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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원전디지털계측제어계통국산화

KNICS 개발 개요

김 국 헌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장

원
전 계 측 제 어 시 스 템

(KNICS; Korea Nu-

clear I&C System, 이하

KNICS) 개발 사업은 원전용 디지

털 계측 제어 시스템 국산화 개발

및 실용화를 목표로 과학기술부 원

자력중장기계획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7월 1일부로 사업단 형태

로 출범하 으며, 2005년부터 산

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추진 중이다.

KNICS 개발 사업은 2001년 7

월부터 2008년 4월까지 7년간 정

부 출연금 517억원이 투입되고 원

전 계측 제어 관련 국내 산·학·

연 2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대

형 국책 사업이다.

1단계(2001년 7월∼2004년 6

월)와 2단계(2004년 7월∼2008

년 6월)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1

단계 사업을 2004년 6월에 성공적

으로 종료하고, 2004년 7월부터 2

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2단계

3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목표는 원전용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의 국산화 및 실용화를

통해 가동 원전 upgrade 및 신규

원전에 공급하고, APR-1400 후

속기의 통합계측제어시스템을 개

발하고 실용화함으로써 최종적으

로 원전 계측 제어 분야 세계 3강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KNICS 개발 사업의 세부 과제

는 ① 디지털 원자로 안전 계통, ②

디지털 계측 제어 인허가 확보 기

술, ③ 감시 및 운전 지원 기술 ④

원전용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⑤ 원자로 출력 제어 계

통(PCS, Power Control System),

⑥시스템 통합 및 기기/계통 기술성

평가 ⑦ 디지털 계측제어 안전 규제

현안 개발 ⑧ RSPT(Reed Switch

Positioning Transmitter) 및

HJTC(Heat Junction Thermo-

couple) 개발이며다음과같이과제

간연계되어있다.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 현황은 원

자로 안전 계통 개발 분야에서 원자

력 발전소 안전 등급을 준수한 안전

등급 PLC(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 기기의 업

그레이드 시제품 및 원자로 보호 계

통(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기기 검증 시험을 수행하 으며, 안

전 등급 PLC 제어 기기 및 원자로

안전 계통의 특정 기술 주제보고서

를 작성하여 2006년 10월에 인허

가신청을하 다. 

공학적 안전 설비 - 기기 제어

계통(ESF-CCS; Engineered

Safety Features-Component

Control System)은 설계를 완료

하고 1채널의 일부 시제품을 제작

중이며 2007년 중순경에 설계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비안전 계통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전(APR-1400)에서 요구하는

고신뢰 및 보다 통합화된 통신망

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자의 운용 편

이성 및 MMI가 강조된 소프트웨어

와 사용 툴의 개발을 강화하여 전

체 원전의 플랫폼으로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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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용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을 개발 중이며 현재 시제

품을 제작하여 시스템 통합을 수행

하고 시험 중이다. 

또한 1단계에 개발 완료된 제어

봉 구동 장치 제어 시스템(CRCS;

Control Rod Control System)은

장기 운전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현재 원전 적용을 위한 준비

중이며, APR-1400용 출력 제어

계 통 (PCS; Power Control

System)은 설계를 완료하 고, 전

력함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 으며,

제어함 시제품은 조만간 제작 완료

될 예정이다.

상기 KNICS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실제 원자력발전소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품의 개

별적 성능,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을 통합 적용할 경우 통

합된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항에 대하여 성능, 신뢰성, 안전성,

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

므로 원전 적용시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운전 이력 등을 확

보하고자 실제 발전소의 운전 시나

리오 및 실증 모사 시험이 가능한

통합 성능 검증 설비 구축을 추진

중이며, KNICS 2단계 1~2차년도

를 통하여 설계를 기완료하고, 현

재 통합 성능 검증설비 구축 업무

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KNICS 개발 과제 구성 및 연관도

<그림 2> 통합 성능 검증 설비 구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