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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는 

3차원 노심설계코드를 기반으로 

원자로의 측정신호를 이용하여 

실시간 노심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감시결과를 반영한 노심예측 계산이 

수행되는 운전지원체계임. 

정확한 노심감시를 통한 노심추적 계산과 

3차원 출력분포 보정법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노심예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간편한 입력과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결과 분석이 용이함.

기술 내용

  배경
●     원자력발전소의 효율적인 노심운영을 위해 실시간  

노심감시와 감시결과가 반영된 노심예측 기술을 포함

한 운전지원시스템은 필수적임. 그러나 OPR1000과 

APR1400 원전은 현재 COLSS로 감시하고 이와 

독립적으로 ACEONED 코드로 제한적인 노심예

측계산을 수행하고 있음. COLSS의 경우 노내계측

기 신호와 미리 설정한 설계값(Fxy)으로부터 출력분

포를 합성함으로써 보수적인 감시계산을 수행하며, 

ACEONED의 경우 1차원 노심코드 기반으로 3차

원 코드의 보정치를 이용하여 노심예측계산을 수행

하므로 노심상태가 보정할 때와 다르면 신뢰도가 

크게 감소하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정확한 노심감시를  

위해 3차원 노심설계코드 기반으로 노내계측기 신호를 

이용한 실시간 노심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며, 감시

결과를 반영한 3차원 노심예측계산으로 정확도가 

매우 높은 운전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노심예측 기능

-  정지여유도(SDM) 계산  

＊ 운전 Mode 1, 2에서 운영절차서의 요구 정지여

유도 만족 여부 계산

＊ 운전 Mode 3 이상에서 요구 정지여유도를 만족

하는 최소 붕소농도 계산

-  예상임계점(ECP) 계산  정지후 기동시 Mode 2 

(HZP)에서 예상 임계 붕소농도 또는 제어봉 위치 

계산

-  축방향출력분포인자(ASI) 제어  출력 증감발시 운영

절차서 ASI 범위내 운전 가능한지 모의 계산

-  주기말 연장운전 모사 계산  주기말 연장운전시 

ASI 고정 또는 제어봉 위치 고정 옵션에 따른 

모의계산

-  부하추종운전 모사 계산  운전 중 시나리오에 따른 

일일 부하추종 운전 모사계산 

-  일반 3차원 노심 계산  노심 반응도 인자 및 일반 

노심계산을 위한 다양한 옵션의 노심계산

●     3차원 출력분포 보정법을 적용한 예측계산의 정확성 

향상

-   실시간 노심감시 결과를 이용하여 노심설계코드와 

실측 노심 출력분포 편차를 보정

●     사용하기 쉬운 GUI 환경 구축

기술 우수성

  기술특징
●     3D-PCF 및 3차원 출력분포 보정법 적용으로 보다 

정확한 노심 감시와 예측 가능
●     발전소 운영절차서와 연계하여 다양한 계산 옵션 제공
●     간편한 입력과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결과분석이 

용이한 GUI 환경 제공
●     한전원자력연료의 고유 노심설계코드 체계와 연동

  기대효과
●     긴급히 발생된 노심정지나 출력감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노심예측 계산으로 운전전략 수립 용이 
●     장기 저출력운전과 같이 노심연소조건 변경에 따른 

핵설계보고서 및 운전지원 상수의 유효성 문제 해결 
●     추후 COLSS 대체의 노심감시 시스템으로 사용될 

경우 많은 운전 여유도 확보 가능

기술 적용현황

●     국내 2개의 OPR1000 원전에 대한 Off-line 노심

감시 및 노심예측계산 수행
●     ECP계산 및 ASI 제어 계산에 대한 검증계산 완료
●     국내 OPR1000, APR1400 원전에 적용 협의
●     UAE BNPP와 적용 협의 예정

제공 가능 품목

●     OASIS 시스템 구축
●     OASIS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     지속적인 OASIS 모델 및 시스템 업데이트 

  목적 및 필요성
●     신뢰도 높은 노심예측을 위한 정확한 노심감시 시스템 

구축

-  3차원 노심설계코드를 이용한 출력변환상수(W’) 

및 3D 출력연계계수를 노심 측정자료와 결합하여 

3차원 출력분포 계산 

-  실시간 3차원 출력분포를 이용한 DNBR · LHR 

POL 마진, Tilt 및 ASI 계산 수행
●     노심감시 결과를 반영한 신뢰도 높은 노심예측 시스템 

구축

-  감시결과를 예측에 반영할 수 있도록 3차원 출력

분포 보정법을 적용하여 신뢰도 높은 예측계산 가능   

-  간편한 입력과 쉬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노심예측 

계산 및 분석이 가능한 GUI 환경 구축
●     OASIS 설치 및 사용의 필요성

-  장기 저출력 운전 및 부하추종 운전시 기존 핵설계

보고서와 운전지원 상수의 부정확성 해결

-  CIPS와 같은 이상노심이나 RPCS와 같은 비상

노심에 대한 노심예측 지원 가능

  기술 구성
●     시스템 환경 관리

-  발전소 정보 등록  노심 예측계산에 대한 만족여부를 

판단하게 위해 필요한 설계요건 입력

-  Snap Shot 파일관리 및 분석 GUI 초기화, 민감도 

정보 수집 및 AsCORE 운영을 위한 관리 

-  Plant Data DB 관리, 노심감시 계산에 필요한 노내

계측기 측정자료, 출력, 제어봉 위치 등 자료관리

●     노심감시 기능

-  주기적 3차원 출력연계계수(Periodic 3D-PCF) 

를 통한 정확한 3차원 노심출력분포 결정 : 3차원 

노심설계코드를 이용한 W’ 및 3D-PCF와 실시간 

노내계측기 신호를 합성하고 실시간 3차원 출력분

포를 계산하여 DNBR, LHR, Tilt, ASI 등을 감시

< COLSS > < OASI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