이동 플랫폼이 촬영하는 현장상황을 고해상도로 송수신하기 위하여 HD급 수준의 영상 송수

신 장비를 구성하였음. 모니터링 카메라로는 4K영상을 지원하는 GoPro장비를 사용하였으

며, 장거리 안정적 원격 영상 송수신을 위하여 DJI, lightbridge를 사용하여 통신 환경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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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획득된 영상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FPV goggle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함. 또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차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Xbox 조이스틱을 제어에 활용함

(그림 3.6.29).

그림 3.6.29. 영상송수신 장치 및 제어 컨트롤러

� 원격 영상 송수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원내, 고도 1.7m에서 시험함. 원내의 크고 

작은 건물 및 구조물에도 불구하고 최대 반경 300m내에서 HD 급 영상을 스트리밍 가능함

(그림 3.6.30). 

그림 3.6.30. 원격 영상송수신 시험

나. 공중 이동플랫폼 개발

� 공중이동 플랫폼으로는 기동성과 제어성능이 우수한 DJI사의 Phantom 3로 선택함 

� Phantom 3 드론 운용 시 발생가능 한 운용미숙/추락/구조물과의 충돌 등의 이벤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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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지형 보호체를 제작하였음. 보호체는 분리형 장비로, 드론에 조

립/결합이 가능하며, 상/하판은 로터 블레이드 보호, 측면 및 랜딩기어 보호체는 초음파 센

서, 카메라 등의 센서 일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그림 3.6.31). 

그림 3.6.31. Phantom 3 및 보호체

� Phantom 3의 경우 payload가 300g 내외에 불과함. 따라서 방사선 측정 정비를 부착하고 

장시간 운용임무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1m 급 크기의 대형 드론 

(DJI, S1000)으로 변경함(그림 3.6.32). S1000은 옥터콥터로써 최대 4kW의 출력을 내며 최

대 이륙중량은 11kg임(표 3.6.11)

그림 3.6.32. S1000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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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1. S1000 드론의 제원

Diagonal Wheelbase 1045mm

Motor Size 41×14mm

Motor max. power 500W x 8

Working Voltage 24 V

Propeller engineered plastics, 15×5.2inch

Takeoff Weight 6.0Kg ~ 11.0Kg

Hover Power Consumption 1500W (@9.5Kg Takeoff Weight)

Max Power Consumption 4000W

Hover Time 15min (@15000mAh &9.5Kg Takeoff Weight)

Working Temperature -10 °C ~ +40 °C

� 드론을 활용하여 환경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형 방사선 센서 모듈을 개발함(그림 

3.6.33). 센서 모듈은 GM튜브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50keV ~ 3MeV 수준의 감마선을 측

정 가능함. 

그림 3.6.33. 소형 방사선 센서 모듈

� 방사선 센서에서 획득된 정보를 장거리로 송신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의 통신 

환경을 구축함(그림 3.6.34). 드론에 탑재된 방사선 센서값은 스마트폰에서 프로세싱을 거쳐 

실시간으로 LTE망을 통하여 장거리로 송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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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4. LTE망 기반 스마트폰 데이터 송신

� 또한 측정된 실시간 방사선 센서정보를 지형정보과 결합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개발함. 앱에서는 현재의 위치, 방사선량 정보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

됨(그림 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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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5. 방사선 측정 앱

� 랜딩플랫폼 개발: Phantom 3 드론이 비행하지 않을 때 착륙대기/배터리 충전을 위한 랜딩 

플랫폼을 개발하였음. 랜딩플랫폼의 하부에는 드론의 운용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전원공급장

치, 드론과 전원 공급장치 사이의 전선을 감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권선기 및 권선기 구동 

모터가 위치함(그림 3.6.36). 

그림 3.6.36. 랜딩 플랫폼 및 권선 장치

� 랜딩 플랫폼은 드론이 비행하지 않을 때 착륙지 역할과 ATV의 이동시 드론의 이탈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함. 랜딩 플랫폼의 위치는 드론의 이착륙시 프로펠러와의 간섭을 없애기 위하여 

ATV의 뒤편에 배치하였음. 드론 착륙시 랜딩플랫폼과 발생하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하여 랜

딩플랫폼의 측면부는 충격 흡수 폴리머로 제작하였음. 랜딩 플랫폼 하부에는 권선기가 위치

함. 권선기는 ATV와 드론 사이의 전력선을 감고 풀어주는 역할 및 최적의 장력을 유지하기 

위한 창치임. 권선기는 최대 3m/s로 전선의 이송이 가능하며 최대 작동 거리는 50m 임(그

림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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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7. 랜딩 플랫폼(좌), 권선기(우)

� 기존의 Phantom 3용 랜딩 플랫폼에 기반하여, 크기가 커진 S1000의 이착륙을 위하여 카본

파이프를 활용하여 경량화된 랜딩 장치를 개발함(그림 3.6.38).

그림 3.6.38. S1000 랜딩 플랫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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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9. S1000 드론의 랜딩 플랫폼 이착륙 시험

� 300 W급 유선 전력전송 장치 개발: 드론의 비행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선 전력전송 장

치를 개발하였음(그림 3.6.40). 유선 전력 전송장치는 300W급으로써 12VDC를 최종 

17VDC로 변환시키며 최대 50m의 거리까지 전력 전송이 가능함. 유선 전력전송 장치로 드

론의 비행시간은 기존 9분에서 1시간으로 증대되었음.  

그림 3.6.40. 300W 급 드론 유선전력전송 장치

� 기 개발한 300W급 전력전송 장치를 개선하여, S1000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1.6kW급 

전련전송 시스템을 구성하였음(그림 3.6.41). 최종 비행 실험에서 S1000은 1.5시간 동안 호

버링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함(그림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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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1. 1.6kW 급 드론 유선전력전송 장치

그림 3.6.42. 1.6kW 급 드론 유선전력전송 장치 시험 비행

다. 비상사고대응 이동플랫폼 구성

� 시스템 구성: 이동 플랫폼은 크게 지상 이동 플랫폼(ATV)과 공중 이동플랫폼(드론)으로 구성

되며, 드론 및 랜딩 플랫폼이 ATV의 후면부에 위치하도록 설계/제작하였음. ATV는 총 3개

의 자유도로 구성되며 조향을 위한 선형 구동부, 브레이크 작동을 위한 브레이크 구동부, 가

감속을 위한 스로틀 구동부로 나뉘어 있음. ATV의 중앙에는 영상 및 센서 데이터를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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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원격지와 통신 및 플랫폼 제어를 위한 컨트롤 박스가 위치함. 이동 플랫폼으로부터 정

보 수집을 위하여 전/후방 캠을 포함하여, 온습도 센서, GPS, IMU 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

음(그림 3.6.43). 

그림 3.6.43. 비상사고대응 이동 플랫폼 개요도

� 이동 플랫폼은 크게 지상 이동 플랫폼(ATV)과 공중 이동플랫폼(드론)으로 구성되며, 드론 및 

랜딩 플랫폼은 ATV의 후면부에 위치함(그림 3.6.44). ATV는 총 3개의 자유도로 구성되며 

조향 구동부, 브레이크 작동을 위한 브레이크 구동부, 가감속을 위한 스로틀 구동부로 나뉘

어 있음. 

그림 3.6.44. 지상 이동 플랫폼 

� 전장시스템 구성: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전장 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였음(그림 

3.6.45). OCU (operator control unit)는 원격 오퍼레이터의 제어 명령 및 영상, 센서 데

이터를 표시해 주는 장치임. 영상 및 데이터 송수신 모듈은 OCU와 메인 컨트롤 보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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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신을 담당함. ATV에 위치한 메인보드는 총 4개의 구동기를 제어하며, IMU, GPS, 온/

습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OCU로 전송함. 지상/공중 플랫폼은 OCU상에서 각각 모드 변환을 

통해 제어됨(그림 3.6.46).

그림 3.6.45. 주요 부품 구성도

그림 3.6.46. 통신 시스템 구성

� 시스템 운용 시나리오: 지상 및 공중 이동 플랫폼의 협업을 통하여, 넓은 지역 모니터링, 사

고 지역으로의 신속 이동, 건물 내/외부 모니터링의 총 4가지 모드로 운용이 가능하여 모니

터링 영역이 넓고 사고 시 신속 대처에 용이함(그림 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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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7. 비상사고 대응 운용 컨셉

� 플랫폼 운용실험: 이동 플랫폼은 원격지에서 오퍼레이터가 OCU를 사용하여 ATV 및 드론을 

각기 제어 가능함. ATV 및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 정보 및 센서 데이터는 OCU상에 

나타나 원격지 상황을 전달함(그림 3.6.48).

그림 3.6.48. 운용 환경

� 지상 이동 플랫폼(ATV)은 최대 시속 50km/h 이상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무선 송수신 거리

는 500m 이상임(그림 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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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9. 지상이동플랫폼 운용 시험

� 공중이동 플랫폼(드론)은 랜딩 플랫폼에서 이륙이 가능하며, 드론은 전/후, 좌/우, 위/아래, 

좌/우 회전 의 총 8가지 자유도로 제어 가능함(그림 3.6.50).

그림 3.6.50. 공중이동 플랫폼 운용 시험(Allcourt100, Phantom 3)

� Allcourt125 및 Phantom 3의 통합 운용시험: Allcourt125와 드론의 통합 운용 시험을 수

행하였음. ATV는 최대 60 km/h로 주행 가능하며 페이로드는 160kg, 운용거리와 운용시간

은 각각 1km, 5h로 측정되었음(그림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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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1. 공중이동 플랫폼 운용 시험(Allcourt125, Phantom 3)

� 최종 시스템은 RAM(Remote control system for Accident Monitoring), 

RAD(RAdiation Drone), RADMAP(Radiation Map)으로 구성됨(그림 3.6.52). 통합 운용

시험 시 RAM의 원격지 이동, RAD의 이착륙 및 공중 기동, RADMAP의 방사선 센서 측정, 

매핑 및 원거리 송수신이 원활하게 수행되었음(그림 3.6.53).

그림 3.6.52. RAM, RAD, RADMAP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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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3. RADMAP 및 방사선 센서 모듈의 시스템 구성

라. 공중이동플랫폼 부품의 방사선 수명평가

� 공중이동플랫폼 제어기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 5가지에 대해 방사선 조사실험을 수행

� FC(Flight controller)는 조종신호와 각종 센서 값들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ESC출력과 

Telemetry데이터 등을 출력하는 역할을 함. ESC는 FC로부터 출력신호를 받고 해석하여 배

터리로부터 모터로 가는 출력량을 조절함.

   - 모터 : GARTT ML2204S 2300KV

   - ESC : ZTW Spider Series 12A opto

   - 배터리 : EP power 2200mAh 11.1V

   - FC : Pixhawk

   - Telemetry : 3DR RADIO V2

� 모터, 배터리 누적허용선량 2,000Gy 이상, 프로세서와 통신모듈 누적허용선량 약 280Gy 

(기능상실) (그림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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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4. 공중이동플랫폼 부품의 방사선 수명

마. 3차원 형상지도 작성, 위치인식 기술개발

(1)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이용한 3차원 형상지도 작성

� 원자력시설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3차원 형상을 측정하여 맵을 작성하는 방법을 개

발하였음.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pan/tilt 장치에 부착하여 스캔하는 방법으로 하드웨어 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현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3차원 형상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3차원 형상을 획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3차원 거리측정 센서를 움직여 주변을 스캔하고 전

역 좌표축을 기준으로 센서의 움직임을 추정하여 전역 좌표공간에 데이터를 모으는 것임. 센

서의 움직임 추정이 정확함이면 단순히 각각의 로컬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으로 3차원 형상

지도를 획득할 수 있지만, 움직이고 있는 이동로봇에서 센서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문제는 대

표적인 ill-posed problem으로 이상적인 상황일 때도 근사치만을 얻을 수 있으며 그마저도 

힘든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본 연구는 이동로봇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센서만을 움직이고 

이를 신뢰도 높은 센서로 측정하여 3차원 형상지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

였음. 

� 3차원 형상지도를 만들기 위해선 3차원 거리측정 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스테레오 비전

(Stereo Vision), 레이저 거리측정기(Laser Range Finder), TOF(Time Of Flight), 3차원 

스캐너 등 여러 가지가 있음. 하지만 로봇이 정지하여 주변의 3차원 형상지도를 획득하고 다

시 움직이는 상황을 가정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 범위가 크면 클수록 로봇의 정지 횟수가 줄

어들게 되는 이점이 있으므로 위의 센서 중, 수십 미터의 장거리 측정 능력이 있고 실내나 

실외 환경에 상관없이 강건하게 동작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하드웨어 구성 : 센서를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광학식 엔코더가 장착된 팬틸

트 장치에 센서를 고정하였음(그림 3.6.55) 

� LRF의 센서 제원을 살펴보면 75% 반사율 일 때 50m, 10% 반사율 일 때 18m의 측정 성

능을 보장하며 0.25° 간격으로 270° 까지 부채꼴 모양으로 측정 가능함(표 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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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드웨어 구성                  (b) LRF 및 회전모듈

그림 3.6.55.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이용한 3D 형상측정

표 3.6.12. LMS151-10100 LRF 센서의 제원

항목 제원
최대 범위 50m ( > 75% 반사도에서) / 18m (10% 반사도에서)
스캔 각 최대 270°
각 해상도 0.5°/0.25° 조정가능
스캔 주파수;응답시간 50Hz/25Hz; 20ms/40ms

오차
통계적 (1s); typ.12mm; 구조적: typ.±30mm (온도 드리프트 최대 

0.32mm/℃)

송출기
펄스 레이저 다이오드; 콜리메이트된 빔의 발산(전체 각):15mrad(약

15mm/m 또는 0.86“); 광학 후드에서 빛 스폿의 크기 :8mm
스위칭 입/출력 2/3
데이터 인터페이스 이더넷 100 Mbit TCP/IP; RS232
공급전압 전자부품:10.8V-30VDC; 히팅:24VDC
레이저보호 클래스 레이저 등급 1 (IEC608251, 21 CFR1040.10 및1040.11에 일치)
밀봉등급; 보호클래스 IP67 (EN60529), section 14.2.7; II (EN50178(1997-10))
EMC 시험 EN61000-6-2(2005-08), EN61000-6-3 (2007-4)

진동시험
EN60068-2-6(1995-04); 주파수 범위: 10Hz ～ 150Hz; 진폭: 최소 

5g RMS

충격시험
EN60068-2-27(1993-03); EN60068-2-29 (1993-04)에 따라; 단일 

충격:15g, 11ms; 연속 충격:10g 16ms
하우징 합금 날씨 저항성 우수 (DIN/EN1061988, table3)
크기(W×H×D);무게 102mm×162mm×105mm; 약 1.1kg(커넥션 케이블 제외)
동작온도 -30℃ ～ 50℃

� 소프트웨어 구성 : 3차원 형상측정 장치는 컨트롤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됨. 프로그램은 레이

저 거리측정기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원하는 각도와 속도로 pan/tilt 장비를 움직일 수 있으

며 데이터 획득 시의 각도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형상지도를 만들 수 있음(그림 3.6.56).  

(a) 소프트웨어 구성



- 494 -

(b) 프로그램 실행 화면

그림 3.6.56. 3D 형상측정 S/W

� 3차원 형상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3차원 형상지도를 측정하였음. 복잡한 실

내 홀에서의 3차원 형상지도 측정 : 3°/sec의 속도로 180° panning 스캔한 결과로 건물 

내부의 벽과 바닥, 계단, 책상이나 선풍기 등의 3차원 형상이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6.57). 실내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실외에서 3차원 형상지도를 측정한 결과 벽면, 창, 

나무 등의 형상이 찌그러지지 않게 나타나 적당한 태양광하에서도 실내와 유사한 결과를 추

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그림 3.6.58).

 

그림 3.6.57. 실내 3D 형상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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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8. 실외 3D 형상측정 결과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효과적으로 정밀한 3차원 형상을 획득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 첫째, 라인별로 스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로봇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둘째, 첫째와 같은 이유로 측정 범위 내에 움직이는 대상체가 존재할 경우 대상의 

잔상이 형상지도에 남게 됨. 셋째, 한 위치에서 panning을 통해 스캔하기 때문에 앞쪽 물체

에 의해 가려진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는 이동로봇의 위치와 지도 작성을 동시에 수행

하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시스템을 구성하며 이는 

VO(Visual Odometry)와 BA(Bundle Adjustment)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3차원 거리 측정 방법 및 효과적인 SLAM 알고리즘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2) RGBD 카메라를 이용한 주행용 3차원 형상지도 알고리즘 구현

� RGBD 카메라와 IMU를 이용하여 로봇의 6자유도 움직임을 추정하고 3차원 형상지도를  작

성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음(그림 3.6.59)

� Loop closing과 Graph optimization을 통해 누적 오차를 보정하고, 로봇의 움직임과 상

관없이 지도 작성 가능한 방법으로 센서의 무게가 가벼워 드론 같은 소형 모바일 로봇에 적

용 가능함. 또한 3차원 형상과 동시에 색상정보도 획득 가능하므로 구조물 상태에 대한 식별

이 수월해짐. 반면 레이저 거리측정기 스캔 방식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지며 측정 범위가 4m 

가량으로 짧고, 실외에서 사용이 불가한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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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9. RGBD 카메라

� 알고리즘 구성은 다음과 같음(그림 3.6.60)  

    -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correspondence를 구하기 위해 SIFT 알고리즘 사용

    - matching pair의 3차원 좌표는 depth map을 통해 획득

    - 3차원 좌표를 획득한 경우와 획득하지 못한 경우 둘 다 DEMO 알고리즘의 6 자유도 움직

임 추정에 사용

    - 추정한 프레임 간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구성, ISA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optimization

    - FABMAP을 사용하여 그래프가 갱신 될 때 마다 loop closing을 찾아 optimization

그림 3.6.60. RGBD 카메라를 이용한 3D 형상측정 알고리즘 구성

� 형상획득 시험 : RGB-D SLA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3차원 형상과 

색상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여 영상을 복원한 실험을 수행함(그림 3.6.61)

(a) CCD 카메라 영상

(b) 3D 형상측정 영상(측면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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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D 형상측정 영상(탑뷰)

그림 3.6.61. RGBD 카메라를 이용한 실내 3D 형상측정 결과

(3) 위치인식 기술개발

� 실내 및 실외환경에서 위치인식을 위해 GPS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광학 센서를 이용하여 

시각적 주행거리 측정방법을 연구함. 비주얼 주행거리 측정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RGBD 카메라, 스테레오 비전, LRF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음. 흔들림

이 없는 상태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향후 지상이동 플랫폼에 장착하여 흔들림이 심한 

상태에서 위치추정 알고리즘을 보완할 계획임. 

    - RGBD 카메라를 이용한 알고리즘은 적외선 패턴과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찾아

내고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카메라 위치 및 자세를 추정하는 자세 추정(pose 

estimation)과 그 결과를 누적하는 자세 통합(pose integration)으로 이루어짐. 적외선 

패턴의 제한성으로 실내에 적용하여 위치추정 실험을 수행하였음(그림 3.6.62). 

    

그림 3.6.62. RGBD 카메라(ASUS Xtion)를 이용한 비주얼 주행거리측정 결과

    -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비주얼 주행거리 측정방법 : 두 대의 카메라를 평행하게 배치한 

카메라로 획득한 컬러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3차원 깊이정보를 획득함. 특징점

을 트랙킹하여 자세를 추정하고 위치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으로 실내와 실외 사용이 

가능하며 영상해상도에 따라 위치인식의 정밀도가 결정됨. 영상에 특징이 없으면 매

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밀한 깊이정보를 얻지못하는 단점이 있음. 실외에

서 스테레오 비전 위치추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이동거리 200m에서 시작

점과 끝점의 위치오차가 약 2m 이내임을 확인함.(그림 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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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3. 스테레오 비전(ZED)을 이용한 비주얼 주행거리측정 결과

    - LRF(Laser Range Finder)를 이용한 비주얼 주행거리 측정방법 : LRF 스캔장치를 제작하

였으며 스캔장치 회전시켜 전방 공간에 대한 거리 정보를 얻는 실험을 수행하였음. 스캔중

에 edge line과 planar patch를 검출하고 이전 스캔 데이터에서 획득한 edge line과 

planar patch들 중, 가장 근접한 것들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 하는 식으로 pose 

estimation을 수행함(그림 3.6.64, 그림 3.6.65). LRF는 좋은 품질의 거리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움직임 추정이 어려워 다른 장치와 결합하여 성능을 개선해야 됨.

 

그림 3.6.64. LRF 스위핑 하드웨어 및 알고리즘

그림 3.6.65. LRF를 이용한 비주얼 주행거리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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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통신 기술개발

(1)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통신 개념설계

� 통신환경 : 원거리, 장애물 존재

� 상용 무선 송수신기 : 2.4Ghz, 5.8Ghz 반송파 주파수대가 널리 사용됨

    - 극초단파 대역으로 직진성 강함, 회절에 의한 손실로 장거리 전송에 어려움.

    - 다수의 중계기 사용으로 통신 오버헤드 및 중계기 문제 발생소지가 있음.

    - 낮은 주파수대역의 송수신기는 음성 및 단순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음.

� 제안 방법 : 500Mhz 이하의 반송파 주파수 사용(그림 3.6.66)

    - 1.15Mhz 기저 대역폭에 영상신호, 제어신호 및 센싱 데이터 변조

    - 반경 2km의 non-LOS(line of sight)환경에서 모바일플랫폼 제어

    - 대역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사

용으로 센싱, 제어 및 영상 신호의 동시 전송 

    - 현재 256 채널 중 96채널에 데이터 사용(표 3.6.13) 

       

그림 3.6.66. 무선통신 구성

표 3.6.13. 제안된 256 채널의 신호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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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채널 수 내  용
0 1 미사용(DC 성분))

1 ~ 24 24 데이터 (영상)
25 1 파일럿 신호

26~49 24 데이터 (영상)
50 1 파일럿 신호

51~205 154 미사용(대역폭 제한)
206~229 24 데이터 (영상)

230 1 파일럿 신호
231~254 24 데이터 (20: 영상, 2:제어, 2:환경모니터링)

255 1 파일럿 신호

(2)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통신 S/W 구현

� 개발 환경 : Linux 기반의 GNU radio, g++ compiler, Ettus Research 사 B200 USRP 

hardware(그림 3.6.67)

� 개발 내용 : 

    - 송신부에서 랜덤 데이터를 발생하고 이를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로 변조

한 후 433Mhz 의 반송파로 전송(그림 3.6.68)

    - 수신부에서  주파수 및 타이밍 보정 후 QPSK constellation 이 정확하게 형성되는 것 확

인 (constellation이 형성되면 데이터 복원은 비교적 쉬운 과정임) (그림 3.6.69)

그림 3.6.67. 소프트웨어 정의 무선 GUI (GNU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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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8. I-Q 신호, 콘스텔레이션 및 주파수 스펙트럼

그림 3.6.69. 수신 신호의 콘스텔레이션: 주파수 오프셋 에러보정 및 타이밍 에러 전(좌), 후(우)

(3) 격벽 초음파 통신

� 개발된 영상, 제어 및 센싱 신호의 무선 전송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기파의 전달이 어려운 도

체로 차폐된 벽면사이에서 초음파 신호를 이용하여 무선 통신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제안(그

림 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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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0. 특허출원(초음파를 이용한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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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만분광을 이용한 원거리 수소측정 장치 개발

가. 수소가스 측정을 위한 소형 라만라이다 실험모듈 개발

(1) 수소가스 원격측정을 위한 소형 라만 라이다 실험모듈 (H/W)를 개발

� 그림 3.6.71은 자외선 대역의 Nd:YAG 레이저를 광원으로 하는 라만 라이다 광학계를 나타

낸 것이며, 표 3.6.14는 라만 라이다 시스템 구성을 위한 장치의 사양을 나타낸 것임. 야외 

이동이 가능한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3.6.72는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나타

낸 그림으로서, 대기 중의 수소 및 질소 가스에 의한 라만 신호를 동시에 계측 가능한 2채

널 장치로 개발하여, 자체 영점 조절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음.

그림 3.6.71. 수소가스 탐지를 위한 라만 라이다 개념도

표 3.6.14. 라만라이다 레이저의 특성

Nd:YAG Laser (Brilliant ultra50 GRM)

Wavelength 355 nm

Energy per pulse 12 mJ at 355 nm

Repetition rate 20 Hz

Pulse duration 6 ns at 355 nm

Energy stability < 6 % at 355 nm

Jitter <±2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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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2. 원격수소가스 탐지를 위한 라만라이다 모듈

(2) 라만신호획득 DAQ 및 분석 S/W 개발

� 그림 3.6.73은 자외선 레이저 여기 라만 광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DAQ 및 신호 분석 프로

그램을 나타냄. OKOS사의 AL8xGT-1.5 고속 디지타이저를 사용하여 1GS/s 샘플링이 가

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툴인 LabVIEW를 이용하여 라만 신호의 획득 및 처

리가 가능한 S/W를 개발하였음. 그림 3.6.74는 라만 라이다 시스템의 신호 획득 및 처리 

프로그램의 순서도를 나타내며,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획득 신호 Display  (Raw 신호와 누적 평균 신호 표시)

② 프로그램의 제어(DAQ 보드의 데이터 수집 시작, 저장, 종료)

③ 신호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 설정 부(트리거 모드, 트리거 전압, 누적 평균 횟수, 트리거 

전 후 데이터, input Voltage 등을 설정)

그림 3.6.73. 라만 데이터 획득 및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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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4. 라만 데이터 획득 및 분석 S/W의 플로차트

(3) 수소가스 및 질소가스의 라만 신호 측정 장치

� 그림 3.6.75는 수소 가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동형 라만 라이다 시스템의 모델링을 나

타낸 것임. 라만 라이다 시스템의 경우, 레이저를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 Off  axis 라만 라

이다 시스템과 On  axis 라만 라이다 시스템으로 구분됨. 

(a) Off  axis 라만 라이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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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n  axis 라만 라이다 시스템

그림 3.6.75. 휴대형 라만라이다 시스템 모델링

� 그림 3.6.76은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수소 라만 신호 세기의 정량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라만 라이다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냄.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여 수소 가스 폭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스 챔버를 제작하였으며, 가스 챔버와 연결된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가스 

챔버 내의 수소 가스의 분압을 조절하여 정량적인 수소 가스 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음. 

그림 3.6.76. 가스 챔버를 이용한 라만 라이다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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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가스 계측을 위한 라만 라이다 시스템의 경우, 라만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레이저 장치

의 에너지와 레이저에 의하여 발생한 라만 신호를 수신하는 망원경의 직경에 의하여 수소 

라만 신호 세기가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그러나 원전 격납 건물과 같이 설치 공간과 

장비에 대한 규정이 제한된 곳에서는 높은 출력을 갖는 레이저와 직경이 큰 대형 광학 수신 

장치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12 mJ의 펄스 에너지를 갖는 저출력 레이저와 직경 50 mm 

이하의 소형 광학 부품을 사용하여 광학 시스템을 구성하여, 라만 라이다 시스템으로부터 

20 m 거리에서 수소 라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계측 장치를 개발하였음. 

그림 3.6.77은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라만 신호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된 라만 라이

다 시스템과 수소 가스 챔버를 나타낸 사진임.

(a) 라만 라이다 시스템

(b) 수소 가스 농도 조절용 가스 챔버

그림 3.6.77.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라만 신호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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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형 라만라이다 실험 및 결과

(1) 야외에서의 수소가스 누설 검출 실험

� 야외에 실험 모듈을 설치하고, 공기 중에 수소가스를 누설시키며 공기 중의 질소와 수소의 

라만신호 측정실험을 수행하였음(그림 3.6.78).

- 수소가스의 위험성 때문에 야외에서 실험

- 라이다 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설 위치까지의 거리 : 30 m

- 실험 장치는 이동형 소형 라만라이다 실험 장치를 외부로 옮겨 실험. 
 

그림 3.6.78. 라만라이다를 이용한 수소가스 측정 실외시험

 

� 공기 중에 수소가스를 누설시키며, 공기 중의 질소와 수소의 라만신호 측정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그림 3.6.79와 같이 공기 중의 수소 및 질소가스의 라만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음. 
 

그림 3.6.79. 수소 및 질소가스의 라만 라이다 신호

� 그림 3.6.80은 원격 수소 가스 계측을 위한 이동형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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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소 및 수소 가스에 의한 라만 신호를 계측한 결과를 나타냄.

. 1 Ch로 질소/수소를 번갈아 가면 계측 (6,144개의 데이터 수집 -> 구간별로 분석)

. 라만산란 단면적: 수소가스 7.07cm2/sr, 질소가스 2.28cm2/sr, 산란단면적의 비는 3.1 배

. 수신된 신호의 비는 수소가스/질소가스 = 0.35 / 0.73 = 0.48 배

. 수소농도 = 78 % / 3.1 x 0.48 = 12 % (공기 중의 수소 농도 유추)

-> 잡음 레벨을 신호의 1/10으로 보면, 1 % 측정 분해능은 달성할 것으로 됨

그림 3.6.80. 라만라이다에 의한 수소가스 검출 실험결과

(2) 라만 라이다를 이용한 수소가스 측정 정량화 실험

(가) 서브 셋 방법을 이용한 정량화 실험 및 결과

� 수소 가스 누출 탐지 및 정량화 실험을 위하여 수소 농도 조절이 가능한 가스 챔버를 이용

하여 수소 농도를 변화시켜 주면서, 수소 라만 신호 변화를 측정하였음. 각 농도에서 6,000 

개의 수소 라만 Raw 데이터를 수집하였음. 수소 라만 신호의 경우, 레이저의 세기 변화 및 

수소 가스 농도에 의하여 라만 신호의 변동이 급격히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따라서 수

소 라만 신호의 반복도 및 정량 분석하기 위하여 수소 라만 신호의 평균을 이용함.

� 표 3.6.15는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수소 라만 신호의 반복도 및 정량적 세기를 분석

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소 라만 신호의 평균 조건을 나타냄. 각각의 조건 당 총 수소 라만 신

호의 개수가 6,000 개임으로 수소 라만 신호의 평균 개수에 의하여 수소 라만 신호의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차 값을 측정할 경우, 평균 개수 별 수소 라만 신호의 비교가 불가능하

게 됨. 따라서 수소 라만 신호의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각 수소 농도 별 6,000 개의 수소 

라만 신호를 100개를 기준으로 60 구간의 subset을 생성하였음. 각 구간별 데이터를 20, 

40, 60, 100 단위로 묶어 평균 수소 라만 신호의 세기를 구하였음. 또한 각 구간별 데이터 

개수 에 따라 구해진 총 60개 구간의 수소 라만 신호의 평균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소 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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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차 값을 분석하여 각 평균 데이터의 개수에 따른 측정 오

차 및 유효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조건에서 2번 반복 실험한 결과를 분석하였음.

� 그림 3.6.81은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총 60개의 구간에서 subset 20 분석 방법을 이

용하여 측정한 수소 라만 신호의 세기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표 3.6.16은 수소 

라만 신호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차 값을 정리한 것임.

그림 3.6.81. 수소 가스 농도 별 subset 20 분석 방법을 이용한 라만 신호 측정결과

subset 20 subset 40 subset 60 subset 100

Number of 
data 

20 40 60 100

Remark

각 농도 별 수소 라만 신호 Raw data 6000 개를 100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분리.

각 구간별 subset 숫자에 따라 데이터의 평균을 이용하여 수소 라만 신호의 세기 검출.

각 농도 별 60개 구간의 수소 라만 신호의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차 분석.

표 3.6.15. 수소 가스 농도 별 수소 라만 신호 분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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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gas 
concentration (Vol.%)

Raman 
signal (V)

농도 측정 값 
(Vol.%)

측정 오차 
(%)

Standard 
deviation (V)

 Standard 
deviation (%)

0.04 - 0.46555 - 0.77744 - 0.81691 0.033732 5.18956 

0.66 - 0.45716 - 2.06731 - 2.72520 0.029285 4.50537 

1.32 - 0.4785 1.21603 - 0.09976 0.032126 4.94245 

3.29 - 0.48775 2.63859 - 0.65088 0.036591 5.62934 

6.45 - 0.51136 6.27000 - 0.17737 0.035617 5.47958 

13.16 - 0.57357 15.84167 2.68377 0.034332 5.28189 

19.74 - 0.6228 23.41538 3.67854 0.038314 5.89450 

39.47 - 0.7281 39.61538 0.14170 0.041058 6.31659 

59.21 - 0.84353 57.37397 - 1.83655 0.041997 6.46105 

78.95 - 0.9837 78.93872 - 0.00865 0.060168 9.25667 

100 - 1.1233 100.41526 0.41526 0.053221 8.18778 

Average - - 1.203145 - 6.104071

표 3.6.16. 수소 가스 농도 별 subset 20 분석 방법을 이용한 라만 신호 결과

� 그림 3.6.82는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총 60개의 구간에서 subset 40 분석 방법을 이

용하여 측정한 수소 라만 신호의 세기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표 3.6.17은 수소 

라만 신호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차 값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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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2. 수소 가스 농도 별 subset 40 분석 방법을 이용한 라만 신호 측정결과

Hydrogen gas 
concentration (Vol.%)

Raman 
signal (V)

농도 측정 값 
(Vol.%)

측정 오차 
(%)

Standard 
deviation (V)

 Standard 
deviation (%)

0.04 - 0.46054 - 1.37872 - 1.41819 0.022504 3.46219 

0.66 - 0.46158 - 1.21814 - 1.87604 0.021969 3.37988 

1.32 - 0.47869 1.41359 0.09780 0.023153 3.56200 

3.29 - 0.48906 3.00987 - 0.27960 0.023445 3.60697 

6.45 - 0.51322 6.72583 0.27846 0.0261 4.01546 

13.16 - 0.57138 15.67365 2.51576 0.023872 3.67257 

19.74 - 0.61497 22.38038 2.64354 0.024085 3.70532 

39.47 - 0.72123 38.72705 - 0.74663 0.028941 4.45246 

59.21 - 0.84577 57.88840 - 1.32213 0.025922 3.98798 

78.95 - 0.98085 78.66942 - 0.27795 0.03541 5.44775 

100 - 1.12386 100.67141 0.67141 0.03871 5.95537 

Average - - 1.102501 - 4.11345

표 3.6.17. 수소 가스 농도 별 subset 40 분석 방법을 이용한 라만 신호 결과

� 그림 3.6.83은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총 60개의 구간에서 subset 60 분석 방법을 이

용하여 측정한 수소 라만 신호의 세기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표 3.6.18은 수소 

라만 신호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차 값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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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3. 수소 가스 농도 별 subset 60 분석 방법을 이용한 라만 신호 측정결과

Hydrogen gas 
concentration (Vol.%)

Raman 
signal (V)

농도 측정 값 
(Vol.%)

측정 오차 
(%)

Standard 
deviation (V)

 Standard 
deviation (%)

0.04 - 0.45985 - 1.45342 - 1.49289 0.017666 2.71789 

0.66 - 0.46206 - 1.11389 - 1.77178 0.019496 2.99932 

1.32 - 0.47725 1.22282 - 0.09297 0.019938 3.06743 

3.29 - 0.48964 3.12889 - 0.16058 0.019509 3.00143 

6.45 - 0.51328 6.76594 0.31857 0.021138 3.25204 

13.16 - 0.57026 15.53235 2.37446 0.023249 3.57670 

19.74 - 0.61426 22.30120 2.56435 0.023148 3.56126 

39.47 - 0.72446 39.25564 - 0.21804 0.022927 3.52723 

59.21 - 0.84398 57.64248 - 1.56805 0.023704 3.64673 

78.95 - 0.97994 78.55974 - 0.38762 0.02843 4.37387 

100 - 1.12374 100.68325 0.68325 0.035046 5.39174 

Average - - 1.057505 - 3.555967

표 3.6.18. 수소 가스 농도 별 subset 60 분석 방법을 이용한 라만 신호 결과

� 그림 3.6.84는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총 60개의 구간에서 subset 100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수소 라만 신호의 세기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표 3.6.19는 수소 

라만 신호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차 값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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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4. 수소 가스 농도 별 subset 100 분석 방법을 이용한 라만 신호 측정결과

Hydrogen gas 
concentration (Vol.%)

Raman 
signal (V)

농도 측정 값 
(Vol.%)

측정 오차 
(%)

Standard 
deviation (V)

 Standard 
deviation (%)

0.04 - 0.45905 - 1.51538 - 1.55486 0.014898 2.29201 

0.66 - 0.46383 - 0.78049 - 1.43838 0.013978 2.15052 

1.32 - 0.47626 1.13295 - 0.18284 0.014501 2.23094 

3.29 - 0.4901 3.26174 - 0.02773 0.016407 2.52408 

6.45 - 0.51135 6.53141 0.08404 0.017921 2.75702 

13.16 - 0.57034 15.60577 2.44787 0.02183 3.35842 

19.74 - 0.61376 22.28638 2.54954 0.021004 3.23140 

39.47 - 0.72645 39.62249 0.14880 0.02066 3.17852 

59.21 - 0.84238 57.45905 - 1.75148 0.017398 2.67659 

78.95 - 0.98303 79.09759 0.15022 0.021451 3.30012 

100 - 1.12613 101.11187 1.11187 0.023285 3.58227 

Average - - 1.040694 - 2.843808

표 3.6.19. 수소 가스 농도 별 subset 100 분석 방법을 이용한 라만 신호 결과

� 표 3.6.20은 각 subset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수소 라만 신호의 선형 추세선과의 유

사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2), 측정 오차 최대값 및 표준 편차 값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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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subset 분석 방법에서 수소 라만 신호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선형 추세선과의 유사도

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2) 값이 점차 높아지며, 반대로 측정 오차 평균 값 및 표준 편차 값

도 점차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실험 결과에서 수소가스의 측정 오차는 subset 의 개수

에 따라 1.0 ~ 1.2 % 인 것으로 나타남. 

subset 20 subset 40 subset 60 subset 100

결정 계수(R2) 0.9974 0.9983 0.9983 0.9983

측정 오차 평균 값 (%) 1.203145 1.102501 1.057505 1.040694

표준 편차 (%) 6.104071 4.11345 3.555967 2.843808

표 3.6.20. subset 분석 방법에 의한 결정 계수(R2) 변화 결과

(나) 반사 잡음 신호를 이용한 분해능 개선 실험 및 결과

� 수소 가스에 의한 라만 신호 이외의 다른 신호의 경우, 라만 신호에 비하여 그 세기가 훨씬 

큰 특징을 갖고 있음. 따라서 협대역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일부가 필터를 투과하여 수소 라

만 신호와 함께 PMT에 의하여 신호 세기가 증폭되게 됨. 그러므로 수소 라만 신호에 포함

된 배경 신호는 일정 수준의 편향된 전압 값을 나타내며, 이는 라만 라이다 시스템의 측정 

오차로 작용하게 됨. 따라서 수소 라만 신호에 포함된 배경 신호를 제거할 수 있다면 수소 

가스 검출을 위한 라만 라이다 시스템의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음. 그림 3.6.85는 수소 라

만 신호에 포함된 배경 신호를 측정하여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것임. 

� 측정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광분할기 반사 라인의 반대편에서 획득한 신호를 이용하게 됨. 반

사 라인의 반대편의 경우(PMT reflect), 광분할기 투과 라인과 반사 라인에서 반사된 신호

를 계측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그러나 반사 라인에서 직접 신호를 계측하는 것에 비

하여 신호의 세기가 작은 특징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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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5. 배경 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구성도 

� 배경 신호의 특성을 보면, 355 nm 파장의 레이저와 넓은 파장 대역을 갖는 형광 신호가 배

경 신호를 구성하는 주요 인자이므로 망원경에서 355 nm 파장의 레이저 빛을 제거하기 위

한 notch filter를 제거하여 광분할기 반사 라인의 반대편에서 계측되는 배경 신호의 세기를 

증가하도록 하였음. 표 3.6.21은 수소 라만 신호 및 배경 신호를 계측하기 위하여 수소 농

도 조건을 나타낸 것이며, 표 3.6.22는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대편에서 수소 라만 신호의 

배경 신호를 계측하기 위하여 사용된 PMT의 high voltage 조건과 광학 부품의 사양을 나

타낸 것임. 

Hydrogen gas 
concentration 

(Vol.%)

0.04 0.66 1.32 3.29 6.45 13.16

19.74 39.47 59.21 78.95 100

표 3.6.21. 광분할기 반사라인 반대편에서 배경신호를 계측하기 위한 수소가스 농도조건 

Hydrogen Raman signal Background signal 

High voltage 
input voltage

560 V 560 V

Remark

Background reflected line

355 Line filter diameter : Ø1", CWL = 355 ± 2 nm, FWHM = 10 ± 2 nm

ND (Natural density) filter diameter : Ø1", ND 0.6 and ND 1

Eliminated the 355 notch filter at the telescope 

표 3.6.22. 광분할기 반사라인 반대편에서 배경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조건 및 광학부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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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86은 수소 가스 농도 별 수소 라만 신호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표 3.6.23

은 수소 라만 신호의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차 값을 나타낸 것임(실험 720). 그래프에

서 볼 수 있듯이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수소 라만 신호의 변화가 선형성을 나타내며, 수소 

라만 신호를 이용한 선형 추세선과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R2 값이 0.9983이며, 측정 오차의 

평균은 1.0 % 수준으로 나타났음. 

그림 3.6.86. 수소 가스 농도 별 수소 라만 신호 측정 결과 그래프

Hydrogen gas 
concentration (Vol.%)

Raman signal 
(V/100)

농도 측정 값 
(Vol.%)

측정 오차 
(%)

Standard 
deviation 
(V/100)

 Standard 
deviation (%)

0.04 - 45.905 - 1.50337 - 1.54284 1.48981 2.28079 

0.66 - 46.3827 - 0.77207 - 1.42997 1.397841 2.13999 

1.32 - 47.6264 1.13199 - 0.18380 1.450112 2.22001 

3.29 - 49.0101 3.25036 - 0.03912 1.640651 2.51171 

6.45 - 51.1354 6.50401 0.05664 1.792065 2.74352 

13.16 - 57.0338 15.53391 2.37602 2.182976 3.34197 

19.74 - 61.3762 22.18180 2.44496 2.10041 3.21557 

39.47 - 72.6446 39.43297 - 0.04071 2.066041 3.16295 

59.21 - 84.2384 57.18215 - 2.02837 1.739784 2.66348 

78.95 - 98.3034 78.71469 - 0.23268 2.145077 3.28395 

100 - 112.613 100.62112 0.62112 2.328477 3.56472 

Average - - 0.999657 - 2.82987

표 3.6.23. 수소 가스 농도 별 수소 라만 신호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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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87는 수소 가스 농도 별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 신호의 변화

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표 3.6.24는 배경 신호의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차 값을 나타내

는 것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관계없이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

대편에서 측정한 배경 신호의 값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6.87. 수소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 신호의 계측 

결과 그래프

Hydrogen gas concentration 
(Vol.%)

Raman signal (V) Standard deviation

0.04 - 70.5209 1.66062

0.66 - 70.0713 1.722081

1.32 - 71.1669 1.982961

3.29 - 71.0236 1.573657

6.45 - 70.2236 1.981182

13.16 - 72.1793 1.858791

19.74 - 71.7118 2.393628

39.47 - 70.7081 2.121727

59.21 - 70.2732 1.649481

78.95 - 70.5106 1.480406

1000 - 71.6234 1.790833

표 3.6.24. 수소 가스 농도 별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 신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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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88은 수소 라만 신호에 포함된 배경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 신호의 결과 값을 수소 라만 신호에서 산술적으로 빼준 결과를 나

타낸 그래프이며, 표 3.6.25는 이를 이용하여 수소 라만 신호의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

차 값을 정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임. 그림 3.6.88와 표 3.6.25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형 추

세선과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R2 값이 0.9983에서 0.9993으로 향상되었으며, 측정 오차도 

1.0 %에서 0.7 %으로 향상되었음. 

그림 3.6.88.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신호를 이용하여 수소 라만 신호를 

산술적으로 빼서 보정한 수소 라만 신호 그래프

Hydrogen gas 
concentration (Vol.%)

Raman signal 
(V/100)

농도 측정 값 
(Vol.%)

측정 오차 
(%)

Standard 
deviation 
(V/100)

 Standard 
deviation (%)

0.04 0.00E+00 - 1.14949 - 1.18897 1.4898097 2.28428 
0.66 - 0.7703252 0.03162 - 0.62627 1.3978407 2.14327 
1.32 - 1.3008972 0.84514 - 0.47065 1.4501115 2.22342 
3.29 - 2.7778939 3.10977 - 0.17970 1.640651 2.51556 
6.45 - 5.4239092 7.16683 0.71947 1.7920652 2.74772 
13.16 - 10.0491951 14.25866 1.10076 2.1829757 3.34710 
19.74 - 14.6958997 21.38332 1.64648 2.1004095 3.22050 
39.47 - 26.6177603 39.66277 0.18909 2.0660412 3.16780 
59.21 - 38.4946217 57.87323 - 1.33729 1.7397842 2.66756 
78.95 - 52.405138 79.20184 0.25447 2.1450767 3.28899 
100 - 65.9900096 100.03114 0.03114 2.3284774 3.57019 

Average - - 0.704026 - 2.83422

표 3.6.25.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신호를 이용하여 수소 라만 신호를 

산술적으로 빼서 보정한 수소 라만 신호 결과

� 그림 3.6.89는 광분할기 반사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 신호를 이용하여 수소 라만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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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술적으로 나눠 수소 라만 신호를 보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표 3.6.23은 수소 

라만 신호를 광분할기 반사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 신호를 산술적으로 나눠 보정한 수

소 라만 신호의 세기, 표준 편차 및 측정 오차 값을 나타낸 것임. 그림 3.6.89와 표 3.6.26

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형 추세선과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R2 값이 0.9983에서 0.9994로 향

상되었으며, 측정 오차도 1.0 %에서 0.76 % 수준으로 약간 향상되었음. 

그림 3.6.89.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신호를 이용하여 수소 라만 신호를 

산술적으로 나눠 보정한 수소 라만 신호 그래프

Hydrogen gas 
concentration (Vol.%)

Raman signal 
(V/100)

농도 측정 값 
(Vol.%)

측정 오차 
(%)

Standard 
deviation 
(V/100)

 Standard 
deviation (%)

0.04 100 - 1.18440 - 1.22387 3.2454191 2.30172 
0.66 101.6888519 0.01337 - 0.64452 3.0646096 2.17348 
1.32 102.8081654 0.80721 - 0.50858 3.1302649 2.22005 
3.29 106.0085644 3.07700 - 0.21248 3.5487162 2.51682 
6.45 111.8655225 7.23087 0.78350 3.9203808 2.78041 
13.16 121.3882948 13.98461 0.82671 4.6461561 3.29515 
19.74 131.4820498 21.14330 1.40646 4.4995678 3.19118 
39.47 157.8309327 39.83045 0.35676 4.4887731 3.18353 
59.21 184.1527244 58.49839 - 0.71214 3.8033256 2.69739 
78.95 214.1766545 79.79195 0.84459 4.6735432 3.31457 
100 241.5404935 99.19893 - 0.80107 4.9942989 3.54206 

Average - - 0.756425 - 2.83785

표 3.6.26.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신호를 이용하여 수소 라만 신호를 

산술적으로 나눠 보정한 수소 라만 신호 측정 결과

� 표 3.6.27은 수소 라만 신호와 배경 신호를 이용하여 수소 라만 신호를 보정한 결과를 정리

한 것임. 배경 신호의 획득 위치에 관계없이 수소 라만 신호에 포함된 배경 신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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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한 결과의 선형성이 보정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배경 신호를 

획득하는 위치에 관계없이 배경 신호를 이용하여 보정한 결과가 수소 라만 신호에 비하여 

선형 추세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2)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측정 오차의 경우, 광분할기 반사라인에서 획득한 배경 신호를 이용하여 빼기 보정 방

법을 이용하여 보정한 수소 라만 신호 이외의 다른 보정 결과에서 측정 오차가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음. 광분할기 반사라인의 경우,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소 농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대기 중의 질소 라만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야 하므로, 광분할기 반사라인 반

대편에서 배경 신호를 획득해야 한다. 결과에서 보듯 광분할기 반사라인에서 측정한 배경 신

호를 이용하여 보상한 결과보다 광분할기 반사라인 반대편에서 측정한 배경신호를 이용하여 

보상한 결과 배경신호 보상 방법에 관계없이 측정 오차 평균이 낮았음. 특히 광분할기 반사

라인 반대편에서 획득한 배경 신호를 빼기 보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측정 오차 평균가 

0.704 % 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며, 나누기 보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측정 오차 평균 역

시 0.76 % 이하의 값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음. 

광분할기 반사라인 반대편 수소 라만 신호 수소 라만 신호_빼기 보정 수소라만 신호_나누기 보정

결정 계수 (R2) 0.9984 0.9993 0.9994

측정 오차 평균 (%) 0.999657 0.704026 0.756425

표준 편차 오차 (%) 2.82987 2.83422 2.83785

표 3.6.27. 광분할기 반사라인 반대편 배경 신호 보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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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원격탐지 기술개발

가. 검출기 구성 및 소요기술 분석

(1) 고효율 섬광체 물질별 특성 분석

� 섬광 검출기는 방사선이 입사할 경우 빛을 발생시키는 섬광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섬광물질과 

수광부로 구성되며, 가장 널리 이용되는 수광센서는 광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 

PMT)과 Photodiode임. 방사선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광소자의 특성에 맞는 섬광체를 

적용해야 하며 섬광체는 조성된 물질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냄. 

   - 열을 동반하지 않는 발광현상을 형광이라 부르며 방사선에 의한 형광을 섬광이라 하고, 여

기된 에너지를 섬광으로 변하는 변환율이 높은 물질을 섬광체로 사용함. 섬광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유기질, 무기질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섬광체로는 

무기섬광체인 NaI(Tl), CsI(Tl), CsI(Na), BGO 등이 있음. 표 3.6.28은 섬광체에 대한 물

질의 종류 및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3.6.90는 섬광체의 종류별 파장에 대한 결합효

율을 나타낸 것임. 

표 3.6.28. 섬광체 물성에 따른 특성분석

Material
Density 
(g/cm3)

Emission 
Maximum 

(nm)

Decay 
Constant

Refractiv
e Index

Conversion 
Efficiency

Hygroscopic

Nal(TI) 3.67 415 0,23 us 1.85 100 Yes

Csl(TI) 4.51 550 0,6/3.4 us 1.79 45 No

Csl(Na) 4.51 420 0.63 us 1.84 85 Slightly

Csl
(Undoped)

4.51 315 16 ns 1.95 4-6 No

BGO 7.13 480 0.3 |as 2.15 15-2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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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0. 신틸레이터의 파장에 따른 효율

� NaI는 높은 광 수율을 나타내며 감마선 측정에 대해 표준 섬광물질로 이용되며 NaI(TI)은 

크기나 모양 가공에 있어 변형이 가능하나 기계적, 열적 충격에 약하여 균열이나 손상되기 

쉬움. 광효율을 높이기 위해 활성체인 Tl(Thallium)이 첨가되어 대기 중에 방치할 경우 Tl

의 흡수성 때문에 섬광체로서의 기능이 저하됨.

   - CsI는 Tl(thallium)과 Na(Natrium)을 첨가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CsI는 NaI보다 더 

큰 감마선 흡수율을 갖고 있고, NaI(Tl) 비해 충격이나 진동 등 환경적인 요소에 강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공이 가능함. NaI(Tl)보다 흡수성은 적지만 물이나 습기에 노출이 되면 

성능이 저하되어 밀폐하여 사용됨.

   - CsI(Na)는 NaI(TI)과 비슷한 최대 방출파장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감쇠속도를 

지니고 있고, 또한 흡수성이 있어 대기 중에 노출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밀폐시켜 사용해

야함.

   - BGO 섬광체는 다른 구성물질보다 밀도(7.13g/cm3)가 높고 큰 원자번호를 갖고 있기 때

문에 감마선에 반응도가 크게 나타나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장치 등 핵의학 영상장치에 많

음이 활용지만 광변환효율이 NaI(Tl)보다 매우 낮고, 제작비용이 많음이 들기 때문에 비교

적 제한된 목적으로 이용됨.

   - 신틸레이터의 물질에 따라 Photocathode와의 파장별 결합효율을 나타내며 NaI(Tl)의 경

우 415nm에서 100%의 결합효율을 나타내고 BGO는 480nm, BaF2는 310nm CsI(Tl)

은 550nm에서 최대의 결합효율을 보인다. 

   - PMT의 Bialkali Photocathode의 광효율은 400nm 대역에서 최대 28%에 가까운 효율

을 나타내므로 광증배관을 이용한 섬광검출기로 가장 많음이 사용되는 것이 NaI(Tl)이며, 

최근 활용도 증가 추세에 있는 Si형 반도체 센서는 스펙트럼상 CsI(Tl)과 결합효율이 높아 

CsI(Tl)에 대한 많음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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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검출용 Collimator 특성 분석

� 스캔형 방사선 탐지장치로 대표적인 Radscan 800 장치는 길게 구성된 Hole형 Collimator

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환경에 따라서 Collimator의 입사구를 크기별로 교체하여 측정 가

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음(그림 3.6.91). 래스터 스캔을 통한 방사선 탐지방식은 Collimator가 

향하는 한 영역의 방사선 정보를 탐지하여 해당하는 측정 광량을 하나의 픽셀 값으로 영상

화하는 것임. 따라서 수평방향의 스캔 포인트는 영상의 수평 픽셀 수가 되며 수직방향으로 

스캔이동 포인트 수는 영상의 수직 픽셀 수를 나타내게 됨.

그림 3.6.91. Radscan 800장치 콜리메이터 구성

� 이러한 탐지방식은 특정위치의 탐지 지점에 대한 위치값과 센서의 탐지결과값을 통해 영상에

서의 한 포인트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Raster Scan형 탐지장치에서 Collimator는 선원의 방

향과 세기의 최소단위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Collimator의 입사각이 

클수록 획득 영상에 대한 분해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FOV(Field of View)가 큰 Pinhole이

나 Coded Aperture 등은 스캔방식으로 적용이 불가능 함.

� Radscan 장치에 대한 Collimator 분석 실험 결과 입사구를 4°로 설정 한 후 검출기를 통

해 Cs-137선원에 대한 방사선 조사시험 결과를 보면 신호대잡음비를 50%로 할 경우 3°까

지 분해할 수 있음은 결과를 알 수 있음

� Collimator의 입사구가 작다면 탐지 시 분해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검출기로 전달되

는 방사선의 세기가 약해지므로 감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탐지장치의 감도 

및 유효면적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3) 방사선 탐지장치 설계방향 수립

� 포인트 스캔형 방사선 검출기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의 결합을 통하여 그림 

3.6.92와 같이 공간 방사선분포 모니터링을 위한 방사선 탐지 및 영상화 장치에 대한 설계

모델을 나타내었고, 표 3.6.29와 같이 Radscan 장치와 개별 구성품을 비교하였음. 

� 그림 3.6.9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사선 탐지 및 영상화 장치는 감마선의 방향을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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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Collimator와 방사선에 반응하여 빛을 방출하는 섬광체 그리고 섬광체로부터 방출된 

빛을 수광하는 수광소자로 구성됨. 또한 가시광 측정을 위해 고해상도 가시광 측정 카메라를 

구성하였고, 포인트 스캔을 위하여 검출기를 구동하기 위한 Pan/Tilt 장치를 적용하였음. 방

사선 검출기, 카메라, Pan/Tilt는 각각 신호측정 모듈 및 모션제어 모듈을 통헤 제어되며, 

측정된 값은 PC로 전송되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그림 3.6.92. 방사선 분포 탐지 장치 구성

표 3.6.29. 방사선 분포탐지장치 구성요소 비교분석

구분 Radscan 800 공간방사선분포 모니터링 장치

Collimator
- 원통형 Pinhole
- 2˚, 3˚, 4˚(표준)

- 원통형 Pinhole

Scintillator
- NaI(Tl)
- 크기: 50㎜×50㎜

- CsI(Tl) or NaI(Tl) 
- 크기: 검출기 유효면적에 따라 결정

탐지
센서

가시광 - Color CCD - CCD Camera (Full-HD)

방사광 - Photo Sensor or PMT - PMT / Photodiode / CCD

탐지방식

- Pan/Tilt이용 포인트 스캔방식
- 가시광/방사광분리획득
- 영상 Overlay
- 레이저 거리측정기:선원거리 측정

- Pan/Tilt이용 포인트 스캔방식
- 위치기반 모션 컨트롤
- 가시광/방사광분리획득
- 영상중첩을 통한 방사선 분포측정
- 레이저 거리측정기:선원거리 측정

� 방사선 신호 탐지용 검출기 구성요소 분석(그림 3.6.93)

- Photo diode sensor 및 특성 분석

- Si 기반의 PIN Photodiode : 500㎚ ~ 900㎚ 범위에서 약 70% 광변환 효율

- 방사선 신호 탐지용 검출기 구성 : CsI(Tl) + Photo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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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신호처리부 구성 :  신호 증폭용 Pre-Amplifier, Main Amplifier  

그림 3.6.93. 방사선 신호측정을 위한 검출기 구성

� 고효율 Scintillator 물질 및 구조 별 특성분석(그림 3.6.94)

   - 탐지 모듈로 선정되는 PMT, CCD의 수광면적 및 응답 파장을 고려하여 물질 및 크기에 

따라 설계

   - Scintillator의 구조에 따른 변환체 광변환율: 크기 증가시 고 에너지에서의 감도 증가

   - 동일 구조에서 두께에 따른 감도 : 두께 증가 시 감도 증가

그림 3.6.94. CsI(Tl)의 감마선에 대한 광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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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탐지용 검출기 및 신호측정 모듈 설계/제작

� Photodiode의 흡수광 파장별 광 민감도 자료에서 최대효율의 Scintillator는 CsI(Tl)이며 

Photodiode 검출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CsI-PD 검출기의 수광센서는 유효면적이 10㎜ 

× 10㎜인 PIN 구조인 아래의 특성을 갖는 Photodiode로 설계함(표 3.6.30).

        

구분 Active area
Depletion

layer 
thickness

Spectral 
response

range

Photo 
Sensitivity

Dark
Current

Cutoff
Frequency

Photodiode 10㎜×10㎜ 0.3㎜
340㎚

 ~ 1100㎚
0.36(A/W)

(Peak 0.66)
2nA

(VR=70V)
40MHz

(VR=70V)

표 3.6.30. 포토다이오드 전기적 특성

� 수광 감도인 A/W는 검출되는 신호전력(Watt) 대비 변환된 전류(Ampere)의 세기로 통상적

인 검출기의 입출력 감도 단위이며, 선정한 Photodiode는 540㎚의 파장대역에서 

0.36(A/W)의 감도를 가짐(그림 3.6.95, 그림 3.6.96).

그림 3.6.95. 포토다이오드 및 전치증폭 모듈

그림 3.6.96. 포토다이오드의 파장별 출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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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diode와 광변환 효율(QE)이 우수한 Scintillator는 CsI(Tl)로서 결합시 약 68%의 결

합 효율을 나타내며, 전치 증폭기는 저잡음 고증폭을 위해 구성한 회로이며, 센서로부터 검

출된 방사선 펄스신호를 4만배 증폭하도록 구현함

� 전치 증폭기는 JFET, BJT를 멀티스테이지로 연결하여 증폭하고, 전압귀환( Voltage 

feedback) 증폭회로를 통해 증폭된 신호를 출력되도록 구성, R4의 저항을 통해 전치 증폭

기의 증폭률을 제어 가능하도록 설계함.

� 검출기의 전원은 7 V ~ 12 V의 전원을 사용하며 내부적으로 DC/DC 컨버터를 통해 센서

부, Pre-Amp, Main-Amp로 전압을 분배하도록 구성함

     

그림 3.6.97. 전치증폭회로 설계

  

그림 3.6.98. 주 증폭기 설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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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9. CsI(Tl)섬광체기반 포토다이오드 검출기

� PD 방사선 검출기의 출력신호를 펄스카운트 방식으로 계수하는 신호획득 및 출력 회로를 설

계하고 이동식 모듈을 제작, 

� 스테레오방식 구현을 위해 2채널 검출기의 동시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검출기 신호

의 잡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VHDL을 이용한 디지털 필터로직을 추가하여 글리치신호

로인한 중복카운트 현상을 최소화하였고, 신호처리부와 검출 모듈부를 전기적으로 분리한 구

조로 설계함

� PC를 통해 원격지에서 방사선 신호의 문턱전압, 탐지시간을 제어하고, 자동 측정 및 저장 

기능을 탐재함

� PC와의 통신방식은 CAN, I2C, RS-422 방식 및 무선 통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함

       

그림 3.6.100. 섬광검출기 출력 펄스 계수 모듈

� RPCM의 구성을 보면 검출기로부터 입력된 검출 신호는 Signal Conditioner를 통해 디지

털 신호로 변경되며 Digital 신호는 Isolator를 거쳐 VHDL 로직으로 입력되고 VHDL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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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Digital Filter 및 16Bit 카운터를 통해 측정 값을 MCU로 보냄

� MCU는 PC와 통신하며 사용자로부터 문턱전압, 통신방식, 측정 시간 등을 입력받아 설정된 

문턱전압과 비교하여 높으면 High 출력, 낮으면 Low출력을 발생함

   

그림 3.6.101. 센서 신호 측정 및 처리 모듈 회로 설계

   - 센서 신호처리부는 입력되는 임펄스 형태의 검출신호에 대한 기준 문턱치 전압을 원격으로 설

정하기 위해 SPI방식의 16Bit 2채널 DAC를 포함하여 설계

   - CsI-PD 검출기로부터 출력되는 임펄스형태의 방사선 검출신호는 VF(Voltage follower)와 

Comparator를 통하여 디지털 펄스 검출신호로 변환되고, Digital Isolator를 거친 후 최종적

으로 VHDL로 설계된 펄스카운팅 로직의 입력으로 사용

   - VHDL 로직은 Address Decoding 로직과 Memory Mapped I/O, 2채널의 글리치 제거 로

직을 포함한 16Bit Up Counter로 구성되며 향후 추가적 프로그래밍에서 Motion Control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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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2. MCU 회로설계

다. 검출기 콜리메이터 및 차폐체 구조 설계/제작

� 콜리메이터 : 방사선 탐지분해능 유지한 상태 길이단축 설계

   - 차폐체 : 방사선 차폐능 유지한 상태 경량화 설계 (후면 단축) (그림 3.6.103, 그림 

3.6.104))

   - MCNP 전산모사를 통한 경량 고효율 콜리메이터 및 차폐체 개선 설계결과 경량화 달성 : 

무게 9kg (31% 경량화)

 

그림 3.6.103. 상용 콜리메이터 및 차폐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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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4. 고효율 경량 차폐체 및 콜리메이터 설계구성

� 고감도 경량형 콜리메이터 및 차폐체 구조설계 및 전산모사를 통한 차폐율 비교 분석 (3° 이

내 동일성능, 20°이내 차폐율 개선)(그림 3.6.105)

그림 3.6.105. 차폐체 설계 모델에 대한 전산모사 비교결과

� 그림 3.6.106은 경량구조로 설계된 차폐체와 콜리메이터의 설계도를 나타내며 그림 3.6.107

은 제작된 차폐체의 모습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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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6. 개선 차폐체 설계도

그림 3.6.107. 차폐체 및 콜리메이터 제작 결과

라. 방사선 탐지장치에 대한 감마선 조사시험 및 결과분석

� 제작된 검출기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C-137 감마선원에 대한 

선량별 조사시험을 다음 그림의 시험구성으로 수행함(그림 3.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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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8. Cs-137 조사시험 구성도

그림 3.6.109. CsI-PD 검출기 선량별 조사시험 결과

� 펄스 계수 시 범용 카운터의 설정은 0.01초, 0.1초, 1초로 구분하여 펄스를 출력하였으며 

문턱전압은 1V, 5V로 구분하여 측정함.

� 측정결과는 80mSv/h 이하에서는 선형적인 결과를 보이나, 그 이상의 선량율에서는 포화되

는 출력현상을 확인하여 검출기의 감도 범위 개선을 위해서는 검출기에 대한 증폭률 등의 

조절이 필요함을 확인.

�  KOLAS 인증된 방사선/능 검교정시설을 이용하여 CsI-PD 검출기의 신호 측정을 위한 펄

스 카운트 모듈인 RPCM(Radiation Pulse Count Moduel)을 자체 설계 제작하고 동일조

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얻었으며 두 결과는 유사한 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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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제2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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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핵심성과)

연차별 사업목표(핵심성과) [2015～2017]

2015년
(100%)

2016년
(100%)

2017년
(100%)

1.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원전배관감육 설비

구축 및 성능검증

-원전배관감육 설비구축완료

-3개월 시운전 완료

-유속변화 장기운전 (7, 10, 

12m/s, 각 50일)

-용존산소 4ppb 이내 유지

-온도, 압력, pH, 전도도, 유량 

지표 정상

-배관설계 제작, 배관안전성 실증시

험 및 운영

-품질보증 도입방안 마련

원자로 내부구조부

품 신뢰성 검증기반 

구축

-미국, 일본, 벨기에 주요설계 

사양입수 

-주요설계 고려사항 정리

-핫셀내부 시험시설 설계 초안 

마련 

-차폐 및 leak free 운전 방안 

마련

-1차 계통수 순환 시스템 및 제어 장

치 구축 완료

-IASCC 실증 설비용 1차 계통수 순

환/제어 운전절차서 발간 완료

원전배관감육 실증

자료 생산

-복합영향 평가용 test section 

설계, 제작 및 설치

-유속 변화에 따른 감육 자료 생

산

-배관 길이별, 원주별 감육자료 

분석

-배관 감육에 대한 pH 영향 평가 시

험결과 생산

-FAC 시험 유동해석 완료

고온배관 감육감시

용 UT 신뢰도 검증 

및 실증시설 설치/

운용

-고온배관 UT 시스템 고온신뢰

도 평가 및 검증

-고온 UT 결과 생산 및 해석 (실

시간 ±10μm 편차 수준)

-상온 UT 결과와 비교분석

-고온배관 정밀 감육실험 자료 생산

한국형 원전 배관 

건전성 평가용 DB 

구축

-배관감육 DB 구축 frame 구축

-배관감육 수화학 인자 DB 구

축 (1026개 수록)

-수력학적 인자 DB 구축 (453개 

수록)

-영향인자 통계적 분석 방법론 

개발

-배관 형상에 따른 감육DB 구축

(463개 수록)

-1phase FAC 감육속도 통계 모델

링

2. 원자력 구조재료 역학 물성 검증 및 고신뢰성 재료정보 체계 구축

구조재료 역학물성 

신뢰성 검증 및 품

질인증체계 구축

역학물성 데이터 신뢰성 검증(불

확도 추정 모델식 개발)

미국CTS Test #140∼    

#143) 비교숙련도 시험   국제

인증 통과

저합금강,초고온니켈합금)의 역

학물성 데이터 검증

2016년미국CTS Test 

#140~#143)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로 국제 측정시험 인증 수준

유지

고리원전 1~4호기(제3차)감시시험편 

충격 물성데이터 국가참조표준데이

터 검증급 등급부여확보

2017년 미국 CTS Test#140∼

#143)비교숙련도시험 국제인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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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참조표준 데이

터센터 계속운영(산

업자원통상부지정 

16호) 및 국가   참

조표준 개발

충격  물성 254건 참조표준 검

증급 국가참조표준 전문위원회 

최종 승인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센터 계속

운영(산업자원 통상부/기술표준

원 재지정16호, (2015. 

1~2019.12 (5년)

국내원전 중성자조사재 원자로감

시시험편(충격)4종류, 178건 국

가참조표준검증 등급 국가참조표

준 전문위원회 최종 승인

국가참조표준/원자력구조재료 역

학물성 데이터센터 사후관리평가 

우수센터 지정으로 시험능력 및 

품질체계구축 확보 

고리원전 1~4호기(제3차)감시시험편 

충격 물성데이터 282건(흡수에너지 

142건, 횡변형량 140건) 국가참조표

준데이터 검증 등급부여확보

원자력재료종합정

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운영 서비스 고

도화

재료열화 플랫폼 MD-포탈 콘텐

츠 설계

재료열화 플랫폼 MD포탈 구축 

원전재료역학물성(인장, 충격, 크

리프) 주요자료 세부사항 입력

원전재료물성DB(내부망용) 웹사이트

의 검색 기능 및 관리 기능 보강

웹기반 원전재료물성종합DB 구축 및 

모바일 페이지 구축

3.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안전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시뮬레이터 기반 계

측제어 계통 안전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시뮬레이터 기반 계통 시험검증 

방법론 개발

시뮬레이터 기반 계통 시험검

증 요건 확립

시뮬레이터 기반 계통 검증설

비/운영환경 구축

계측제어 계통 평가 시설 구축

계통 안전성 평가 도구 확보

계측제어 계통 시험검증 시설/

환경 구축

계측제어 계통 안전성 평가 신기술 

개발/시범적용

계통 안전성 분석 신기술 개발

CCF 대응 및 D3  평가 절차 확립

실감형 모의설비 기

반 소프트웨어/인

간공학 통합계통검

증 체계 구축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 기법 개발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인간공

학 통합계통검증 절차 개발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 체계 

요건 개발

SW/HF 통합계통 평가시스템 개

발

인체 및 인지 기반 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 시험설비 개발

소프트웨어/인간공학 통합계통

검증 절차 개발

SW/HF 통합계통 평가 설비 및 환경 

구축

4. 국가 원자력 시설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구축

원자력 계측제어 계

통 Test-bed 구축

- IPS Test-bed  구축

- DPS 로깅 및 감시스템 구축

- ESF-CCS와 IPS 연계구축 완

료

- 안전/비안전 계통 사이버보안 단위

시험 장치 제작

사이버 침해대응 및 

복구 기술 개발

- 모의사고 분석방안 설정

- 동향분석보고서 개발

- 안전계통관련 침투시험 수행

- 비안전계통 Offensive PT 시

험 수행

- IPS TEST-BED  대상 모의사

고 분석 및 시험 수행 

- 동향분석 보고서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DPS, IPS 

및 계통간 통신) 점검기술 및 도구 

개발   

 - 원전제어시스템 계통 통합적 취약

점 분석 및 대응방안 개발

기기별/계통별/통

합 사이버보안성 시

험 및 영향성 평가

체계 구축

- 시험 관리 계획서 작성

-시험 및 복원 절차 연구

-안전등급 기기 시험 

-안전계통 관련 취약성 분석 항

목 도출 및 평가방법 

-IAEA CRP 프로젝트 수행

-INL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

험 훈련 참가 및 보고서 개발

-사이버보안 영향성 평가 분석 

방법 보고서 개발

- ESF-CCS, IPS 시험 및 영향성 평

가방안 연구

- ESF-CCS 및 IPS 평가결과 활용방

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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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계측제어 계

통 사이버보안교육

-한수원 사이버보안 담당자 교

육

-원전 사이버보안 워킹그룹회의

-신한울 시운전기기에 대한 사

이버보안 기술지원 

-사이버보안 절차서 검토/교육

- PCG 국제협약 (미국 

DOE/INL/PNNL과 원안위

/KAERI 간) 체결

-워킹그룹 및 산업체 기술지원

- SCADA DEMO KIT 개발

- 사이버보안 컨텐츠 개발 및 유관기

관자료 제공

5. 원자력 계통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체계 구축

원전기기 노후도 신

속진단 기술 연구

원전 구조물 내 장거리 탄성파 

전파 특성 해석

진동신호기반 배관 두께 측정 기

술 연구

전자기장 진동센서 자기장 해석

피복 배관 진동 해석

평판 구조물 이면 결함 영상화 

시스템 개발

원전 구조물 내 초음파 전파 및 

반사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진동신호 기반 배관감육 검사 알

고리즘 개선

전자기장 기반 진동센서 시작품 

개발 및 피복배관 진동 측정

배관 내부 결함 영상화 시스템 개발

배관 내부 초음파 전파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기계-전기 임피던스 기반 배관 감육 

검사 기법 및 장비 개발

전자기장 기반 진동센서 구성품 최적

화

원전 1차계통 기기

건전성 감시체계 선

진화

개선형 음향누설감시계통 기본 

설계

개선형 냉각재펌프감시계통 기

본 설계

DSP 기반 금속이물질 감시계통 

기본 설계

개선형 음향누설감시계통 시제품 

개발

개선형 냉각재펌프감시계통 시제

품 개발

DSP 기반 금속이물질감시계통 

시작품 개발

개선형 원자로내부구조물감시계통 

개선 시제품 설계 및 개발

원전 1차계통 기기건전성 감시체계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

원전기기 건전성 지

속감시 플랫폼 연구

원전 능동기기 지속감시 방법론 

연구

원전 능동기기 지속감시 통합 신

호 분석 기술 개발

능동기기 지속감시 통합 플랫폼 

설계

상태감시 알고리즘을 이용한 능

동기기 이상 신호 진단

통계학적 상태진단 및 압축진단 

기법 개발

능동기기 지속감시 통합 플랫폼 

구축

원전 능동기기 신호 분석을 통한 지

속감시 기법 검증

능동기기 지속감시 일반화 기법 연구

원전계통기기 예방진단 전략 개발

6.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체계구축

무인원격 사고대응 

체계

-사고분석을 통한 운용방안 분

석 및 무인대응 체계 프레임워크 

설계

-원자력시설 무인대응장비 국제

표준 NP 수임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국제협력

(Groupe Intra, NIST)

-하나로 종합방재훈련 무인대응

장비 적용시험

-원자력시설 무인대응장비 국제표준 

CD 문서 작성

- 무인대응 국제협력 확대(RTC)

-주요시설 적용성 증대를 위한 협력

강화(KINS)

공중/지상 무인이

동 플랫폼 개발

-공중/지상이동플랫폼 분석 및 

무인운전모듈 설계 

-통신/전원 인터페이스 및 위치

인식 알고리즘 설계

-지상 무인이동플랫폼 구동장치 

시제품 제작 및 험지/시설물 주

행 운용시험

-공중/지상 무인이동플랫폼 협업

용 권선기 제작

-통신시험 및 광센서 이용 형상

측정 알고리즘 구현

-무인이동플랫폼 환경/주행 센서 통

합/시험

-공중/지상 무인이동 플랫폼 원격운

용성 검증

-광센서 기반 위치인식 알고리즘 적

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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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측정 라이다 기

술개발

-신호처리 요건분석, 송수신 광

학계/센서 신호획득장치 설계

-광학계/분광기, 광증배관 센서/

신호획득장치 제작,

-신호 분석 알고리즘 개발

-H2가스 원격탐지 기초실험

-자체보정을 위한 2채널 신호처리장

치 개발

-형광잡음 저감기술 개발

-수소농도 정량화 실험실증(측정감도 

1%/v)

공간방사선분포 원

격탐지기술 개발

-방사선 영상화장치/센서구조 

기술분석 및 개념설계

-이동체 탑재용 소형 방사선측정 

모듈 개발

-전산모사 기반 광변환체 및 콜

리메이터 설계

-신호처리회로 설계

-탐지용 센서부 및 신호처리부 제작

-외부 차폐체 재질 및 구조 설계/제

작

-검출기 성능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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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원자력발전소 배관감육 실증시험설비의 운용 및 실증자료 생산을 통해 

배관감육 고유실험식 도출 및 고유모델 개발로의 활용이 가능하고, 나아가 국내 기술을 통한 

배관감육 고유모델의 개발과 평가코드의 국산화가 가능함. 

� 중성자 냉각재 복합환경 구조부품 부식실증 시험설비의 구축을 통해 상용원전 및 미래원자력 

시스템의 중성자/냉각재 복합환경 건전성 검증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증자료의 생산 및 고유 

수명모델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장기 가동에 따른 내부구조부품 중성자 조사 열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내 장기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기대됨.

� 본 사업인 원자력 구조재료 역학물성 검증 및 고신뢰성 재료정보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재료의 물성뿐 아니라 유럽,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원자력 구조재료의 물성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재료역학DB로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PC 웹페이지 형태의 원자력재료종합정보시스템인 MD-Portal(Materials Data Portal for 

Nuclear Application) 구축으로 원전재료 분야의 DB가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 및 

응용 가능함. 

� 과거 연구 내용 결과와 향후 연구 예정 항목에 대하여 체계화되고 일관된 DB를 구축하여 

국가의 원자력재료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원자력재료종합정보시스템의 원전재료 실험자료 DB를 활용하여 유관기관 공공목적 활용 

서비스화로 정부 3.0 공공데이터개방·공유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빅데이터 

기반 4차 산업 응용 및 적용에 활용될 것임

� 일반 대중에게도 원자력재료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모바일 페이지 구축으로 재료안전정보, 

재료개발현황, 연구성과, 원자력재료분야 소식 등 주요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됨 

� 항공, 우주, 국방 및 국가기간시설 등 타 분야의 재료역학물성 및 열화 DB 정보를 국가산업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계측제어 계통의 평가체계 독립 시험검증 체계를 통해 원전 계측제어 계통의 평가시장을 확보함

� 시험검증 업무에 대한 국외기관 의존도에서 벗어나 기술유출 방지, 비용절감, 안전성 강화의 

효과를 획득함

� 국내 원전 운영사(설계사)의 원전 MMIS 설계 및 운영 안전성평가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인간공학 독립평가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술력 및 인프라를 구축함

� 국내 원전 규제기관의 원전 소프트웨어/인간공학 심·검사 기술지원을 통해 계측제어계통 안전성 

평가의 기술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공 가능함

� 소프트웨어/인간공학 통합계통검증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기술 

평가기관으로서의 잠재력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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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적으로 규제기관에서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제지침 개발 및 규제대상 범위 

확대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기술구현은 

규제활동만큼 활발하지 않다.

� 국가 원자력 시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사이버침해 시 영향이 큰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계통을 우선 연구 대상으로 하고, 그 가운데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되어 상세 설계 

자료의 참조가 가능한 계통을 대상으로 Test-bed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연구를 수행한다. 

� 원자력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 설계 및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IT 및 정보보안 기술을 융합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가능한 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안전계통(ESF-CCS), 비안전제어계통(DPS) 및 감시계통(LPMS)에 대한 Test_bed 구축과 사이

버보안 감시 및 로그 시스템을 구축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의 사이버보안시험 방안 및 절차 등을 개발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대응 연구에 가장 중요한 Test-bed를 구축함에 있어서, 

원자력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 설계 및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안전계통으로서는 

ESF-CCS, 비안전계통으로는 다양성보호계통(DPS)을 각기 대표적인 계통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Test-bed를 구축한다. 

� 이에 따라, 원전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결과로서 중대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원전 안전기능 상실 

및 발전정지에 대해, ESG-CCS Test-bed로는 안전기능 상실을, DPS Test-bed로는 

비안전계통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따른 발전정지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이버공격에 따른 계측제어계통의 거동변화를 면밀히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서는, 

참조할만한 원자력 계측제어계통 Test-bed 구축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가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 IT 산업에서의 모니터링 기술을 원전 계측제어계통에 해당여부를 파악하여 

응용하고, 아울러 원전 계측제어계통에 예상되는 다양한 사이버공격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계통 및 기기의 거동변수와 이들의 감시 기술을 개발한다.

� 국내외 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국가보안기술연소와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연구에 대해 협력하여 제어시스템 사이버위협 정

보수집 및 분석,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성 평가 방안 분석, 범용 PLC 취약점 분석 및 보안 

대응방안 수립 등을 수행한다.

-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침투시험 방안에 대한 IT 분야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문를 수

행한다.

- 미 아이다호 연구소(INL)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Test-bed 요건 검토, 감시 및 침투에 관

한 선진기술을 도입한다.

� 연구결과에 대한 보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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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설비 관리, 접근인원 통제, 정보관리 등을 통한 시험설비에 대한 보안환경를 구축한다.  

� 본 연구를 통해 확립된 원전 기기 건전성 지속 감시 기술 및 시스템은 국내 기존 및 신규 건설 

원전 뿐 아니라, 국외 수출형 원전 및 SMART원자로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

음. 

� 본 연구의 성과는 원전 외의 수화력 발전소 및 대형 산업 설비의 안전성 모니터링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음. 최근 잦아지고 있는 석유화학시설의 유해물질 누출 또는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등의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됨. 

� 수동 기기 상태 모니터링 기술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초음파 기반 압력기기 광역 진단 기법 및 시

스템을 활용할 경우, 방사선 비파괴 방식에 의한 피폭 우려를 불식시켜 검사자와 현장 작업자 모두

의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연구 과정에서 확보된 센서 기술 및 진단 알고리즘 등은 추후 spin-off를 통해 실용화할 수 있어, 

중소기업 활성화 및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원자력 비상상황 무인이동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대응 기술 및 표준 선도로  국제경쟁력 확보

� 원자력 비상상황 및 원자력재난 대비책 마련을 통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

� 세계적으로 최소형의 원격 수소탐지장치 제작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수소에너지 스테이션에서 

활용 가능한 hand-held 수소가스 누출센서 등 원자력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의 

spin-off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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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제2절 원자력 구조재료 역학물성 검증 및 고신뢰성 

재료정보 체계 구축

제3절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안전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제4절 국가 원자력 시설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

제5절 원자력 계통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체계 구축

제6절 원자력 사고 무인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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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원전 구조재료/부품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 원전 운영사, 설계사 및 제작사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등) 

- 현장친화적인 배관건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자료 생산

- 기관간 융합연구 발굴 (산업부/산업체 신규과제 추진 (spin off))  고유 배관감육 모델, 코

드개발

- 중성자 조사재 냉각재 환경 실증시험자료 생산 및 수명예측 모델 개발

- 원전 부품 실증시험 및 손상원인 분석 기술지원, 구조재료 성능검증 및 정밀평가 기술지원

� 학교 (KAIST 등) : 실증시험설비 제작기술 및 정밀평가기술 전수

� 인허가 기관 (KINS) : 인허가 근거 객관적 자료 생산 및 기술지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내

- 미래원전 설계부서 : 구조부품 실증시험, 성능검증 및 기술지원

- 연구로 설계부서 : 구조부품 성능검증 및 기술지원

- 중성자 취급 부서 : 기존 중성자 조사재 연구시설 활용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

제2절 원자력 구조재료 역학물성 검증 및 고신뢰성 재료정보 체계 구축

�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규정된 감시시험이 종료됨에 따

라 그동안 수행하여 왔던 조사재료에 대한 충격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본 데이터센터의 품질보

증 매뉴얼에 따라 신뢰성을 검증하여 역학물성 DB 구축 및 국가 참조 표준 등급을 인증 받음

으로써 국가데이터로 보존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조사취화정도를 추정한다

든가 조사취화평가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의 국제 

공조 및 원자력구조재료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지정 받은 국가참조표준/원자력구조재료 역학물성 데이터 센터는 원자력

재료의 역학물성 DB를 수집/분석하고, 직접 생산한 물성 DB를 구축하여 DB의 신뢰성을 확보

함으로써 국가참조표준데이터의 인증등급을 획득함과 원전 재료 규격의 국제표준화(ISO TC 

85, ASTM, ASME)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원자력 시설의 설계 시 적절한 재료의 선택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제3절 원자력 계측제어 계통 안전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 국제표준 적합성기준 적용

- 국제표준간 신규요건분석 차이점 결과물을 하나로/요르단, SMART, 신형로 뿐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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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EPCO-E&C, (주)포스코ICT 및 (주) 두중에 정보제공 및 공개세미나 개최

�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개발자/검증자 산출물 평가

- 하나로/요르단, SMART, 신형로 및 SFR에 개발자 및 검증자 산출물 시범제공

- [민간기업 (주)우진 및 (주)코아네트 우선적 시범 예비평가 수행]

�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상용기기 인증

- 두산 중공업, KOPEC-E&C 및 포스코ICT 등 시범평가 연차적으로 적용 SGS-TUV, TTA 

상호인증 추진

� 이상징후 조기탐지/조치 지원체계 개발

- 국내 원자력시설 특성에 맞는 현장요구기술부터 우선 개발 및 지원함으로써 시급한 분야에 

대해 선별적으로 선진화함

- 시제품 6종 개발 및 기개발 제품 2종 정비하여 현장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장비체계기반을 구축함

- 이상징후를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로봇 현장적용시험, 원자로검사 

로봇 목업시험을 통해 한전KPS, 한수원 등과 국내 기술지원 체계 구축 

- 일반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수직배관 내부, 곡관부를 이동할 수 있는 배관점검로봇으로 고리 

3호기, 울진 3호기의 해수배관 및 주급수배관 현장 적용하여 활용함

� 본 사업을 통하여 얻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

- 건전성 관련 학술적 연구결과는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지를 통해 발표

- 건전성 관련 원천/핵심요소기술은 산업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출원

- 세부결과는 연구보고서로 출간해 학계의 연구 및 산업체 교육에 활용

- 산업적 응용 사례 개발 및 산업체 지원 사업 추진

- 국제기술교류 및 상호협력 강화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에 활용

- 국가전략기술로써 원자력 건전성 전문 인력양성에 활용

- 학술적인 연구결과는 국내외 학술대회 및 전문학술지를 통해 발표

- 원자력 계통 건전성 감시를 위해 확보된 건전성 감시 통합 DB/소프트웨어 플랫폼/핵심요소

기술은 산업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출원

- 건전성 지속감시용 통합 DB/소프트웨어 플랫폼/핵심요소 기술은 산업화를 위해 업체에 기

술이전 및 수출 추진

- 세부결과는 연구보고서로 출간해 연구계/학계의 연구에 활용 

제4절 국가 원자력 시설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

� 원전 사이버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이버보안 사고발생 확률을 현저

히 감소시키는데 활용가능하다.

� 구축된 Test-bed를 통해 실제 국내 원자력시설의 사이버위협 기술분석 및 침투시험 수행을 

통해 대응방안 도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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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을 통해 국내 원전 종사자들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여 사이버보안 사고 예방

에 기여할 수 있다.

� 국가 사이버보안 유관기관(국가사이버안전센터, 지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안전위/KINS/KINAC 

및 기관별 사이버대응팀)과의 원전사이버 위협 DB 공유를 통한 사이버 사건/사고 즉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원자력 계통기기 건전성 지속감시 체계 구축

�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고온/고방사능/난접근 구역 원전 압력경계 기기의 건전성 상시 

감시 및 결함 검출

� 원전 외 수화력 발전설비 및 대형 산업 플랜트 압력 용기 내부/이면 결함 검사 및 건전성 평

가 시스템 개발에 적용

� 사이버 플랜트 시스템 구축용 기기 건전성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2단계 이후의 원전 격납건물 건전성 감시 시스템 개발 시 핵심 요소 기술로 적용

� 국내 원전의 원자로종합건전성감시계통 교체 사업 시 기술 기준으로 활용 및 개발된 시제품 

자체의 도입 추진

� 원전 1차계통 기기건전성 종합테스트베드를 이용한 기기 지속감시 기법 검증 및 원전 기기 자

율진단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 기계학습 기반의 회전기기 상태 상시 감시 및 진단 알고리즘 개발

제6절 원자력사고 무인대응 체계구축

� 원자력사고 무인이동 플랫폼

- 원자력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사능방재훈련에 시범 적용

- 성과물 전시회에 출품하여 대국민 홍보에 활용

- 연구소 방문 교사, 학생 대상 시설 및 장비 시연 및 홍보에 활용

- 화학사고 및 타산업 분야 재난재해시 현장 상황파악 및 재난대응용으로 활용

� 원자력시설 원격무인기술 표준 및 국제협력

- 원자력시설 적용 무인대응기술의 국제표준화 기반구축에 활용

-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협력 및 재난시 국제공조체계 구축

�  수소측정 라이다 기술

- 수소측정 레이저빔 송수신 광학계 및 라이다 신호획득/처리장치 설계기술을 spin-off 하여 

메탄가스 탐지 라이다장치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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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 내외)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성을 보증하기위해서는 원자력 계통의 건전성/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 원전 2차계통 배관과 

원자로 내부구조부품의 구조 신뢰성 검증은 원자력 발전소 건전성 향상과 기술선진화에 직결됨. 유속가속부식의 실증시

험시설과 원자로 내부구조부품의 중성자 유기 응력부식균열을 실증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실증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원전설계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국내 원전 및 수출원전의 설계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의 

독자적인 재료물성자료는 매우 미흡함. 따라서 기확보한 국가참조표준품질보증체제를 기반으로 원자력 구조재료의 

역학물성에 대한 측정/평가/검증 시스템과 고신뢰성 재료정보의 DB 구축으로 국제 원자력 재료규격 인증을 위한 

기틀마련과 한국형 고유 원자력 재료규격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원전 계측제어 계통의 디지털화가 지속되면서 계통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통 소프트웨어와 인간공학적 

안전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뮬레이터 기반, 실감형 모의설비 기반, SW/HF 

통합 계통을 개발하고자 함

원전에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적용으로 사이버침해 대응 연구가 요구됨.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대응 

연구에 가장 중요한 Test-bed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력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 설계 및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계통으로서는 ESF-CCS, 비안전계통으로는 다양성보호계통(DPS), 원전종합감시계통인 IPS를 각기 대표적인 계통

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설계, 제작, 통합시험을 수행함. 또한 사이버공격에 따른 계측제어계통의 거동변화를 면밀히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원자력계통 기기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기 건전성의 지속적인 감시 및 진단을 위한 기법을 연구하고, 지속 

감시 시스템 및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배관 및 압력용기 등의 수동기기에 대한 진동 및 초음파 

신호 기반의 건전성 감시 기법 및 센서와 회전체 및 밸브 등의 능동기기 상태 진단 기법을 연구하며, 세계　최고 

성능의 1차계통 건전성 감시계통과 원자력계통 기기 건전성의 상시 감시 및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함.

원자력 비상사고시 방사능재해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인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이를 위해 공간방사선분포 원격 탐지, 원격 수소측정용 라이다 기술 및 공중/지상이동 플랫폼, 그리고 

비상사고 무인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배관감육설비, 실증시험, 역학물성, 국가참조표준, 계측제어 시험, 인간공학 검증, 계측제어 계통 test 
bed, 사이버보안, 신속진단기술, 지속감시 플랫폼, 비상사고 무인대응, 원격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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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Sustain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is accomplished through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nuclear 

systems/structures/components. Verification of reliability for secondary side piping and reactor internal 

structural component is essential to integr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in technology of nuclear 

power plant. Test facilities for flow accelerated corrosion of secondary side pipe and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reactor internal structural component will be constructed and verified data 

will be produced using the facilities.

Nuclear power plant  design technology is a world class competitiveness, but domestic materials 

properties database that are used as a design data of nuclear  power plant are very scarce. Therefore, 

It is intend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material 

specifications and infrastructure for a unique standardization of nuclear material of Korea type based 

on already secured the national reference standard quality assurance system and 

measurement/evaluation/verification systems for the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physics properties and 

high reliable material information DB construction.

Digitization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 persists as to check the 

system safety, It is required to construct scheme that  evaluate safety compliance of system software 

and human factors engineering. It should be developed simulator-based, realistic simulation 

facilities-based, and software/human factors integrated system for this purpose.

The application of computer and network technologies in nuclear power plants evokes research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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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yber incident response. ESF-CCS among the safety systems, DPS among the non-safety systems, 

and IPS are selected as test-beds,  which are important to researches on the response to nuclear cyber 

security threats. Then these test-beds are designed, fabricated and tested, based on our experience 

o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Korean nuclear digital I&C systems. Along with the test-beds, 

monitoring technologies are developed for the close examination of behavior changes in digital I&C 

systems induced by cyber attacks.

Online monitoring and diagnostic of nuclear pressure vessels and machinery and developments of 

monitoring systems was carried out. Health monitoring methods and novel sensors using vibration and 

ultrasonic signals for pipes and pressure vessels and machinery such as main water feed pumps was 

studied. World-class NIMS and a diagnostic platform were developed for the practical use of research 

results.

To enhance public safety and minimize economic loss caused by nuclear accident, unmanned mobile 

monitoring and respons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early response and mitigating nuclear 

accident. Remote monitoring technology such as radioactive detection and  hydrogen detection lidar 

should be developed. And aerial and ground mobile platform for accessing hazardous area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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