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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형 가압경수로 기술개발(주제어설 개선)

I I. 연구개발의 북척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정보표시게통설계 및 제작과 디지탈지시기 설계를 포

함하는 정보표시계통을 깨말하며， 개량형 경보시스템 개발율 위한 최적설계방안

을 제시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광통신 기술을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광통신시스템율설케하는데 있으며， 원전 후속기 설계에 연구결과를 반영하

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II 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정보표시계통 개발

행위결정 모형을 기본으로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모텔을 설정하여 이률

근칸으로 운천청보의 계충척 표시구조를 완성하였으며， 이 계충구조의 최상위 정

보인 대형정보표시계롱(Plant Overview Status Board)의 설계 및 제작을 수행하

였다. 계충적 정보표시구조의 주요 변수 표시기능얀 디지탈지시기의 설계 및 화

면구성을 완성하고 PLC와 시.율레이터 데이바률 이용하여 설·체를 검증하였다.

(2) 개량형 경보시스템 개발

1, 2차년도에 수행된 기존경보시스템에 대한 명가분석 및 개량형경보시스

템의 륙성분석을 토대로 경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최척설계방안 제시， 설계방안에

의한 경보처리로직 및 알고리즘개발과 경보표시개선， Prototype 구성 및 실협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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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통선시스템 개발

원전에서의 광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률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

여 팡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광통신시스템은 입증된 기술율 사용하였

으며， 원천의 신뢰도 및 기능향상율 위하여 분산제어 구조률 갖도록 설계하였

다. 주 제어실의 호스트 컴퓨터를 주축으로 해서 하부계통과 네트월이 이루어지

고 각 하부계롱은 톱립척인 광통신 작업올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여 기본적인 팡롱산실험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운전정보의 계충척 표시구조률 설정하고 대형정보표시계통과 디지탈지시기의

설계 및 제작율 완료하였으며， 깨량형 경보계롱시스템의 Prototype 구성 및 실험

윷 수행하여 경보수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랑통산시스랩 개발에서는 입증된 기

술인 BITBUS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multi-drop 방식의 대큐모 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한 광통신 시스템올 설계하였으며， 분산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

스템의 신뢰성을 놓였다. 또한 전체 광통신 시스템의 네트월화가 가능하도룩 하

여 통신성능을 향상시켰다.

본 과제를 수행하여 얻은 연구결과률 국내원전 건셜에 척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

나 실종기술(Proven Technology) 여부， 원천 건설단가 상송 및 공기연장동의 문

제로 실현하기 어 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원전 설계시의 신기술도 완전 건설후

에는 낡은 기술이 되어버려 고장수리도 힘률고 예비부품도 구하기 어려운 실청이

므로 하루 빨리 이러한 연구결과가 원전 건설에 반영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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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 tie

Development of Design Technology for 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 (Improvement of Main Control Room)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resent an optimal design scheme

for developing an advanced alarm system and information diplay system

including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OSB(Plant Overview Status Board)

& DI (Digital Indicator). Also, the design of optical communication system

has safety and economical benifits which could be used in the subsequent

nuclear power plants. It is impor‘ tant that the developed technologies

would be applied to the design of following nuclear power plants.

3. Sc。야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information display system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information was made based on data

processing and decision-making which came from decision-making model. The

top level information , POSB ,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wi th mosaic

P하leI. Furthermore, the design of 01 , one of the new information display

equipment was done. Its functions were validated by using the simulator

and PL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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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vanced alarm system development

In prior‘ studies, we analyzed the conventional alarm systems and

reviewed the char‘ateristics of the advanced alarm systems. Based on those

results , an optimal design scheme to improve an alarm system is shown. The

prototype of an advanced alarm system with the new alarm logics and

algorithm using CRTs and personal computers is implemented, then

evaluated

(3) Fiber-optical communication system development

It is studied on protocol of communication in the nuclear power

plant , and optical communication system is develo야d by using communication

protocol studied before. Develo야d optical communication system used

proven techno l o.양， and is designed to have distributed control

architecture for reliability and functional improvement. It is networked

between host computer which IS In control room and

sub-communication/control system. This sub-system is designed to

communicate via optical fiber independently ,

4. Result and Remarks for Applications

Establ ishing the new hierarchical information structure of plant

operation data, KAERI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POSB and 01. Also,

the developed prototype of advanced alarm system was tested and is shown

to have some effects of the reduction of alarm numbers. Adding them , we

designed optical communication system which has multi-drop feature , and is

capable of upgrading to large-scale system by using BITBU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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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which is proven technology. Reliabi Ii ty is e바lanced by us ing

distributed control , and network is made in the whole communication system

in the following plant because of accomplishing high reliabilty and

economical pro야rty by using optical fiber as a transmission media. The

developed technologies in this pr。‘ject are expected to apply to the

nuclear power plants. But it is true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about

the proven technology, cost increase and construction delay , etc.

Al though the high technology at the design stage, it would become

。ld-fashioned after construction because of rapid technology improving.

Therefore , it is di fficul t to repair the like system because of

di fficul ties to get spare parts. It is strongly recomended that the

advanced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project should be appl ied to the

future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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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 설계의 요건과 방향은 TMI사고이후에 많은 변화가 얼

어났다. TMI사고 직후에 발표된 TMI 후속조치에 대한 대부분은 주제어실에서

운전원 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보완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EPRI( 전력연구소)에서는 앞으로 건설될 개량형 가압경수로 설계요건

(Utility Requirement Document)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Chapter 10. Man-Machine

Interface System(MMIS)에서 새로운 개념의 주제어실과 정보표시계롱을제안하였

다. 원자력발전소주제어실내에서 운천원에게 운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워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던 경보창이나 계기틀 대신 대형정보표시반. CRT률 이

용한 경보와 운전정보 표시， 계기와 기룩계의 기능을 대신하는 기기의 채택퉁이

주 내용이다. 원전 건설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첨단의 정보표시

계통이 후속기 건설이 없었던 관계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불란서에서는

1400MWe급 N4 발전소의 주제어실을 첨단의 정보표시계홍을 이용하여 정상운전중

한명의 운전원에 의해 운전이 가능하도룩 설계하여 시운전중에 있다.

위 설계요건의 내용파 첨단 주제어실을 설계하고 있는 외국악 경우를 참고로

하여 정보표시계통 개발， 개량형 경보계통 개발 그러고 광통신시스템 개발을 수

행하려는 것이다.

최근 새로운 정보표시기술이 개별되면서 발전소운전원의 역할이 원자력발전소

의 운천기능을 수행하는데서 점차로 발전소의 운전변수나 이상상태의 추이블 감

시하는 감시기능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기능에 대처하기 위

하여 행위결정 모델을 기본으로 정보처리 빛 의사결정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텔

에 근거하여 최상위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대행정보표시계통인 POSB(Plant

Overview Status Board}와 주요변수 표시계통인 디지탈지시기의 설계 및 처l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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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하여 주제어실내에서의 정보처리 및 표시기법율 제시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천 시스템은 모든 공학기술을 통합한 북합척인 시스템으로서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이다. 륙히 운전원의 판단/조작행위는 시스템의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직결된다.

최근의 원자력발전소는 단위용량의 중대， 신계측제어기술 도입 및 기능추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설비의 보강 둥으로 이의 주제어설의 기능이 가충되어

칩에 따라 운천원의 역할야 원전의 안천운천에 충요한 변수로 동장하게 되었다.

륙히 사고시 폭주하는 경보에 대한 운천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숙하게 대웅해

야 하는 동 업무의 부담을 안고 있다. 더구나 이로 인한 운전원의 실수와 판단미

숙으로 오조작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정지 및 이상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대부분 원전의 사고가 기계척 결합이나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셔스

템과 운전원율 연계사키는 Man-Machine Interface에서의 인적오류라는 것이 밝혀

짐에 따라 원자력발천소의 설계 및 운천에 인간공학(Human Factors Engineering)

척인 채넘을 도입한 개선된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이 철실히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이 최근들어 원천설계애 도입되고 있는 개량형 원전설계의 기본으

로 인식되어 계측제어분야의 설계에 있어 현저히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

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래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개랑형 계측제어계통

설계 내용충 경보시스템의 설계개선사항율 심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신회도와 안전성을 사천 점검하여 원천의 계혹처I어계롱중 개량형 경보시스템의

설계분야에 대한 최척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광섬유는 무유도성， 내잡음성， 광대역성， 저손실 풍의 륙성율 지니고 있으므

로 통신선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정보통신에서의 신뢰성， 경제

성 둥이 뛰어나 최근의 광섬유 웅용기술 발달과 합께 원자력 발천소와 같

은 극한 환경하에서 광섬유 웅용이 계숙 증가하고 있는 추셰이며，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발전시설에서의 광섬유 사용은 필수척이다. 륙히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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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공예정인 영팡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신호천송 채널과 노섭보호켜l통

(core protection system)에 CE 사가 팡통신 시스템율 적용할 예정으로 。1 。

」“--

며， NUPLEX 80+를 비롯한 차세대 가압경수로에서는 원전의 정보통산에서 광섬

유를 사용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국내의 이용연구 및 기술자립이 더욱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천에서의 정보통신에서 안천성을 높아고 t:H규모 통신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와 분산제어 구조에

대한 연구룰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률 기본으로 하여 대큐모 시스템으로 확장

이 가놓한 분산체어 구조의 광통신 서스템을 설계한다.

본론의 구성은 제 2장에서 계혹제어연구실에서 작성한 정보표시계통 개발， 제

3장에서는 계장기술연구실에서 작성한 개량형 경보계통 개발 그리고 처11 4장에서

는 핵전자연구실에서 작성한 광홍신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기술한다.

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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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 장 정보표시계통 개발

제 1 절 정보표시계통의 설계접근방법

1. 개 요

최근 컴퓨터의 성능과 신뢰성의 향상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눔에

자동조절기농의 도엽이 적극 권고되고， 인간공학척인 개념을 적용한 컴퓨터화된

새로운 정보표시기술이 개발되면서 발전소운천원의 역할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농을 수행하는데서 점차로 발전소의 운전변수나 이상상태의 추이를 조기에 캄

지하여 진단하는 감사， 진단기능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웅하여 운전원

이 수행하는 업무도 지시기나 표시기에 표시되는 단순정보률 감시하고 운전하는

물리적인 업무에서 정보를 처리하여 표시하는 정보표시기기나 운천원의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지원계통에 표시되는 정보로부터 상황율 판단하고 사고를 진

단하고 이의 진행과정을 예출하여 이에 대웅하는 적절한 반웅을 선택하는 인지척

인 업무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운전원의 역혈과 업무의 변화는 인간i기계 연계

계통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의 설계에 비정상상태를 조기에 감지하고

진단하여 이에 대웅할 수 있는 언치척인 개념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고， 인간

기계 연계계통율 홍하여 표시되는 정보도 또한 운천원의 인지의사결정 (cognitive

decision making) 전학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운전원의 인식과 행위결정륙성

에 맞게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거계 연계계통 설계자는 운천원이 어떠

한 행위결정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울 구축해야 하며， 이 구축

현 모텔에 의해 인간-기계 연결 계롱을 설계하여 운전원과 인간-기계 연계계통

사이의 척절한 업무분담을 이루어야 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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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표시계롱의 설계접근방법 설정

원자력발펀소의 운전정보 표시계통의 북척운 “정상운전이나 비상운천중에도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운전상태를 운천원이 신숙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운천할수 있도록 집약척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북척율 만홉시키기

위해 인지척안 개념의 운전원과 불러척인 개념의 정보표시계통깐의 관계가 설정

되어야 한다. <그럽 2-1)은 운전원과 운전정보표시계롱의 관계를 표시하는 구성

도 이다. <그립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천원은 운천정보표시계통을롱하여

운전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 정보률 분석하고， 의사률 결정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운천원과 운철정보 표서계통과의 관계는 단순히 정보

표시계롱에서 정보(Information)를 취묶하고， 계통율 롱하여 계휩된 행위

(Action)를 실행하는 불리척인 판계만이 설정된다. 그러나 계롱으로부터 취

득된 정보의 형태， 정보의 표시방법과 운전원의 계롱에 대한 지식상태(state of

knowledge)동에 따라 운전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은 가충될 수도 있고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운천원의 업무와 계롱이 표시해야 하는 정보 사

이에는 중요한 함수관계가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운천원의 인지적인 업무와

계롱의 불리척인 업무률 분석하여 이에 따라 담당해야할 업무률 할당하는 작업

은 정보표시계통윷설계하는 충요한 파정이 된탱 〈그럼 2-2)는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운천정보 표시계롱의 설계과정율 도식화한 것이다. 운천원의 인지륙성과 행

위륙성에 따른 인지 의사결정모렐(cognitive decision making model)율 도식화하

여 운전원의 업무률 정의하고， 계롱의 물리척인 개념에 따라 운천정보표시계롱의

성격율 분석하여， 계롱이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륙성울 정의하고， 정의된 정보표

시계롱의 성격， 표시정보의 륙성과 계몽이 지향하는 북표를 총합하여 운천원

과 계통어 수행해야할 업무률 할당한다. 결국 운천원이 어헌 운전행위 결정과정

융 거쳐 업무룰 수행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운천원과 계롱의 업무혈당에 충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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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원 ( 。야I‘ational teams )
"、

운잔 정보 control

운천 정보 표시 기기 Control 기 기

operation alarm plant

display display controls

I、 contr‘ 01 signals
data

、v

정보 처 리 계통 Output Processing

alarm processing
ESF sequence

display processing \
feedback / control sequence

application program
component function

plant protection
other function

plant ι。ntrol

commands/ N \v
data

Plant Equipment

Data Gathering
on / off

pressure sensors /
、 status modulated

temperature sensors

other sensors

< 그림2-1 >운천원과 운전정보표시계통과의 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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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의

의사결정모델 계 롱 의

묵 적

계통의

분 석

운전원의 I I I 계통의

업무정의 I I I 업무정의

운전원과계몽의

기농척업푸분석

업 무 할 당

계 통 설 계

< 그림2-2 >운천정보표시계롱의 설계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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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원 인지의사 결정모델과 인지업무정의

운천정보표시계통을 통해 표시되는 정보와 운전원의 인지의사결정

(cognitive decision making) 천략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운전원의 인지행위

륙성을 모텔화하는 방법으로는 운전원의 기능척 인져업무분석 (cogni tive task

analysis)이 충요한 분야이며， 운전원에 대한 인지업무분석을 수행합에 따라 운

전원의 인지행위륙성아 계통설계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분명해전다. <그

립 2-3)은 발천소의 주 제어실 내에서 운천원이 수행하는 의사결정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을 J.Rasmussen 의 행위결정모텔에 따라 도식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과정울 거찬다.

i)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상상태를 감지한다. (detection)

i i) 후속행위를 위한 정보를 취묵하고 관찰한다. (observe)

ii i) 현재상태를 판단분석한다. (identify)

iv) 수행될 결과를 명가한다· (evaluate)

v) 북표상태를 설정한다. (target state)

vi) 실행할 업무를 정의한다· (task)

vii) 적절한 절차를 계획한다· (procedure)

viii) 절차에 의해 실행한다. (execute)

원자력발전소를운전하기 위한 운전원의 기능적 의사결정과정은설제·운전에서

부터 모형화된 일반적인 악사결정과정으로 의사결정율 행하는 배경과 계롱의

상태나 상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사뭇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축 운철원이

발전소의 운전상태와 운천원의 업무능력에 관해 어떤 지식상태 (state of

knowledge)를 가지느냐에 따랴 몇몇 의사결정과정을우회하여 보다 빠른 지름킬

을 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운전원여 가지고 있는 지식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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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과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운천정보표시계통의 설계에 중

요한 설계요건이 된다. 측 정보표시계통의 설계자는 사전에 계통의 수학척해석

을 수행하여 예흠되는 이상상태 진행과정을 도식화하여 반영하거나. 운전원의 언

.A]의사 결정과정을 도울수 있는 。n-line 운전지원기능둥율 추가하여 운천원， 컴

퓨터의 성놓과 계통의 륙성동 각 업무수행인자의 륙성에 따라 각 인자가 가지는

지식상태를 분탑서커 표출하께 한다. 예를 률면， 운천원의 인지륙성은 지식기반

의 행위 (knowledge-based behavior)로 설정하고 운천행위는 규칙기반의 행위

(rule-based behavior)로 분담시켜 각 개멸 의사 결정과정이 전체의 의사 결정과

정과 톡립척이고 일반적인 구조흘 형성하게 하여 신송하고 단순한 최단거리의 운

천원의 의사와 행위 결정을 수행하게 한다. 또한， 계롱이 어떤 운천상태에 숙해

있는지에 따라 운전원과 계통이 지향해야 하는 북표의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죽

고장난 부품의 수리에 관해서 고려해 보면， 설정된 계롱은 단지 고장난 부품만

을 교체함으로써 북척율 달성하게 되나， 설처l 운천충인 발전소에서는 그 부품이

행하는 역혈에 따라 발전소가 영향율 밭기 때분에 계롱의 실제 물리척인 구조를

고려하여 그 부품이 수반하는 이상상태를 명가하는 작업이 목표설정에 중요한 업

무가 된다.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이상상태룰 진단하는 작업은 운천원의 지식기

반영역(knowledge-based domain)에 숙하는 분야로 실제 계롱이 추구하는 불러적

이고 기능척인 목적에 따라 추상척인 여러 껴I충으로 나누어 각 계충의 기능척 륙

성을 고려하여 반북척으로 수행되어 진다. 따라서 몹표를 설정하는 우선순위는

이상상태의 륙성에 와존하고 상태 전단의 정도는 추구되어질 북표에 따르계 되

어 이와 같은 반북된 과정에 의해 운전원의 행위가 결정된다. 륙 잔단되어지는

계롱의 추상척 계충에 따라 설정되어지는 묵적이 다르게 되고， 의사결정파정도

추상적 계층에 따라 다른 과정올 반북척으로 수행하게 된다. 결국 계롱의 추상적

계충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은 이상상태의 위치률 추척하논 전략과 추척되어질 물

리척인 계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하며 각 기능척 추상계충에서 계통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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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기능과 기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의사결정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럼 2-4)는 사고시 운천원의 의사결정과정율 모델화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우

선 운전원은 발전소의 비정상적인 징후를 감;(1하게 되고 갑지된 정보와 발전소

운전상태에 대한 운전원의 지식상태를 비교하여 비정상상태률 분석하 고 수행목

표를 설정하고 이 수행목표에 따른 척절한 행위률 수행한다. 만일 수행된 결과가

기대한 목표와 다를 때 계획을 수정하여 반북된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4. 계롱의 계충적 기능분석과 북표설정

운천원이 익숙치 않은 til 정상상태에 대한 계통의 기능적인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의사결정과정은 실행된 행위가 계롱에 미치는 예축된 반웅어} 의폰하게 된

다. 이 반웅의 예측은 계몽의 기농척 륙성에 관한 지식을 기본으로 하나 사물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톡럽척으로 폰재하지만 주어진 계롱의 기농척 륙성과 역

할이 실제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간이 지향하는 북표를 설

정하는것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불러척인 계통의 구조적인 역할셜정에 중요한 골격

이 되고， 계통의 기능척이고 구조척인 역할설정이 인간과 기계의 기능척 상호관

계를 설명하는 요헤이다. 껴I통의 기능척 성격율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구

성 개체 각각에 대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볍으로， 이는 각 개혜의 표식

(l abIe) 이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 기가률 구성하는 채별 입자의 구성을 설명하

가 위한 전쳐l와 부분의 관계 (whole-part relationships)률 고려하여 구조척 성

격을 구축하는 방법과， 사고의 진행율 예육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영향(cause and

effect)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또한 계통의 계충척 기능의 분석율

위해 계롱의 톱표와 수단(goals-means)의 상호관계나 수단과 결과(means-ends)의

기농척 관계를 설정하는 계충척 기능추상(functional abstraction hierarchy) 방

법이 매우 유용하다. 계충척 륙성에 따라 어떤 기기나 기능이 사용될수 있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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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랍2-4) 운전원 의사결정모텔율 척용한 예

- 13 -



bottom-up 방식으로 언급되고， 기기나 기농어 어떤 몹척율 위해 수행될 수 있는

지는 top-down 방식으로 언급되어 진다. <그립 2-5)는 1차계롱의 냉각수의 총

량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북표와 수단(goals-means)의 구조척인 관

계률 이용하여 top-down 방식에 의해 발전소의 기능척， 계충척 륙성을 분석하는

좋은 예이다. 1차계통의 냉각수의 총량율 유지하기 위한 북표률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부수척인 거농틀과 비교하여 타 기능과와 연관환계률 예혹하고， 냉각수의

총량율 유지하는 최종목표를 위하여 각 계충의 부수척인 몹표에 따른 셜제척인

수단을 정의하면 최종척인 목표인 냉각수의 총량의 유지는 달성될수 있다. 결국

계통의 설계나 약사결정을 위한 물리척인 계통의 기능척인 륙성은 수단과 몹

척의 관계를 표현한 추상과 실제의 차원 및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표현한 물

러척인 차원의 두가지 상관관계로 표시될수 있다. 계롱의 외판과 계롱의 기

능척인 북척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의 추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며 져

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계롱의 물리척인 륙성율 표시할 때 물리척인 계풍의 외

관은 사라지고 계통의 기농적인 북척윷 나타내는 정보률이 나열된다.

1) 기능척얀 북적 (functional purpose) :

계롱의 의도된 기능적인 효과(functional effect)

2) 추상적인 기능 (abstract function) :

의도훤 운전상태률 반영한 정보동 원인과 관련된 모든기농(causal

structure)

3) 일반척인 기능 (generalized functions) :

물리척인 기농이 계통과 연결될때 수행되는 기능

4) 불리척인 기능 (physical functions) :

기기나 계기 자체의 물리척인 기능

5) 물러척언 형태 (physical form) :

각 개체 자체의 불리적인 외관과 골격 (physical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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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불러적인 계롱이 기농적인 륙성을 수행하는계통으로 변하여도 물리적인 륙성에

대한 기농은 사라지지 않고 기농적인 륙성에 추가되어 동시척으로 수행되며， 이

려한 기농척인 륙성의 수행은 볼절적으로 계롱의 북척에 의해 정의되어진다. 따

라서 계통의 북표를 설정하고， 이 설정된 몹표애 따른 운전원의 얀Al행위과정과

계롱의 겨1충적인 기능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운전원과 계통이 담당해야 힐 역할에

대한 업무률 할당하게 된다. 추상척 개념의 단계가 변함에 따라 기농과 운천의

상태에 대한 정보의 변화 뿐만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개엽과 구조도 변하게 되어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실제 행위 수행업무를 형성하기에 적절한 추상척인 반계에

관한 불리척인 지식상태도 요구되게 된다. 따라서 계충척인 구조내의 어느 단계

에서 척절한 기능척인 정보는 위의 단계에서 얻어지고. 이용 가능한 수단과 한계

에 관한 정보는 보다 아래 단계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과정과 판련된

인간이 지향하는 북척과 계롱의 기농척 상호관계를 체계척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는 추상척 개념의 기능척 계충화(functional abstraction hierarchy)가 유용하

다. 륙히 원천의 안천한 운천율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운천원의 행위결정

업무흘 정의하기 위해서는 추상척 개념의 계충척인 접근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되어진다.

5. 정보표시계통의 계충척 정보구조 빛 표시방법

운전원의 의사결정과정은 운천원의 지식상태， 계통의 기능척인륙성의 분석，

계롱의 목표설정 및 업무의 정의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원의 의

사결정과정율 〈그립 2-3)과 같이 감시， 진단 및 업무수행의 3가지 과정으로 크

게 나누어 정의하였다.

감시과정은 기술기반영역 (skill-based domain)으로 발천소 센셔의 입력으로

부터 이상상태가 갑지될 때 운전원은 어떤 륙징척인 상황율 감지하게 되어 운전

원의 훈련과 경험에 따라 감지된 상황율 형상화시켜 인석한다. 이 형상화된 상황

- 16 -



은 기술기반 영역내에서 반북척으로 비교되어 훈련된 상황과 통일한 상항이면 진

단과정율 우회하여 기술기반적 행위 (skill-based behavior)룰 수행하게 된다.

진단과정은 지식기반영역(knowledge-based domain)으로 기술기반영역에서 감

지된 상황이 운전원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먼 사건일 때 운전원은 이전까지의

운천에 관한 지식상태와 계롱의 기농척인 업무를 명가하여 척절한 목표를 설정하

고 운전원의 지식과 경험율 토대로 업무룰 정의하는 과정여다.

업무수행과정은 규칙기반영역 (rule-based domain)으로 지식기반 영역에서 정

의된 업무를 철차에 따라 수행하는 과정으로 모든 운전행위는 여기에 숙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운전정보표시계통의 정보구조도 운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감시기능， 운전업무 수행기능 과 전단기능의 3단계 계충척인 구조로

설계하였다. <그림 2-6)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운천원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위결

정과정에 따른 계충적 운전정보표시계통의 구초이다.

대형 정보 표셔반 (POSS)
시
놓
보

감

기

정

전
농
보

다
는
τ
보

운
기
청

진
기
정

상세한 기기 및 계기 정보 표지

〈그럼 2-6) 정보표시계홍의 계충적인 정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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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정보의 계충척구초는 운전원이 필요한 운천정보률 상위계충에서 순차척으

로 하위계충까지 추척하여 취륙하게 하여 운전원의 운천 감시부담율 줄일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감시기능정보는 운전원이 전반적인 발전소의 운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형

정보표시계롱을 정점으로 계통의 운천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계통감시정보와 비정

상상태의 경보를 감시하기 위한 정보감사정보로 구성되며， 각 계롱감시정보는

1차계통과 2차계통율 충심으로 계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보감시정보는 초기

이상상태의 경보와 이상상태의 진행에 의해 심각한 상태로 발전했을 때의 경보를

구별하여 감시하도록 표시하였다.

운전기농정보는 기기와 설비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어 발천소의 기거나 계몽올

운전하기 위한 정보들이다. 이 정보들은 계통감사정보화면과 경보감사정보표시

화면에서 직접 운천하고자 하는 기기나 설비에 첩근함으로써 얻을수 있다.

진단기능정보는 감시기능정보나 운천가능정보에 표시된 기기나 계롱의 공정변

수틀의 이상상태의 원인율 찾기 위한 정보로 구성되며 기기의 상세한 상태정보，

계기의 정보 및 공정변수의 추이틀이 표서된다.

6. 정보표시계롱의 화면설계

가. 대형 정보표시 화면

대형 정보표시화면은 정보 계충구조의 최정점 정보로 발현소의 전반척안

운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EPRI는 개량형 가압경수로의 인간-기계

연계 계몽의 설계요건율 통하여， ·‘정상운전 및 비상운전에도 운천원이 정보취특

을 위한 업무를 실현하는 동안 발전소의 상태률 파악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깐

결하며. 계숙적으로 표시되는 종합적인 Mimic 대형 청보표샤의 필요성율 주장하

였다. 이 대형 정보표시화면은 정보표시계풍의 역할율 보완하는 기본적인 기기

의 상태률 파악하도록 셜계되어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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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형정보표시화연은 다음의 청보들율 운전원에게 제공하여 발펀소의 천반적인

운전상태률 파악하도록 하였다.

주요계통의 운전상태

주요변수값과 변화의 추이

주요 변수의 경보상태

주요 기기의 운전상태

Critical Safety Function의 상태

대형정보표시계통외설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읍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나. 감시기능 정보화면

감시기능율 위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계통의 상태나 운전상태률 평가

하기 위한 계통감시정보와 기기나 공정변수의 이상상태룰 경보하는 경보감사정

보로 구성된다.

계롱감사정보는 계통에 숙하는 기기의 운천상태와 계통에 영향율 주는 기기의

상태나 공정변수의 추이둘율 나타내며. 1차계통과 2차계풍울 충섬으로 계충적으

로 구성했다. 계통감시청보는다음과 같은 6가지의 추요계통으로 이루어졌다.

-. Primary systems

-. Secondary systems

-. Power conversion systems

-. Electrical systems

-. Auxiliary systems

-. Safe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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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은 1차계롱을 감시하기 위한 계통감시 정보화면이며. 1차겨l:롱과 관

련된 원차로 냉각펌프의 운전상태와 주요공정변수들이 표시되고. 1차계롱에

영향을 주는 eves계롱의 충전유량(charging flow)와 유출유량(L/D flow) 빛 주

급수계통

의 급수유량과 중기계롱의 중기유량이 bar graph로 표시되었다.

경보감시정보는운전원에게 발전소의 이상상태률 알려주기 위한 기능으로 많은

경보를 운전원에게 쉽고 간결하게 알려주는 것이 운전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

수가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경보를 풀이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고 같은 경보

는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처는 다옴과 같은 방법으로 경보를

억채하여 표시하였다.

- 다음과 같은 운천모드에 따라 경보의 logic과 설정치률 변경하여 경보를

억제하였다.

*. Normal operation

*. Heatup/cooldown

*. Cold shutdown/refueling

*. Post trip

같은 종류의 경보는 group별로 표시하였다.

- 설비의 상태에 따라 정보논리와 설정치를 설계하여 불필요한 경보를 감소

시켰다.

운천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따른 행위결정 우선순위 (priori ty)에 따라

경보를 3가지로 구분하여 표사함으로 운천원의 경보 해석의 부탑율

감소 시켰다.

* Priority 1 경보 요건

10분이내에 원자로 정지가 얼어나는 상태

주요설비가 손상을 입을 운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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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간의 방사성 장해

-. Critical Safety Function의 위협

- 긴급한 Technical Specification 처방

-. First-out reactor/turbine trip

* Prior‘ ity 2 경보 요건

-. 10분 이후 원자로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

-. priori ty 1이 아닌 Technical Specification 처방

- 설비의 손상가능성

* Prior‘ ity 3 경보 요건

- sensor deviation

- 설비상태의 오차

-. Critical function과 관련없는 설비나 공정의 오차

- black board 경보 개념율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률은 운천지원경보

(operator aids alarm)로 운전상태감사경보와구분하여 감시한다.

* channel bypass conditions

* interlocks notion

* equipment status change permissive

* operation guid삐ce information

경보감시정보는 초기 우선순위 1과 2인 경보감시정보와 전 경보감사정보률구

분하여 표시한다. <그립 2-8)은 초기 우선순위 I과 2의 경보감시화면을 표셔한

것으로 경보감시화면을 4구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율 경보표시영역， 람련 정보표

시영역과 경보 운전절차 표시영역으로 구분하고. 경보표시영역에는경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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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우선순위 및 현재값과 설정치를 표시하고， 경보 운전절차 표시영역에는 경보

에 따라 운천하기 위한 절차서를 흐름도( f1 ow chart)로 나타내며 관련 정보표시

영역에는 운천에 필요한 관련 기기나 계통의 운천상태나 공정변수둥에 관한 정보

률 표시한다. 이 초기 경보감시화면은 이상상태 발생 초기에 생생되는 경보충

중요하고 긴급율 요하는 우선순위 1과 2의 경보만율 표시하여 발천소의 이상상

태를 조기에 수습합으로써 운전원의 운전오류를 방지하고 작은 사고가 대형사고

로 발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천경보감사화면은 발천소의 이상상태가 계측된 이후부터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표시하고 운천원이 운천에 필요한 경보에 접근할 때 경보와 관련된

정보틀이 경보화면의 우축화면에 표시되게 설계합으로써 운전원의 경보운전에 도

옵을 주도록 설계하였다.

다. 운전기농 정보화면

운전기능청보화면은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완의 의사결정 과

정중에서 진단과 목표설정의 과정율 거쳐 세워진 업부의 정의와 업무계획에 따라

이상상태률 정상상태로 환원하는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화면이다. 이 운천행위

는 가능하면 절차적인 행위로 수행되어야 하며 운천원이 이 절짜척인 행위에 의

문을 제기할 여지를 배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천기농정보화면은 이

철차척인 행위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립 2-9)는 1차계롱의 압력

을 조절하기 위한 운천가능 정보화면이다. 1차계통의 압력과 관련된 변수， 기기

의 운전상태， 냉각수의 총량과 관련된 변수와 펌프의 운천상태 및 온도와 관련된

기기와 변수퉁이 표시되어 있으며. 1차계홍의 운천에 칙접 영향율 추는 eves계통

의 상태 및 1차계롱의 운전에 영향윷 받는 변수틀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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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단기능 정보화면

진단기능 정보화면은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운천원이 진단하여 수

행한 행위의 확인과정으로 운전원 의사결정과정의 진단 및 묵표설정 행위룰 확인

하여 운전원의 운천행위를 지원하는 화연이다. 진단기농 정보화면은 운전원이

의사결정과정의 진단과정에서 설정한 휴표률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롱하여 확인

하거나， 운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기나 공정변수의 이상상태의 보다 자세한

정보들율 요구할 때 이용된다· <그립 2-10)은 운전원의 행위결청의 확얀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기능 정보화면으로 1차계몽에 가압기의 압력에 관한 이상상

태를 진단하기 위한 각 가압기의 압력 계혹기로부터 출력값과 가압기 압력과 란

련된 모든 밸브와 기기의 운전상태퉁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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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1 2절 대형 정보표시계통의 설계 및 제작

1. 개 요

운전원의 의사결정율 위해 필요한 정보들율 의사결정과정의 감시과정에서

발전소의 상태를 파악하여 진단과정에서 발전소의 이상상태률 진단하고 업무률

정의하게된다. 이 진단과정은 계풍의 물리척인 현상의 해석에 의한 결과， 이상

상태가 발생한 지점까지의 운천상황과 운전원과 계롱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률 정의하게 되고， 운전원은 업무능력， 지식상태와 운천경험을 최대

한 이용하여 척절한 의사결정울 하게 된다. 이 진단과정에서의 행위결정은 지식

기반율 배경으로 하는 지식기반행위로 행위의 오류가능성이 가장 놓다. 감시과

정에서 얻어진 이상상태와 운전원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얻어진 지식상태를 비

교，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지식기반영역의 잔단과정은 감시기능:율 수행하

기 위한 정보가 진단기능율 수행하는 운천원의 지식상태의 돼헌과 가능하연 일치

되도록 표시되어야 운전원의 인식오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립 2-1 1>은

버정상운전에서의 운전원 행위 결정과정울 묘사한 것으로， 각 의사결정과정은 발

전소 비정상상태의 징후패턴에 따라 운천원의 행위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의 운천정보王 비정상상태의 징후돼헌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고， 이 비정상

상태의 정후패턴은 각 계롱의 종합척인 상태에 의해 표현된다. 계통의 종합척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홍의 운전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대형정보

화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런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상운전모드를 포

함한 전 운전모드에서 원자력발천소의 전반척인 운전상태률 신숙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통의 운천상태， 충요변수값， 주요 경보 및 Critical .Safety Function

풍을 종합척으로 표시하는 돼형정보표시계통을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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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 비정상운천충 운전원의 행위겸청 과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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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정보 표시판의 폭척과 설계기준

대형정보 표시판의 북척은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센서. 경보 및 상태정보

룰 계통적으로 종합하여 표시해 쉽게 발전소의 전반적인 운천상태를 파악하여 운

천원 정보분석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률 위해 대형청보 표시판의 정보

는 다읍과 같은 설계기준율 만혹해야 한다.

전반적인 운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롱과 기기의 운천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비정상상태의 변화률 파악하는 주요변수의 변화추이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감시기능화변과 개념적으로 알치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주요변수경보반율 표시하여 경보 감시부담율 줄여야 한다.

3. 대형 정보표시계통의 표시계홍 및 변수션정

대형청보표시계롱의 정보구성은 Reg. Guide 1. 97의 기본요건율 충축시키는

신호변수률 기본으로 정상운전과 비정상운전중 필수척으로 감사되어야 하는 계통

과 변수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었다. Reg. Guide 1.97에 의한 사고시 감시변수를

보면， Type A, B, C, D, E 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감시하고 있다.

Type A의 변수는 발천소 설계륙성에 따른 륙정정보로 셜계기준사고시 자동제

어되지 않고 주제어설의 운천원이 규정된 제어초치를 수통으로 취합수 있도록 주

요정보률 제공하고 안천기능을 확언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수들이다.

Type B외 변수는 발전소의 안전기농이 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률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변수들로 안천기눔운 반웅도 제어(Reactivity Control) , 노심냉각

(Core C。이 ing) ， 원자로 냉각재 계롱의 건천성 (RCS integri ty) , 격납용기 건천생

(Containment integrity) , 방사농 유출 체어 (Radioactive effluent control)

둥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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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의 변수는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에 대한 장벽의 파펴여부률 확인하기 위

하여 제공되는 변수로 핵분열생성물의 보호장벽은 핵연료 피북재의 mel ting , 1차

계롱의 냉각재압력경계의 유지 및 격납용기 건전성의 확인이다.

Type D의 변수는 발천소의 안전에 중요한 각 안천계롱과 기타 안전과 관련된

계몽의 운전상황을 확언하기 위한 변수로 운전원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안천에

중요한 계롱의 사고 진행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Reg. Guide 1. 97은

안천과 관련된 계롱율 11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Type E의 변수는 방사능 불질의 누출정도를 판단， 명가하여 일반 공공의 보호

률 위해 감시하는 변수들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대형정보표시계롱의 계통운천상태 표시정보는 Reg , Guide

1. 97의 Type D의 변수를 기본으로 정상운천충 각 계통의 운천상태률 파악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계통을 묘사하고 있다.

-. RCS: Reactor coolant system

-. RXP: Nuclear instrument system

-. SO :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 CS : Containment spray system

-, CI : Containment isolation system

-. MFW: Main feedwater system

-, CD : Condensate system

-, TB : Turbine bypass system

-, AFW: Auxiliary feedwater system

-, CW : Circulating water system

-. ELEC : Electical supply system

-, DG : Diesel genera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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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CS :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빠1R :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SDC : Shutdown cooling system

-. SI : Safety injection system

-. CCW :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SW : Service water supply system

IA : Instrument air supply system

충요변수의 경보표시는 Reg.Guide 1.97의 Type B률 기본으로 비정상상태

의 우선순위 l의 경보률 표시한다.

-. Containment pressure high alarm

-. Containment temperature hi방1 alarm

-. Pressurizer pressure high alarm

-. Pressurizer pressure low alarm

- Pressurizer level low alarm.

-. Pressurizer level high alarm

-. Steam generator level low alarm

-. RCS Tem야rature average high alarm

-. Subcooled margin low alarm

-. Core exit temperature high alarm

-. Reactor water level low alarm

또한 안전기능과 관련된 Reg.Guide 1.97의 Type ，B의 변수는 다읍과 같운

필수안전기능 (Critical safety function monitoring)의 감시를 위해 화면우훔에

3*3의 matrix로 표시한다.

- 32 -



-. RC : Reactivity control

-. PI : Primary inventory

-. HR : Core heat removal

-. CI : Containment integrity

- PC: RCS pressure control

-. HS : Heat sink. RCS heat removal

-. RR : Radioactivity release

-. ES : Electrical supply , vital auxiliaries

-. EG : Electrical generation

이 필수안천기농중 RC， PI ， HR ， PC와 HS는 핵연료의 용융율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며

ES와 EG는 필수얀전기능 유지에 필요한 계롱의 운전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다.

4. 대형 정보표시계롱 설계

가. 화연설계

대형 정보표시화면은 정보계충구조의 정점에 위치하여 발전소의 천반척

인 운전상태를 파악하여 발천소의 운전상태를 예측하여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률

취특하는 지칩으로 사용된다. <그럽 2-12)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대형정보표시

화변을 보여주고 있다. 대형정보화면운 주요 혈전달 계통을 중심으로 주요계몽

운전상태와 주요기기의 운전상태를 도식화하여 표시함으로써 비상운전을 포함

한 모든 운전모드에서 발전소의 운천진행상태룰 예측하게 하여， 정보표시계통구

조의 하위계롱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률 취륙하는 지침으로 사용된다.

각 계롱의 운전상태는 다읍과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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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대형 쩡보표시 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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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 red color triangle

No 。야rating : green color triangle

경보상태 : yellow color blinking box

또한 주요변수의 비정상척언 진행사항율 예축하기 위해 다읍과 같은 공정변수

값과 그 변수값과 관련 경보률 결합하여 화살표로 그 변수값의 변화 추이의 개선

과 악화률표시했다.

- Pressurizer pressure parameter

- Pressurizer level parameter

- Subcooled margin monitoring parameter

- That과 Tcold 옴도차

- Thot와 Tcold 온도 명균값

- Reactor percentage power parameter

- Steam generator level parameter

- Turbine generator악 열출력

나. 소프트웨어 및 시나리오 작성

1) 소프트웨어 작성

POSB률 구동시키가 위한 소프트웨어논 ‘'e"언어률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시나리오에 의해서 작성된 off-line 데이타룰 실수와 정수

로 나누어 읽어 들여서 필요한 단위 변환율 한다.

다음은 원자로 출력， 평균 옹도값 그리고 반웅도에 의해서 발전소 운전 모드

를 결정한다. 결정된 운천 모드에 따라서 Dot Matrix Display Unit요로 정해진

값올 보내케 된다.

Critical Function Monitoring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경보가 발생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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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는 시나랴오로부터 얽어온 상태에 따라서 정상척으로 동작중이거나 밸브가

열려 있으변 RED 램프， 동착하지 않거나 밸브가 닫혀 있으면 GREEN 램프， 경보가

발생하면 YELLOW 랩프를 깜박거리게 한다. 디지탈 값을 지시하는 LED에논 얽어온

값을 백단위， 섭단위와 단단위로 나누어 각각 디스플레이한다.

2) 시나리오 작성

POSB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연수원에 셜치된 CNS(Compact

Nuclear Simulator)로부터 off-line으로 작성하였다. Refuel. Heat-up. 정상운천

그리고 원자로 정지의 경우에 대해서 시율레이터를 운천하여 얻은 데이터를 시율

레이터의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kermit 프로토콜율 이용하여 IBM/PC로 옮겨와 사

용하였다. <표 2-1)은 CNS로부터 받아오는 운천 데이터이다.

Refuel 모드와 Heat-up 모드는 시률레이터에서 Refuel 상태와 Heat-up 운전

시의 데이터률 이용하고. Power 모드는 정상출력 운천시의 데이터률 이용하고，

원자로 정지 모드는 small LOCA률 오통작으로 삽입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표 2-1) POSB 변수 리스트

변수명

cboron
f1 psi
frcsleak
genpwr
keff
lprt
lpzr
lrxwtr
Isgl
Isg2
msat
pctmt
pprt
ppzr
psrm

변수설명

Boron Concentration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flow
RCS Leakage flow
Electrical output Power
Reactivity
PRT level
Pressurizer Level
Reactor Water Level
Steam Generator #1 Level
Steam Generator #2 Level
Coolant Saturated Margin
Containment Pressure
PRT Pressure
Pressurizer Pressure
sm’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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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radpri
radsec
rxpwr
tavg
tcoldleg
tctmt
tdelta
thotleg
tlpsi
tprt
trxcore
vpzrsv
vsc
vstmd
vtbnb
sbyatm
sconde
smsIv
spzrsdcv
sleac
sledc
safs
sccw
sCIrw
schgpmp
sconds
sctmtis
sctmtsa
sctmtsp
sdisel
Sla

smfs
smsI
softg
sondg
sonof
sontg
srcpla
srcplb
srcp2a
srcp2b
srhr
srxtrip
ssdc
sserv
SSI

sturbn

변수설명

Primary Radiation leak .
Secondary radiation leak
Reactor Power
Average Temperature
Cold-leg temperature
Containment Tem야rature

De lta temperature
Hot-leg temperature
Low Pressure SI temperature
PRT temperature
Reactor Core Exit Temperature
PZR Safety Valve position
SC valve position
Steam Dump valve position
Turbine Bypass Valve position
TBN Bypass to atm. steam dump valve status
Condensor Operation status
Main steam Isolation Valve status
PZR Safety Depressure Control Valve status
Class IE AC power status
Class IE DC power status
Auxiliary Feedwater System status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status
Circulating Water System status
Charging Pump status
Condensate System status
Containment Isolation status
Containment Spray Actuation Signal
Containment Spray status
Diesel generator System status
Instrument Air System status
Main Feedwater System status
Main Steam Isolation Signal
Off-Site Power Breaker from T/G 0야ration status
On-Site Power Breaker from DIG Operation status
On-Site Power Breaker from Off-site Operation status
On-Site Power Bre려<er from TIG 0야ration status
RCP lA status
RCP lB status
RCP 2A status
RCP 2B status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status
Reactor Trip status
Shutdown Cooling System status
Service Water System status
Safety Injection System status
Turbine Oper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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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정보표시계통 Panel 체작5.

대형정보표시계봉 맹nel은 펠천소 상황울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인간공

7-segment중요변수툴운발천소제작하였으며，도입하여설계기법을학적

또 웰전소 status 빛표시하였다.이용하여display와 dot matrix uni t률율

이용alarm 표시는 back I ight lamp틀의 red , green , yemba 3가지색 및 점멸율

대형정보표시계롱 panel 은 mosaic tile graphic하여 표시하도록 설계하였다.

board와 뿜nel assembly로 나눌 수 있고， 셜치 빛 이동이 용이하도룩 하기 위해

설치하였다.바퀴륨하단에

〈그럼 2-13)온 대형정보표시계통뼈nel의 외형도이다.

상단과제작하였고분랴형으로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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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대형정보표시계롱Panel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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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osaic Tile Graphic Board

mosaic tile graphic board는 설치후 수정 및 중설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mosaic ti Ie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본 graphic board에서는 25mm *
25mm mosaic tile 7.616개를 ZINC diecasting grid에 부착하였고. 각 tile툴의

전면은 원하는 화면율 구성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각하여 coloring하였다.

또 각 tile의 후면은 발천소 상태를 표시하는 back light lamp array률 쉽게 탈

착 가능하도록 하여 고장시 수리가 용어하도롭 체작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기

능률올 가지는 mosaic tile graphic board의 항목별 제작초건운 다음과 같다.

(1) 설치장소 주위조건

- 설치장소 : 욱내

- 고도 : 해발 lOOOm 이내

- 주위온도 : 최고 40·C 최저 -10·C

- 상대습도 : 최고 98% 최저 5%

(2) Mosaic Tile

tile은 조립식으로 쉽게 탈착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천변에는 조각

으로 처 리하여 painting한다. color는 실내조명의 어헌 조건에서도 변색이 없

어야 한다.

(3) Grid

tile율 삽입할 수 있눈 격자률 ZINC diecasting하여 어떤 크기에도

맞게 조립될 수 있어야 하며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 grid의 각각의 칸마다

bolt와 ring으로 정교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이 grid는 15mm, 25mm. 30mm. 45mm. 50mm. 75mm. 100mm tile과 겸용할 수 있

도록 하여 어떤 계기류도 크기에 상관없이 mounting여 가능한 구조라야 한다.

-채질:아연

- 형 태 : di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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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mp Unit

본 graphic board에 사용되는 lamp는 molding type을 사용하고. 발광

다아오드는 8 PCS 또는 16 PCS를 l깨 unit으로 하며 발팡되는 빛은 red, green,

yemba색율 신호로 이용될 수 있도혹 unit내부에 회로가 구생되어 있고 push in

type의 socket형어며， lamp unit array 신호는 solid state relay를 이용하여

제어될 수 있어야 한다.

- 발광 diode(LED) type : red , green, yemba

- current: 20 mA

- voltage: DC 24V

(5) Terminal Block

graphic board의 뒷면에 설치되며 배선 면척율 줄이기 위해 compact

형 다단 초립식 block율 사용한다.

(6) Wiring

배션용 cable color는 LED 벌광색에 유사한 color를 원칙으로하며

LED uni t의 R, G, Y, common 모두률 terminal block으로 결선한다. 그리고

terminal block에서는 34 pin twist flat cable율 이용하여 34 pin mail

connector률 연결한다.

(7) Face의 처 리

face의 color는 난반사가 없는 반무광 상태률 유지하고 indicating

symbol은 block율 cutout하여 유백색 fi 1ter률 삽입하여 제작한다.

나. Panel Assembly

panel assembly는 mosaic tile graphic board률 고정시키기 위한 일종

의 case이므로 설치 및 이동이 용이하도룩 2단 분리형으로 상하단에 바퀴률 셜

치하였고， mosaic tile graphic board률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롭 제작하였다.

- 채 질 : 전판면 - SPCC 2.3t. 옆연 및 기타 - SPCC 2.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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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태 : 분리형

- 구 조 : angle 50 * 50 * 5t

바퀴 : 하중에 충분히 견덜 것

도장은 2회 이상 방청후 2회 이상의 도장으로 전면이 미려하고 반팡

이 되어야한다.

6. Do t Matrix Display 시스템 설계

dot matrix display 시스텔에서는 발천소 운전모드에 따라 POWER(power

。peration) ， HEAT UP(heatup and cooldown }, REFUEL(cold shutdown and

refueling) , RxTRIP(post trip)동울 대형정보표시계통 상단에 부착되어

dot matrix uni t율 이용하여 표시해 주는 기능율 가진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6개의 dot matrix uni t이 필요하고，

6개의 dot matrix uni t은 Z-80 CPU board와 dot matrix drive card에 의해 발전

소 운전모드에 따라 구동되어진다.

〈그립 2-14)은 dot matrix display system의 78학도이다.

POSB IBMPC to
80386 Z-80 Z-80
maIn f-- communl- - CPU - DOT MATRIX DOT
contro- cation board drive MATRIX
Her board board UNIT

〈그립 2-14) Do t Matrix Display System 개략도

먼저 POSB 80386 main controller에서 발전소 운전모드에 따른 데이타를 할

당펀 address를 통해서 보내주변 main controller to Z-80 communication board

에서는 그 데이타를 latch하고 있게 되고， latch된 데이타는 Z-80 CPU board의

PIO(Parallel Input Output) communication port를 통해 handshake mode로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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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는 Z-80 CPU에둘어온Z-80 PIO port를 통해있다.혀지도록 설계되어

표시하기 위한 글자나 그의해해석되고 해석된 내용에 따라 dot matrix unit에

럽의

matrixdot순차적으로읽어내어EPROM에 힐당펀 데이타베이스에서데이타를

dot변환하여이률융card에서는matrix drivedot전송하고，card로drive

matrix unit율 구동시려주는기농융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기눔툴율 가지는 각각의 board들에 대해서는 다읍절에서 설명

하기로 한다.

그러면

Main Controller to Z-80 Communication Board 설겨1가.

main controller to Z-80 communication board의 휘로도는 〈그립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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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Main Controller to Z-80 Communication Board 휘로도

POSB에 사용된 main controller는 IBM PC compatible 386 computer이고 사용

되는 OS(O야rati ng System)는 DOS(Disk Operating System)률 사용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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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된 I/O map 중 address 310H 에서 데이타가

latch되도록 설계하였다.

Main controller 에서 address 310H로 약숙된 4가지 발전소 운천모드 데이타충

하나룰 전송하면 74LS574N latch and buffer에서 latch되어 있다가 CPU board의

명령어에 의해 CPU board의 PIO port를 통해 얽혀지께 된다.

약숙된 4가지 발천소 운전모드는 다음 〈그립 2-16)과 같다.

I o~때 II description II address II data

POWER power operat ion 310H 80H

HEATUP heat-up &cooldown 310H 40H

REFUEL cold shutdown 310H COH
and refueling

RxTRIP post trip 310H 20H

〈그럽 2-16) 발전소 Operation Mode

나. Z-80 CPU Board

Z-80 CPU board는 main controller to Z-80 communication board률 통

해 틀어온 발전소 훈천모드 데이타률 PIO port를 통해 얽어툴이고， 그 데이타를

해석하여 dot matrix uni t에 글자나 그힘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데이타들을

EPROM 내부에 할당왼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읽어내어 지정된 address를 통해 순

차척으로 계속해서 전송하면서 main controller로부터 새로운 발전소 운천모드

가 지정되었는지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기능울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읍과 짚은 사양율 가져야 한다.

(1) Z-80 CPU Board 사양

- CPU Z-80A 4싸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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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EL PORT: Z-80 PIO, 1 PORT

SERIAL PORT

RAM

ROM

Z-80 SIO, 2 PORT

62256(32K)/6264(8K) Jump로 변경가능

27C64(8K)/27C128(16K) jump로 변경가능

- BATTERY BACK-UP 장치

- PROGRAMMABLE TIMER : 2‘ 80 CTC

천원 필터 K 천원 shock 방지용

-. BUS CONNECTOR: 64 pin DIN connector

-. RESET SWITCH

(2) 2-80 CPU Board Block Diagram

〈그림 2-17)는 Z-80 CPU board block diagram율 나타낸다.

$

ROM R빼

16K 16K
OOOOH-7FFFH 8000H-FFFFH

Z-80 I 1 I I
CPU SYST태 BUS

I II I
Tx Rx:

2-80 SID Z-80 CTC Z-80 PIO

SIO CONNECfOR H 爛

〈그럼 2-17) 2-80 CPU Board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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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Connector의 Pin 명칭 및 배열

(가) SIO Connector

SIO connector는 직렬 통신 단자로， 통신속도는 erc의 시정수 및

counter값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pin 배혈 ·및 명칭운 아래와 같다.

PIN 1 2 3 4 5 6 7 8 9

DESCRIPTION NC TxDA RxDA RTS erc DeD GND NC DTR

(나) PIO Connector 의 Pin 명칭 및 배열

PIO connector는 Z-80A PIO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기 기와 병 렬

통신 단자로 사용된다. pin 배열 및 명칭운 다음과 같다.

PIN 1 2 3 4 5 8 7 8 9

DESCRIPTION PAO PAl PA2 PA3 PA4 PA5 PA6 PA7 PBO

PIN 10 11 12 13 14 15' 16 17 18

DESCRIPTION PBl PB2 PB3 PB4 PB5 PB6 PB7 GND GND

PIN 19 20 21 22 23 24 25 26

DESCRIPTION +5V +5V ASTSW - ASTB ’ ARDY BSTB ’ BRDY

* PAn : PIO PORT A외 n bit

* PBn : PIO PORT B 의 n bit

*00 ’ :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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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us Connector 의 Pin 명청 및 배옐

bus connector는 본 CPU board의 system bus와 dot matrix drive

card룰 연결하는 connector로 64 pin DIN connector를 사용하고 있다.

pin 배열 및 명칭응 아래와 같다.

PIN 2 3 4 5 6 7 8 9

DESCRIPTION BMI ’ BRD ’ BWR ’ IORQ ’ MREQ ’ BAD BAl BCLI< lORD'

PIN 10 11 12 13 14 15 16 17 18

DESCRIPTION IOWR ’ IOSl ’ IOS2 ’ IOS3 ’ 10S4 ’ lOSS ’ 10S6 ’ IOS7 ’ IOS8 ’

PIN 19 20 21 22 23 24 25 26 27

DESCRIPTION IOS9 ’ IOSI0 IOS l1 IOS12 10S13 - RSTSW RESET PIOMl

PIN 28 29 30 31 32 33 34 35 36

DESCRIPTION TxDB RxDB' m‘RB ’ RTSB ’ crSB ’ OCDB ’ efT3 ’ VDT PWOFF

PIN 37 38 39 40 41 42 43 44 45

DESCRIPTION BOO BDt BD2 BD3 BD4 BD5 BD6 BD7 +5V

PIN 46 47 48 49 50 51 52 53 54

DESCRIPTION +12V -12V GND BA2 BA3 BA4 BAS BA6 B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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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55 56 57 58 59 60 61 62 63

DESCRIP1‘ ION GND +5V

* Bxx : buffered bus

lie 00' . 00

(4) Z-80 CPU Board Memory Map

메모리 용량은 ROM 16KB, 없M 32KB까지 확장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ROM은 2764(8KB) , 27128(16KB) , 그러고 뻐M은 6264(8KB) , 62256(32KB)이다.

CPU board에 설창되어있는 jump를 바품에 따라 ROM 및 뻐M 크기를 변경할 수 있

다. Memory map은 아래 〈그림 2-18)와 같다.

FFFFH

AOOOH

8000H

4000H

RAM AREA

62256(32KB)

ROM AREA

27128(I 6KB )2000H

]- 2764( 8KB)

〈그럽 2-18) Z-80 CPU Board Memory Map

(5) Z-80 CPU Board I/O Map

Z-80 CPU board의 lIO map은 다음 〈그림 2-1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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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H CH 0

OlH CH 1
erc

02H CH-2

03H CH 3

04H A DATA

05H A CONTROL
SIO

06H B DATA

07H B CONTROL

08H A DATA

09H A CONTROL
PIO

O째{ B DATA

OBH B CONTROL

USER RESERVED

〈그림 2-19) 2-80 CPU Board의 I/O Map

(6) 2-80 CPU Board Software 구조

위와 같은 사양과 pin configuration울 가지는 Z-80 CPU board를 어

용하여， main controller와의 통신 및 dot matrix system의 소프트훼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80 PIO Port Communication

앞에서 설명한 2-80 PIO connector의 pin configuration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PIO port에는 2개의 톡립척인 I/O port , 륙 A port 그리

고 B pα‘t가 있고， 이 두 por‘t의 동작륙성은 거의 동일하다. !£ 각 port의 출

력에는 8개의 데이타선과 2개의 헤어선이 나와 있다.

이틀의 기농윷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D PAO - PA7 : port A의 입출력션이다. PIa는 이 선률율 통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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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와 통신할 수 있다.

® ASTB : 이 입력은 A port 레지스터와 데이타률 핸드 쉐이크하기

위해 외부장치에 의해 공급된다. 이 입력선의 실제 동작룩생은 PIO의 동착 모

도에 따라 다르다. 다읍은 이 입력에 대한 몇가지 가능한 사용방법이다.

-. Port가 출력만의 모드일 때는 이 스트로브의 상승에지는 외부기

기가 데이타룰 수신했음을 가리킨다.

- 입력반의 모드일 때는 외부기기로부터 A port 레지스터로 데이

타률 설정하기 위해 외부기기가 이 스트로브률 사용한다. 이 입력이 능동일 때

데이타는 PIO 내부 레지스터로 설정된다. 그러나 PIO률 입력 P아‘t로 사용혈 때

는 이 입력선율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 A port가 양방향 동작모드로 프로그램되면 내부 출력 레지스터

A의 데이타는 AO - A7선에 놓이게 된다. 이 선이 논리 1이 되면 출력 데이타는

제거되고 외부기기의 데이타 수신이 인식된다.

@ ARDY : 이 출력의 기능은 PIO 동작모드에 의해 화우된다. ASTB

와 유사한， 이 pin의 몇가지 가능한 기능은 다읍과 같다.

-. A 레지스터가 출력모드로 프로그램되었율 때， 이 선은 외부기기

에 데이타가 AO - A7선에 있읍올 알려게 된다. A port선에 연결된 외부기기는

데이타가 port로부터 읽혀졌음울 나타내기 위해 이 출력율 사용한다.

-. Port가 입력만의 모드로 프로그램되었율 때는， 이 신호는 Z-80

CPU에 의해 A port입력 레지스터로부터 입력 데이타가 읽혀졌음을 냐타낸다.

-. Port가 양방향 모드로 프로그램되면， 이 신호는 A port 출력 레

지스터에서 데이타률 이용할 수 있율 때 능동여 된다. 이 신호는 외부기기에

데이타가 존채함을 알린다. 그러면 외부기기는 출력 테이타률 AO - A7선에 올

리기 우l하여 ASTB션을 의획해야만 한다.

® BO - B7 : 이 선은 B por‘t를 외부기기에 연결하는 110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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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B: 이 선의 기농운 다읍율 제외하고는 X할R와 칼다.

-. A por‘t가 양방향으로 프로그랩되면， 이 신호는 데이타를 외부기

치로부터 A 레지스터로 스토로브한다. 이는 B port가 앙방향 농력율 갖고 있지

않읍을 의미한다.

@ BRDY : 이것은 능동이 논리 I언 출력이다. 이 출력의 정의는 앞

서 기술한 ARDY 신호와 동일하다. 총력할 때의 한가지 예외는 A port가 양방향

모드로 프로그램되었율 때이다. 01 때는 A port 입력 레지스터가 Z-80에 의해

읽혀지고 외부기기로부터 새로운 데이타률 받울 준비가 되었율 때 이 신호는 논

리 1야 된다. 이러한 pin configulation율 가지는 PIO port는 4가지 모드로

사용할수 있다.

많이 사용하는 모드 O와 모드 1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하고 실제 dot

matrix system에서 사용하고 있논 모드 l에 대해서는 기본척인 프로그햄기법율

소개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모드 o

이 모드에서는 2개의 port가 단지 출력으로만 사용된다. 축 두

port는 각각 톡럽척으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번져 야 장치가 리세트되었다고

가정하면 PIO에서 처읍으로 프로그램해야 할 레지스터는 모드률 선택하는 제어

레지스터이다. 체어워드가 쏟여지는 레지스터는 〈그립 2-20)과 같다.

I Ml I MO I x I x I 1 I 1 I ill l
모드 0.1 ， 2 ， 3의

2진 decode

모드워드를 제어 례지스터에

알린다.

〈그림 2-20) 페어 레저스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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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에서 비트 D7, D6는 모드률 선택한다. 따라서 4개의 가놓한 모드

워드는 OFH(모드 0) , 4FH(모드 0 , 8FH( 양방향 모드)， CFH(제어포드)가 있을 수

있다. PIO port률 출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셔는 I/O map에서 PIO에 힐당된

address로 야 제어워드를 내추기만 하면 된다.

@모드 1

이 모드에서는 PIO가 입력 port로 고정된다. PIO률 이 모드로

사용하기 획해서는 제어워드가 4FH가 되어야 한다. 110 뼈p에 의해 이 워드는

09H 또는 OBH에 써질 수 있다. 포트 09H를 사용하면 A포트가 입력으로 고정되

고， OBH를 사용하면 B 포트가 입력으로 고정원다.

이 모드에서는 아래 〈그립 2-21>과 같이 데아타가 외부기기로부터 읽혀지게

된다.

〈그림 2-21> 핸드 쉐이크선율 이용한 데이타 입력

만약 핸드쉐이크 모드로 사용하지 않으면 BRDY는 논려 "1 rt에 BSTB는 논리

“0"에 연결하면 원다. 실제로 dot matrix system에서는 BRDY 신호률 논리 “}"

에 BSTB 신호률 논리 “0"에 연결하였고 B 포트로부터 main controller to

Z-80 communication board에서 전송되는 발천소 운천모드률 읽도록 셜계되어 있

다.

실제 사용된 PIO 제어 프로그램은 〈그럼 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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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B_WORD : EQU 4FH :* A reg::: control word

C B PORT : EQU OBH :* wri te control word to PIO

:* port B is input

D_B_PORT : EQU a때 :* read plant operation mode from

:* z-80 PIa port B

LD A. C‘ B_WORD

OUT (C_B_PORT) , A

IN A, (D_B_PORT)

SUB 1

ZP Z. CALLI

IN A, (D_B_PORT)

SUB 2

ZP Z, CALL2

:* A reg::: control word

:t write control word to PIO

;t read data from z-80 PIO port B

;t A • A-I (operation mode check)

;t if A =0, jump CALLI

:* read data from z-80 PIa port B

:t A • A-I (operation mode check)

:* if A =O. jump CALLI

〈그럽 2-22) PIO 제어 프로그랩

(나) Z-80 CPU ROM 프로그램 구조

사용된 ROM은 intel 27C64(8KB) EPROM 이다. EPROM의 프로그랩 리

스트는 부룩 1율 참조하기 바란다.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먼저 dot matrix unit 하나에 한자의 글자률 표시한다고 가정하면 1678의 글

자 폐이타와 거기에 상웅하는 16개의 그라운드 신호률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내

추어야 하고 이런 절차를 반북해서 되풀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3개의 dot

matrix uni t에 어떠한 글자나 그립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48개의 데이타와 48개

의 그라운드 신호률 순차척으로 보내주고 이런 철차를 반북해서 되풀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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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Z-80 CPU에 의해 행해지는데 사용되고 있는 CPU

board는 4 뻐z 클럭융 가진 저숙도여므로 dot 한개에 혈당되는 신호는 그러 길

지 않아서 4개 이상의 dot matrix uni t율 동시에‘구동하기는 부적합하다.

묶 한개의 Z-80 CPU board로 3개의 dot matrix unit을 구동할 때 3개의 dot

matrix unit에 나타나는 글자나 그림률이 blinking하지 -않고 햄프의 밝기도 원

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실험을 통해-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척 요소

로 말며암아 Z-80 CPU board 한 개에 3 개의 dot matrix unit여 구동되도록 설

계하였다. 이때 훨요한 프로그램의 흐름도는 〈그럼 2-23)과 같다.

- 53 -



시작

pI없'lt 。야ration

mode check

IX • right 8 bit data for dot matrix unit 1
IY • left 8 bit data for dot matrix unit 1
따 • control data for ground

B • 16

IX, IY data를 포트10 ， 11

로출력

IX • IX + 1
IY • IY + 1

carry 발생
B • B - 9

no 쩌

PORT 3 PORT 2
CLEAR CLEAR

HL data를 지정된 H포L트없로ta출를력지정된
포트로출력

yes yes
B ~ 0 ? B ~ O+? I

m no

뼈‘t I‘I 。φ· 빼 때‘

〈그럼 2-23) Z-80 CPU 프로그램 흐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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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o t Matrix Drive Card

dot matrix drive는 Z-80 CPU board에서 순차척으로 보내주는 1678 의

데이타신호와 16개의 그라운드산호룰 할당된 address 포트에서 latch하고 있다

가 헤어신호에 의해서 dot matrix unit으로 동시애 보내주어 훨요한 글자나 그

립을 dot matrix unit에 표시해주는 drive card이다. 이때 167H의 데이타와 16

개의 그라운드신호에 대해 dot matrix unit 랩프률 구동할 수 있도록 신호풀율

증폭하기 위해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다.

이 dot matrix dirve card 회로도는 〈그림 2-24)와 같다.

DO-D7 n격니|펼싸5!
』→ DaT

• RED

. ‘피
n

P口T
RED 8

D口T

A7~::.J l I I I •-l,...-"'" 、!， 꺼 In‘"，_n‘쇠. _I I • -’ RED 9
A6

없=옳二휠 ’ i~+5V ~κ"Q2‘ L퇴r 뀔.. ~口T
RC1959~ RED 16

DIP S \J2

主:)!L3Id D디Tcil 02
A3 Q1 Y C口에 1
A2 ~21 a QQ3E3A1

낸미f←]펴-、나대석낸'4 DDT
122

‘ Q4
AO !23 e Q6 μ니U1

74LS154 DOT
COM 9

D디T

TRC1815 COM 16

〈그림 2-24) Dot Matrix Drive Card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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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4)에서 DIP S/Wl과 DIP S/W2는 address룰 디코딩하기 위한 S/W로셔

만약 address가 lOH라면 DIP S/Wl의 A5, A6, A7 단자와 DIP S/W2의 A4단자률 닫

으면 이 기판은 lOH 출력포토로 지정될 수 있다 또 address 가 20H라면 DIP

S/Wl의 A4 , A6 , A7 단자와 DIP S/W2의 A5단자를 닫으면 이 기판은 20H 출력포트

로 지정된다. 이런 방법율 이용하여 한 장의 가판으로 많은 양의 출력포트률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이 기판을 동작하기 위한 프로그램기법은 아래 〈그립 2-25)와 같다.

LD A, DATAl

our (lOH) , A

LD A, DATA2

our (l IH ), A

LD A, DATA3

our (l2H) , A

LD A, DATA4

atπ (l 3H ), A

LD A, DATA5

our (l 5H ), A

:* Ql conte‘01 signal active , data latch

:* Q2 control signal active , data latch

:* Q3 control signal active , data latch

:* Q4 control signal active , data latch

:* Q5 control signal active, dot matrix unit

:* lamp drive

〈그림 2-25) Do t Matrix Drive Card 동작프로그랩

라. Do t Matrix Unit

dot matrix unit은 글자나 그립율 칙접 표시해주는 랩프률의 집합혜로

서 다양한 제품률이 국내외에 소개되고 있다. 사용한 dot matrix unit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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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6)과 같다.。utline 및 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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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Do t Matrix Unit에 대한 Outline 및 큐격

크기는 96mm * 96mm여고 dot 한

dot가 낼 수 있는 색은 red ,

dot matrix unit의〈그립 2-26)에서와 같이

있다.모두 256개가 내장되어크기는 5φ ，개의

글자나 그립을 나타내

기 위해서 R또는 G 신호와 common 신호를 나타내려는 위치에 동시에 하나씩 주

또 dot에낼 수 있다.yemba로 모두 3가지 색율gr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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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Segment Numeric Display Interface 셜계제작

가. 개요

POSB에서는 원자로 출력. 발전기출력， AT , 가압기압력. 수위동율 솟자

로 표시하기 위해 8" x 4" 크기의 7 segment LED률 사용하였다. IBM/PC

compatible 컴퓨터에서 POSB에 보내지는 슷자청보는 인터페이스카드률꺼쳐 LED

에 display된다. 이것올 구동(drive)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카드률 설계 제작하

였다. 그 구성도는 〈그립 2-27)에. 회로도는 〈그립 2-28)에 나타내었다.

나. 각부분의 기능

(1) 컴퓨터 출력

컴퓨터에서는 7 segment가 지정된 번지로 BCD 정보률 출력한다. 이

때 출력하는 데이타는 8 비트 정보를 갖고 있고 어드레스는 Ao - AS 까지 10개

의 라언을 사용한다. 출력하는 8 비트 정보충 상위 4 비트는 무시하고 하위 4

비트만으로 0-9 와 blank 률 나타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번의 。utport() 명

령으로 한자리의 숫자만을 내보내게 되며 다른 자리의 슷자는 어드레스률 중가

시키거나 감소시켜 내보내면 된다. 소슷점은 프로그램으로 출력하지 않으며 하

드웨어 스위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어드레스 디코딩 회로

300H - 327H 까지 지정된 각착의 7 segment 에 따로따로 지정하여 정

보률 보내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보내는 번지를 해석하여 해당번지의 버패를

션택하여야 되는데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74LS138과 74LS688 빛 dip

switch로 어드레스 디코딩 회로률 구성하였다. 74LS688 IC는 TTL 비교기

(comparator) 이다. 이것은 컴퓨터의 상위 8개 번지 ( Ag - AIO )와 dip 스위치

로 선택한 번지가 일치할 경우 19밴 핀으로 low active 신호률 내보낸다. 하위

두 번지 (AI - Ao)는 74LS138에서 디코딩 되는 데이타의 출력 (wri ting)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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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도록 lOW 및 AEN 둥과 함께 종속되도룩 하였으며 내 개의 포트가 지정된

다. 따라서 한 카드당 네개의 7 segment 표시기를 구동할 수 있다. POSB에 사용

되는 총카드수는 7개가 되며 설치시 혹은 교환사에는 각카드마다 dip 스위치로

고유의 어드레스를 설정시켜야 한다.

(3) Buffer와 Latch

버펴는 신호의 전탈율 위해 다음반에서 필요한 전력(천류)률 충분히

감당하기 와한 것인데， 이것은 74LS541에 의해 수행되며 최대 sink전류가 24mA

로서 출력단에 74LS574를 50여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Latch는 틀어온 신호

를 제어 (control) 신호에 의해 보관(저장)하는 곳이다. 이 작용은 74LS574 에 의

해서 이루어진다. 74LS574는 positive edge triggered D-type flip-flop으로써

해당번지가 선택되어 11번 핀에 들어오는 제어신호(pα‘t 션택신호)가 low에서

high로 올라가는 순간에 그 때의 데이타가 저장된다. 한번 저장된 데이타는 11

번 핀에 틀어오는 port선택 신호가 다시 low에서 hi힐1로 변할 때까지 유지되논

데. port선택 신호는 같은 번지에 다시 。utpα‘to 명령율 사용하자 않는 한 변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번 숫자를 쓰게되면 다시 그 숫자률 변경하기 위해

outport( )명령율 그 번지에 쓸 때까지 표시를 계속한다.

(4) BCD - to - 7 segment driver

Latch에 들어온 BCD 신호는 7 segment led numeric 소자에 숫자로 표

시하기 위해서 BCD 신호를 7 segment로 변환해야 하고 또한 이것의 전류를 충분

히 감당하기 위한 구동회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율 74LS247의 한개의 chip

에서 모두 수챙한다. 단 구동전류를 제한하고 척절한 밝기를 내케 하기 위한

전류제한저항(4700)율 연결하였다. 또한 소숫점의 표시는 원자로 출력에만 사

용되는 것이지만 각 카드간의 호환성을 위해 dip 스위치률 이용하여 어느 위치

에서도 소숫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숫점의 구동저항은 6800으로 7

segment 저항치보다 커야 한다. 이유는 소숫점 구동 LED 수(l개)가 segment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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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LED(3개) 숫자보다 작아 더 많은 전압감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segment 의 구동전압은 12V를 채용하였다. 그 이유는 segment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5.5V 이상 되어야 하는데 5V 용 천원공급기로는 이 천압율 공급하기 힘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용으로 사용되는 12V 천원공급기를 채용하고 나머지

전압운 저항으로 강하사격서 공급한다. POSB에 사용된 7 segment LED는 Anode

Common 형으로서 12V는 공통으로 공급되고 그라운드를 74LS247에 의해 제공하여

segment의 점멸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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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7) 7 Segment Numeric Display Interface 계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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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atus Li빼t Interface 설계및 쩨작

가. 개요

POSB에서 시스템의 동작여부， 밸브의 개혜여부， 경보상태를 나태내는

93 개의 status 표시를 위해 모자이크 타얼 뒤에 LED 랩프(molding 형)를 사용

하게 되는데 이 랩프의 색(빨강， 주황， 확잭)과 점멸율 구동하기 위한 인터페이

스 카드률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것의 구성도는 〈그립 2-29)이고 휘로도를

〈그림 2-30)에 나타내었다.

나. 각 부분의 기능

(1) 랩프제어 방법

POSB의 모든 status마다 각각의 번지률 지정하여(280H -2DCH) , 각 번

지에 색과 첩둥형태(steady혹은 bl inking)률 4 비트 데이타에 설어 보낸다. 랩

표의 꺼집 상태를 내기 위해서는 li'OOOO.8 (이 율 보내고 빨간점둥은 li'1000.n (8).

돕색은 0"0100 .8 (4). 주황인 경우 0"0010.8 (2)를 출력하면 작동하도룩 하였으며

blinking 표시는 각 색의 데이타에 I 율 더하면 수행되도륙 하였다. 륙 red

blinking의경우 0"100Lt< 9)률 컴퓨터에서 보내면 빨간잭의 점멸이 수행된다.

(2) 컴퓨터 출력 및 번지 디코딩회로

7 segment 110 카드와 같은방법으로 같은 소자로 구성하여 상위 8비

트 번지률 dip switch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 비트로 지정되논 4 개의 port는 순

서대로 정해지도록 하였다. 한개의 카드당 4개의 POI‘t가 지정되게 되는 껏이다.

POSB에 사용되는 총 status률 표시하기 위해서는 937ff의 번지가 필요하므로 24

개의 인터페이스 카드가 소요된다. 설치하기 천에 각 카드에 지정되는 상위 어

드레스률 dip 스위치에 의해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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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퍼및 드라이브 인터페어스

컴퓨터로 받은 데이타는 74LS540 버퍼률 거쳐 74LS574에 저장된다.

74LS540은 반전 버퍼로서 출력이 입력의 반대극생으로 나타난다. 74LS540율 채

택한 이유는 첨멸 (blinking)을 체어하기 위함이다. 74LS574의 가능빛 역힐은 7

segment LED 인터헤이스 카드의 경우와 동일하다. 여기서 점멸을 표시하는 Do

를 제외한 R G Y 선호는 큰 천류를 감당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인 (SN)75453 축

OR gate Ie를 통과하게 되는데 (SN)75453은 최대 300mA까지 훌럴 수 있으므로

몇개의 status light률 제악하고는 거의 모든 것율 구동시킬 수 있다. 최대

300mA률 넘는 status light의 구동은 무접점 릴레이(SSR:Solid State Relay)률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했다. 푹 인터페이스 카드의 (SN)75453은 POSB 판넬 휘에

있는 무접점 럴레이만 동작시키고 해당 럴레이가 램프를 점멸한다.

(4) 구형따 발진기및 분주기 (divider)

POSB경보 상태는 주로 amber 상태에서의 점멸로 표시된다. 점멸펄스

를 만틀기 위해 주파수 가변이 용이한 Ve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를

사용하였다. veo는 74LS124를 채택하였고 추기흘 길게 하기 위해 분주기

(divider)를 74LS393 binary cαmter률 이용해서 1116로 주파수를 낮추었다. 그

러나 점별추기 초절은 가변저항으로 VCO의 제어단자률 조절함으로써 수행된다.

veo의 발진 주파수는 74LS124의 4 ， 5번핀에 연결된 커꽤시터와 2번핀에 연결된

10K 가변저항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경보상태의 점멸은 추후에도 적절한 주

기로 조절이 가능하다.

(5) 점멸 제어방법

접멸은 데이타의 밴하위 버트가 hi양1 여부로 결정되므로 Do가 low언

경우 74LS540의 출력은 high가 되고 이것은 74LS574 latch를 통해서 분주기

(74LS393) 의 clear 제어 단자를 set 해서 강제로 출력을 low로 떨어뜨린다. 따

랴서 (SN)75453의 OR gate 한 단자는 low가 되어 Dl D2 D3 의 데이타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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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다. 반대인 경우 분추기 74LS393의 clear 핀이 low되면 구형파 펄스가

74L8393의 출력율 롱해 발생되어 (8N)75453의 출력율 번칼아 。n-off 시킴으로써

점멸을 수행하게 된다. 주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기춘카드에서 발생한 점

멸 clock율 다른 모든 status light 인터페이스 카드에 공급하여 기준으로 삽도

록 하였다. 륙 74L8124에서 발쟁된 주파수는 74L8540의 여분의 버돼률 롱하여

Be 라인울 통해 모든 status light 인터페이스 카드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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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디지탈 지시기 설계

1. 개 요

디지탈 지시겨는 센서로부터의 값률옳 컴퓨터로 쳐리하고 그래픽 화면에

표시하도룩 한 것으로 계기의 값을 직접 나타내던 재래식 지시기 및 기록기릅

대체하는 정보처리 빛 표시 시스템이다. 운전에 필요한 주요 파라미터들의 값

율 알기 위한 기존의 방법은 주페어반에 한 파라며터당 여러개썩 셜치된 아날로

그 지시기들의 값율 각각 읽어서 기록하고 그로부터 참값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나 방법은 판단하는테 걸리는 시간이나 양으로 볼 때 운

천원에게 큰 부답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사고발생시 아러한 정보인지 및 판

단과정은 운천원의 상황대처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 신뢰의 정도는 운천

원의 경험척 기반에 크게 악존될 것이다. 예률 들어 영광 3， 4호기의 경우에 가

압기의 압력값은 모두 127ij 의 계측기 (narrow range 4, widerange 4. restricted

range 4)로부터 각각의 아날로그 지사기에 표시되어 운전원은 이 12개의 값을

모두 기록한 후 적당한 철차에 의해 최척의 값율 추정해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올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로 지사기화변을 통해서 정상척으로는 가장

신뢰힐 수 있는 대표값을 나타내고 필요시 각 채낼의 값율 선택적으로 볼 수 있

도룩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전원은 한 파라미터 당 한개의 표시장

치률 통해 여러 채낼의 신호률 볼 수 있으며 표시되는 대표값을 확실한 파라미

터값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운전원의 수고는 크게 경감되며 신숙한 정보인지와

운전효율에 크게 도움이 휠 것이다. 또한 셜비변에서 제어반의 축소 내지 깐

소화， 그로 인한 운전원의 심려척인 부탑감소， 설비와 유지보수가 간면해지는

효과동율 가격올 것이다. 영광 3.4호기의 주제어실에 설비되는 지시기 1897fl

와 기록계 39개가 이와 같은 표시장쳐(디지탈지시기)로 대체된다면 70개로 감소

셜비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1차년도 및 2차년도의 와재수행시 기존제어반에서

의 데이터 표시상황울 점검하고 새롭게 제시된 설계방안율 바탕으로 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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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변화띈 컴퓨터 기술율 척용하고 시판되는 첨단장비률 이용한 개션된 시스템율

구축하며 천년도에 조사된 산효기법 충에 모텔링없이 척용가능하고 실용성있는

불얼치도 검사에 의한 방법율 사용하여 신호검중율 거친 데이터 표시를 시도하

였다.

2. 디지탈지시기의 표사정보요건

디지탈 지시기에 표시될 데이터는 기존제어반의 ~l시기 및 기록계에 표시

되어 온， 발전소운천율 위해 휠요한 충요한 파라미터 및 redundancy , full

qualification. continuous real time display , onsite power동의 가장 업격한

신호처리 요건율 필요로 하는 Reg.Guide 1.97의 신호툴율 대상으로 하며 발천소

컴퓨터가 고장시에도 계속 운천여 가능하도록 운천원이 시스템상태와 수행상태

률 명가하는데 자주 서용하는 정보 및 발전소 안천상태 명가에 필요한 정보 둥

을 디지탈 지시기로써 나타내도룩 한다..

3.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디지탈 지시기의 전체 시스템은 5개의 비얀펀급 계통과 1개의 사고후 감서

계통 동 6개의 하위계통으로 이루어지며 각 하위계통에 대해 2개의 시스탬 프

로세서와 각 시스템 프로세서당 5개의디스플레이 장치， 하위계통 상호깐 또는

다른 시스랩과의 인터페이스률 위한 통신제어어기등으로 구생된다. 정상동착

시에는 1차 시스템 프로세서가 온라인으로 작동되게 하고 2차 시스템 프로세서

(보완용)를 대기상태로 둔다. 2개의 시스템 프로세서률 기능척으로는 동일하

도룩 하고 서로 연결하여 일청간격으로 1치에서 2차륙으로 상태틀 나타내는

정보률 전송한다. 2차 시스템 프로세서는 상태표시 청보률 어용하여 고장시에

곧바로 1차 프로세서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별도의

자혜 프로세서로 그래픽 화면율 구동시키며 쳐리청보는 시스템 프로세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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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션율 홍해서 -받도록， 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화면터치 (touch)입력

장치를 겸하여 화변터치된 입력이 있으면 입력악 내용을 시스렘 프로세서에 천

달하도록 한다. 각시스템 구성은 모둘단위로 되어 고장발생시 여분의 모률로

혹시 대책처리되도록 한다.

4. 가압기 압력의 지시기구현 실험

가. 가압기 압력의 신호채널

기흔의 제어반에서 가압기 압력에 대해 각 센서로부터의 신호률 표시하

는 지시기 및 기록계는 다음과 같으며 디지탈 지시기 화변율 롱해서는 127»의

지시기채널율 선돼적으로 또는 검증신호률 표시하도롭 하며 경과데이터의 트랜

드 곡션의 그래픽 디스플레이로써 기록계의 기능울 대신하도록 구현된다.

narrow range(105-175kg/cm2A) 자시기 4개 : NA , NB , NC , NO

wide range(O-210.9kg/cm2A) 지시기 4개 : WA , WE , we , wn

뻐
RmmmM개

i4기시,지
、‘..,A

꺼

”‘
때
t’/0a

%
짚

nu-
-
밍때

,
잉

*
L

·mr

따
wide range recorder 2개

나. 하드웨어

(l) IBM PC/AT: 시스템 프로세서

(2) Deeco graphics/text module M3

디스플레이 장치인 모률 M3에 포합된 하드웨어 및 제공되는 주요기능

은다음과 같다.

(가) touch controller‘ 빛 Seal touch I-R 명nel

display panel 앞변에 척외선 망을 형성하여 화면터치시 척외선이

차단펀 위치를 화표로 얽어내며 터치버튼의 지정과 그에 따른 웅답율 지정하고

수행하는 기농율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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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래픽 소프트웨어 및 alphanumeric 입력융 위한 키보드자판 내장

(다) graphic controller C3 및 Electroluminescent display panel

CD 195.1mmX97.6mm, 512 X 256 resolution

(2) 2 꽤이지로 구성된 raster memory률 제공하며 이 raster memory는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율 져장한다. 이때 한 페이지는 display panel의 한 화변

의 분량에 해당한다. raster memory에서의 페이지 구성 및 화표의 셜청은 〈그

림 2-31)과 같다.

(511 , 511 )

페이지 O

(0 , 256)

씩l이지 l

(0, 0)

〈그립 2-31> 디스플레이장치의 raster memory의 페이지 구성

사용된 디스플레이장치의뼈nel운 2 개의 파라미터률 구생하기에 척합

한 크기이며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가압기 압력지시기의 구현율 위해 zt 페이지

의 화반면에 해당하는 화표영역을 사용한다.

( 라) RS422에 의한 통신

RS422는 륙히 19, 200 baud rate까지 가농한 고숙의 정보전송농력

율 가진다. 여기에서는 9,600 baud rate률 사용하며 PC혹 COM1에 연결된다.

(3) PLC (Progr때빼hIe Logic Controller)

discrete data와 analog data에 대한 각각의 입출력단차를 째공하며

출력데여터률프로그래밍할수 있다. 프로그램된 데이터률 내도록 PLC를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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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킨 후 PC는 port COM2를 롱하여 얽어틀인 데이터를 가압기 압력에 대한 모의

젠서 입력으로 사용한다. PC에서 데어터를 읽어률이기 위한 통신방법은 다읍과

같다.

RS232C어1 의한 통신 : COM2 , 9600bps , 8 data bits , I stop bit ,

no parity

PLC 출력 주소 : discrete output OxOl00

PLC의 데이터 형태 : DLE STX dadal ... dat aN DLE ETX cc

여기에서 DLE , STX, ETX는 각각 OxlO , Ox02 , Ox03의 ASCII코드이고 cc는

데이터 오류률 검사하는데 쓰쓰이는 checksum byte로 datal부터 dataN의 합의 보

수률 휘하며 datal ... dataN에는 얽혀질 데이터의 bit 수. 출력단자의 주소.

수행내용(read) 둥이 포함된다.

(4) 하드웨어의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 그립과 같다.

graphic PC
contr‘oller RS422 , COMI

signal
지시기 화면 { validation

* 1ocal i
responsel

§

뼈
샤
아∞
·

0

s까m nL
?
ι앓

매
잃

F
ν
P
μ

iT’
l
lllIl

touch
controller PLC

〈그럽 2-32) 디지탈 지시기의 하드웨어 실험 구성도

• local response : 그래픽 디스플레이 화변에서 채낼션택화면으로， 또

는 채낼선택화변에서 그래픽 디스플례이화면으로의 천환요구(touch)가 있을 때

touch controller는 graphic controller에 내부적으로 연결된 RS232C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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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를 보내고 graphic controller는 이 response률 받아서 화면전환을 해

준다.

**host response : touch controller는 얀터페이스률 위한 touch

response률 graphic controll반에 보내고 graphic controller는 이것율 PC에 보

낸다.

다. 소포트웨어

(1) 지‘시기 화변 작성

디스플레이장치에서의기능은 7 bit 또는 8 bit의 ASCII 코드얼로 이루

어진 일련의 명령어를 PC~로부터 모률에 보냄으로써 수행이 된다. 내장펀 소프

토웨어를 이용하여 지시기화면율 그리고 터치버른윷 구동시키는 동 디스플레이

모률에서 수행될 순차적인 Deec。 명령어군율 착성 (display list)하여 file로

저장하여 둔다. 지시기 구현을 위한 디스플레이 화연작생의 절차는 다읍과 감

다.

(가) active display 화면을 위한 viewpor‘t설정

페이지 0 의 채낼선택화면율 구동시키기 위한 viewport 0 와 페이지

1 의 트렌드률 나타내는 그래픽 디스플레이화면올 구동시키기 위한 viewport 1

을 설정한다.

(나) 대표값을 디지탈숫자로 나타내는 디지탈 디스플레이 영역(그립

2-33)의 CD)율 그래픽 디스플레이로 그린다. (vector draw)

(다) 채덜선택화면

채낼선택화면은 그럼 2-33과 같이 구성되며 페이지 0 에 정의된

다. 점션 아래(@)의 영역율 viewpα‘t 0로 설정하여 채낼선택에서 그래픽 디

스플레이로， 또는 그 반대로 화면교체요구가 있울 경우 야 영역만이 바뀌어 그

려지도록 한다. NA, NB, ..... , Re, RD 는 가압기 압력의 센서 채널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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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는 선택된 채널의 디스플레이에서 검，증설호의 ，디스플레，이로 바꾸기며，

.위한 입력단자로 사용하고 /T뾰NO’는 채낼션택화면에서! 그래픽 다스플레이화면

이들 각각을 터치버른으로 지정하고으로 바꾸기 위한 입력‘단자로 사용한다.

필요한 기능율 수행하도록 웅탑율 지정한다.

화면에서 채낼버튼을 터치할 경우 디스플레이장치는 선택된 채낼의 번호

또한 ’ TREND' 로 표기된 버률.나타내는 버른의 웅탑을 PC로 보내도룩 한다.

튼을 선택시에는 touch controller 또는 graphic controller로“신호률 보내어

지정하고response)을웅답( 1.ocal주는변환을페이지의디스플레이되는

‘ VALID' 버른을 선택할 경우 디치탈 값으로 표시되는 대표값율 선택신호에서 겁

중산호률 표시하도록 하기위한 웅답율 PC에 보내도록 지정한다.

담월
kg/cm2A

@

@

1蠻A[램 〔뭘 턴띄 〔회

OL2%펴A[웹 〔핍 됨급 E뭘

OL5짧2A[웰 짧:[됩 [웰

鳳뽑
|뻐10 I

디지탈 지시기의 채낼션택화면

- 73--

〈그림 2-33)



(라} 그래픽 디스플레이

그래픽 디스플레이 화면운 〈그림 2-34)와 갑이 구생되며 페이지 l

에 청의된다. (다)의 채널션택화연의 구성에서와 같은 이유로 점션 아래(~)

의 영역율 viewport 1 으로 셜정한다. 이 화연운 전원옳 철 때 항상 디지탈

지시기로 동작되기 천의 초기화면으로 디스플레이된다.

충축의 range는 센서의 축청범위 또는 디스플레이되는 검중신효의 표시

구간이 되고 횡축의 time 구간은 트핸드 그래프에 대해 경과된 시깐의 양율 나

타낸다. 터치버른 'SEL’율 설정하고 터치시 채널션택화면으로의 천환율 해

주도록 하는 웅탑을 지정한다.

@

￠

range
@

kg/cm2A

담집

time

〈그립 2-34) 그래픽 디스플혜이 화면. 지시기의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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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천송 및 영구 초기화(Auto Configuration)

화변의 display list률 디스플레이장치의 EEPROM의 페이지 ‘0’에 져장

시킴으로써 천원율 결 때마다 지시기화면이 항상 초기화될 수 있게 한다. 이는

(I)에서 작성한 display list와 일련의 Deeco 명령어열올 PC로부터 RS232C률 통

해 디스플레이창치에 보냄으로써 수행된다. 천송될 Deeco 명령어와 display

list의 순서는 다읍과 같다.

CD ESC[( C : clear all lists of EEPROM

~ ESC[( O:Od : open the display list

~ display list: initialize the picture and functions

@A\ 또는 1Ch : close the list

(3) 헨서로부터의 입력신호모의

(가) 프로그램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출력율 이용

사용된 PLC는 Maxcom P224로서 프로그램된 디지탈 신호를 16 채널까

지 제공할 수 있다. PLC로부터의 출력은 RS232C률 통해 PC에 보내진다.

이 PLC의 사용은 외부로부터의 신호를 모의하여 입력부터 출력까지 전체시

스탬율 구현하여보논 것이다. 그러나 PLC 프로그래밍의 한계로 신호검증을 위

해 한 파라미터에 대해 유사한 여러 선호를 얻는 데는 척합치 봇하여 CNS 데이

터률 사용하였다.

(나) 연수원 CNS(Compact Nuclear Simulator) 자료 이용

실제 발천소의 모의데이터인 CNS 자료로부터 가압기 압력의 운천데이

터률 취륙하고 취묵훤 한 채널의 신호와 가정된 오차허용범위 근처의 random신

호률 혼합하여 설험에 필요한 12채낼의 모의신호률 얻는다. 이 모의신호를

file로 작성하고 file로부터 입력신호률 취하여 신호검충에 척용한다.

(4) 신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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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천년도에 조사된 방법중에 모델렁이 불필요하고 혹청산호만

으로 검중이 가능한 불일치도 검사에 의한 신호검증의 방법올 척용하였다. 작

성된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대략은 다읍과 같다.

(자) 12 채낼에 대하여 각 채낼의 오차률 2"로 가정하여 얽혀진 값의

:오차률 계산하여 푼다.

error[i] = channel[i] * 0‘ 02

ch뻐nel[ i] : 각 채낼의 축정치

. error[i] : 착 채낼의 혹정치에 대한 오차

(나) 각 채낼의 불일치도를 ‘나머지 11 채널에 대하여 구한다.

각 채널과 나머지 채널의 혹정치간의 차가 우 채널의 오차합보다 큰

지률 검사하고 큰 경우의 수로써 각 채널의 불일치도로 삼는다.

lchannel [i]-c;hannel(j] I > error[i l+err9r[ j] ==> d[j]=l

Ich뻐nel[i] -ch뻐nel[j]\ (error[i]+error[j] ==> d[j]=O

channel[i]의 불일치도 = 1: d[j]

(다) 불일치도가 가장 큰 채낼율 배제시킨 후 나머지 채널에 대하여

위의 과정융 되풀이한다.

( 라) 같은 방법으로 남아 있는 모든 해낼의 불일치도가 0이 될 때까지

반북하여 건천 채널틀율 확쩡한다.

(마) 가충치률 부여한 추정치률 구한다.‘

1: M( i) / E(i )2

추정치 =
1: 1 / EO)2

M[ i] : 건전채낼의 측정차

E[i] : 건천채널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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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마)에서 구한 추정치에 대해 (라)에서 확정된 건전채낼률의 볼옐

치도률 검사한다.

(사)‘ 불일치도가 0이면 (마)의 추정치률 검충치로 확청하고 그렇지 않

으면 신호검증은 실패된 것으로 한다.

(5) 표시정보쳐리

(가) 지시기(display 명nel)는 초기화면으로그럼 2-34를 나타낸다.

(나) PC는 앞에서 작성된 모의 데이터 file로부터 데이터를 취하여 (4 )

의 신호검증알고리즘으로부터 도출된 산호， 측 검증잔호 또는 검증이 설꽤시 마

지박 검증신호와 가장 근사치를 가진 신호와 검증여부에 대한 정보를 RS422율

통해 디스플레이 모률에 보낸다.

(다) PC는 또한 일정시간마다 경과정보를 나타내는 트랜드 디스플레이

의 갱신데이터률 모률에 보낸다. 아때 갱신주가는 경과정보가 표시되는 시간구

시간구간 10분(600초)과 디스플레이화

비검증신호에

간과 화변의 확소의 갯수에 관계된다.

변의 시간축 화소갯수 1507R에 대해 갱신정보전송 및 갱산주기는 4초가 된다.

( 라) 디스플레이 모률은 PC~로부터 보내온 대표값율 그림 2-34의 @에

확대 그래픽 문자로 디스플레이하고 검증신호에"대해 ’ VALID’률，

대해 ‘FAULT ’를 @에 디스풀레이하쩍 그래픽 디스플레이화면 @에 대표갖율 막

대그래프로 그리고 트렌드 갱신데이터의 전송이 있으면 역시 @에 새로운 트렌

드 곡선을 그린다. 화변에서의 버픈터치가 감지되면 모률은 그 웅답을 PC에 보

낸다.

(마) PC는 다음 입력데이터릅 취하여 (나)외 과정율 되풀이하고 채낼션

택버튼의 웅탑이 천송되면 검증신호 또는 알고리춤에서 도출된 신호대신에 선택

펀 채날의 신호를 디스플레이 정보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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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고리즘의 구성도와 구현펀 지시기 화연

위와 같이 하여 모의데이터률 밝어셔 신호검종율 거친 후 정상척으로

연숙 디스플레이 되는 최종 지시기화연은 그럼 2-35와 찰으며 개략척인 신호처

리의 흐름윷 그립 2-36애 나타내었다.

이 시스템외 구현율 위해 작성된 주요 소프트웨어 리스트률 부혹에 실었다.

I

넓
」

짧
A

꺼

•

명

kg/cm2A
180

140

-‘-
100

0 -5
min

-10

〈그립 2-35) 구현된 디지탈 지시기의 청상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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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Initializing

data input from file

signal validation

yes

determine the display
data as selected channel

n。

determine the display
data as valid signal

display graph, digital

trend graph update

no

’ SEL ’

’ TREND’
display trend graph

display channel selection screen

〈그립 2-36) 디지탈 지시기의 정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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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어반 경보장치 설계 및 배치

종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율 위한 경보장치의 설계와 배치는 인간공

학적 셜계개념울 고려치 않고 설계되어져 왔다. 지난 1979년에 발생한 미국

의 TMI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최대 원인이 인척오류 임이 밝혀지자 선진각국

은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인간공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율 더욱 공감하고 연구

개발율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연구개발 결과거 실제 적용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가동중인 원전의 경우 주제어반 상충

부에 설치된 경보창들이 기능별， 그룹별로 집합되어 적절히 배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시 폭주하는 운전경보률 운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신숙히 대웅하

는데 있어 과충한 부탑이 되고 있다. 또한 경보창외 설치 놀이에 대한 조사

에서도 한국인의 인체훔정학적 구조로 불 때 설치높이가 전체척으로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해어반 설계시 채검토가 요망되고 있다.경보계통에셔의

신호발생원과 경보기사이의 신호전달에 있어서 Hardwired Logic에 의한 개

별 천송선으로 연결되어 계통간 신획성제고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

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제어반상 경보창의 부적절한 명판부착과 칼라코딩

경보창 전면에 부착된 경보병판은 운전원들에게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보기 명판은 운천요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없
, 、

는 약어를 사용하거나 통일 용어에 대하여서도 호기별로 달러 표기됨으로서

운천원의 혼란율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를 틀어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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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글써가 너무 작아 긴급한 이상상태 발생시 식별상에 어려움이 따른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운천원의 이러한 의견운 이미 고정된 거억형상을

가지고 정상운전하는 운천원에게 천혀 예상치 못한 비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심랴적 압박감으로 인해 오판에 의한 오조작할 가능성이 있음율 보여준다.

따라서 경보창의 명판율 포함해서 경보계롱에 대한 셜계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불필요한 경보량의 제공

과다한 경보량의 제공은 원자력발전소 운천에 있어서의 섬각한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의 경우 주제어실에는 수백가지의 경보지시창이 각

각의 기능애 따라 이상상태시에 경보읍율 발하고 있지만 운천원률은 이러한

시청각상의 경보툴이 빈번히 울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연율 느껴오고

있다. 실예로 기존 원천에서의 주요한 계롱이나 설비의 고장/사고가 발생

할 경우 과다한 양의 경보 (5초내에 약 500개)가 운전원에게 제시됨이 운천

경험상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보폭주는 인간의 청보인지 및 조작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며 더구나 이런 경보률의 상당량이 사고상항에 거의 무판한

경보임이 조사결과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경우 설계자률의 입장에서 보연 각각의 륙수한 보조계롱의 설계자

는 그률의 륙수한 보조계통이 반드시 경보되어야 할 정도로 충요하다고 추

장하지만 운전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별다른 의미률 갖지 못하는 경보가

제어실내에는 상당수 존재합율 알 수 있다. 그 결과 제어실에서는 정상운천

및 버정상 운천조건에서 불필요한 경보가 총총 발생되어 왔으며 아 경우 운

천원들용 경보읍이 말하거나 섬팡하는 경보신호률에 대하여 감각이 푼화되

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 기혼의 원자력발천소에 있는 수백개의 경보

창의 중요성을 재검토한다면 상당수의 경보률이 긴급율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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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보장치 배열의 인간공학척 배려

원자력 선잔국에서의 원전의 계측제어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나 제

어반 운천원의 대웅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고발생시 운천경보의 폭주현

상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척인 경보표시

장치의 인간공학적 설계， 신형처l 어반상의 경보창의 배치설계와 더불어 운전

원 행위모델 개발， 운천원 작업분석 동 원자력발전소 운전환경의 전반에 걸

친 인간공학척 연구를 몽하여 경보계롱에 대한 Man-Machinelnterface 관점

에서도 신형 제어반설계시에 반영되어격야 할 것으로 지척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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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량형 경보시스템의 구성 및 륙성

가. 개량형 경보시스랩의 기농

다수의 센서로 부터 감지된 운전변수률 최척의 단일 표준값으로 결정하기

위한 로직율 실행하는 신호검증(Signal Validation) , 자동범위조철， 유효경

보신호여과(Alarm Filtering) , 경보 우선순위 지 정 (Alarm Prioritization) ,

돼턴인식 및 인간-기계 인터페이스(MMI)를 향상시키는 설계륙성율 이용하여

경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경보계롱의 입출력신호

1 ) 입력신호

안천 및 비안천계몽의 아날로그와 디지탈 신호룰 수신하며， 다음의 기 71

와 계풍으로 부터 입력신호를 받는다.

o 붕소계측기

。 방사선 감사기

。 공정-기기제어계통 - 83 -



o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CEDMCS)

o 원자로트립 스위치기어계롱(RTSS)

o 노내 및 노외 핵계측 계통

。 노심보호연산기 (CPC)

o 핵증거공급계풍의 건전성 감시계통

o 발전소보호계통(PPS)

。 공정계측(핵중기공급계통 및 2차축)

o 디이젤발전기 무정전설비

o 전력배전계롱

o Megawatt Demand Setter

o 원자로 출력분포감시계롱

o 원자로 냉각재 펌프숙도감지계롱

o 노내계촉(HJTC 빛 노심출구온도)

。 MIG Set

o Control Element Assembly Calculators

2) 출력신호

출력은 주제어반의 Plasma Display 장치 또는 CRT 상의 경보타일，메세지

경보창. 가청 경보기 풍에 제공되어 운전원에게 천탈되며 아래 그립 3-1 에서

자료전송 i 총합운전상태| 자료전송

¢=I 표시장치 I¢=

격 i 경보처리계통|김뿔핵At료처리계통lξ

그럼3-1 경보쳐리계통과 타계롱깐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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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자료처러계통과 총합운천상태 표시장치와 경보정보를 상호교류한다

다. 계통의 구성

총 6개의 세그먼트로서 논리적으로 할당되어 산호검중에 필요한 연산과정

울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어진 개량형 경보계롱은 아래 그립3-2의 깨략도에

서와 같이 찬넬 P Segment 1 개와 찬넬 N Segement 5개로 구성된 분산구조률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하드웨어의 톡립성과 세그먼트간의 고장 따

급효과를 억쩨하도록 되어 있다. 찬넬 P 세그먼트는 사고후 감시를 위한

Reg. Guide 1.97 Category 1 변수를 받아 신호처리 하며 비안전관련 입력신

호계통용 찬넬 Nt - Ns 의 5개의 세그먼트로서 신호처리하며 각기 다음의

계통으로 분류된다.

o NI : 원자로제어계롱에 포함되는 원자로냉각재계통(RCS )，화학체적계통

(CVCS)，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롱(CEACS) 및 I 차계통으로 부터 입력되는 신

호률 처리하기 위한 세그먼트로 구성

o N2 : 증기발생기，급수계통，웅축기 및 터반감시계통으로 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세그먼트

。 N3 : 안전정지 기능을 위한 안전공학설비 (ESF) 의 2중 트레인 및 안전감

시겨l롱으로 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처리하기 의한 세그먼트

o N4 : 발전소 2차계통으로 분류되는 터빈，콘덴서，급수，보조천원 및 디젤

발전기 계통으로 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처랴하기 위한 세그먼트

。 Ns : 일반척인 계통으로 부터 분류되는 냉각수，방사농감시 및 공조설비

계통(HVAC) 계통으로 부터 입력되는 신호률 처리하기 위한 세그먼트

o PI : 안전상태 감시를 위한 Reg. Guide 1.97 Cat.! 으로 분류되는 사고

후감사(PAM!)계통으로 부터 업력되는 신호만율 처리하기 위한 세그먼트

이상 상기의 각 세그먼트는 2중으로 보완되어 고장시 Fail-over 거농에

의하여 축시 교체되어 정상적인 기능율 수행하며， 각 세그먼트와 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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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타 계롱간 전송배체는 2충의 팡섬유로서 연결되어 정보천송에 신뢰성이

확보되게 하고 있다. 경보계롱의 구성은 입출력부， 데이타렁크， 멀티플렉

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경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Commom Mode 고장에

대비하여 경보계통의 찬넬 P 셰그먼트와 찬넬 N 세그먼트 그러고 자료처리

계통 칸에는 불러척， 전기적인 톡립성을 갖도록하여 단일고장에 의한 3가지

기능의 상실을 방지하도록 다종 프로세서로서 분산되어 설계되어져 있다.

f 입력신호

보타일 …·

I I I _I
I I I I
가청경보

→口 ,

• I_I
-- 경보메세지창;

l....-→내 N-Ch.

μP

ESF/CCS PAMI PPS NSSS BOP
계통신호 신호 계통 계통 계통

.. .. .. .. ................................. -- ......-.- .. -.-...
-.. _~.. _.. - f- _. - - -- - - •••••• “ .. - .......-- .............

11 싫1 ‘--•
→키 P-Ch

μP

Reg. I. 91
Cat.l 신호

그럼 3-2 개량형 경보계롱 깨략도

라. 경보신호의 겸충

개량형 경보계통에서 이용하는 신호검충 알고리줍은 다중채낼로 부터 입

력되는 아날로그 흡청산호에 대하여 경보범획 조건율 명시하는 신호처리제

한(Signal Process Limits)에 의하여 이탈여부를 검사하여 고장에 의한 신

호는 배제하고 나머지 신호에 대하여 단일 대표값율 구하는 논리척 추론방

법의 예로서 원차로 냉각재계롱의 Cold Leg 옹도률 검증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 3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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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경보장치 }←{표시위치할당 t←{우선순위결정 }←{경보의

|산호발생원{→데이타수선 쐐신호검증 }•{ 운천모드결정 }藝값비교

분류}←잃조합
@ @ @ @ @

그립3-3 경보신호처리과정

상가 그림 3-3에서의 신호처리 (1)단계는 원자로냉각재의 옹도를 검출하기

위한 축온저항체 (RTD)로 부터 천기적인 아날로그신호률 받아 (2) 단계의 데

이타 수신부에서 AID신호변환을 거친후 (3) 단계의 입력신호검중에서는 디지

탈화된 다종입 력에 대한 유효신호(Valid Signal)를 선택하고 (4)-(8) 단계에

서는 플랜트 운천모드 빛 운전변수인 정상운전， 가열/냉각， 저온정지/채장

전 및 원자로트립 후의 운천조건에 따라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의하여 실

가중도

판단/조작행위률 결정하는

(9) 단계에서는위한 처려과정이며대웅조치를

(7). (8)단계는 운전원의

이의및

여기서

경보신호의

시간 처리된다.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경보표시장치인 아래 그림3-4에서와 같이

。.-이미 Layout된 Flat Display에 경보의 충요도(우선순위1 경보:푹각대용，

선순위2경보:신숙대웅， 우선순위3경보:운전원주와 및 운전상 안내정보를 제

공하는 별도의 경보법주로 분류되는 Operator Aids 경보로 규정된다. )에 따

라 시각척 효과률 높이기 위한 경보창에 신호척리된 데이타률 출력하기 위

한 과정이며 마지막 (1 0)단계는 출력장치로서 아래 그림3-4에서와 같이 경

보타일 내에 톡특한 모양의 그룹으로 형성펀 사착형의 경보돼턴을 가진 발

황체로서 주혜어설 작업공간내에서 쉽게 경보꽤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

되 는 Plasma Display 또는 CRT 및 운전원의 경각십을 야기시키는 가청경보

읍율 위한 혼이나 벨로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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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제어 계통(RCS) 제어 반

경보우선순위 1경보타일 우선순위 2경보타일

많꿇
LOW
PZR

PRESS

경보메세자창

경보창 운천원도움

PRIORITYI IOPERATOR

3 I I AID

CRT

그힘 3-4 경보장치의 경보군 배열 및 배치

마. 품질풍급 및 환경검증

경보계통의 기능은 엄격하게 입력데이타률 처리하고 경보장치에 제공할뿐

발전소 안전기농을 수행하지 않는다. 축 비안천계통이나 안천동급 IE 및 벼

안천둥급 IE 입력신호를 받으므로 안천동급 IE 신호 인터페이스 기기는 격려

를 위해 광섬유 데이타 렁크를 이용한다. 그러나 경보계통은 비안전계통으

로 분류되지만 제어설의 정보가용도를 향상시키고 물리적 및 기능척인 건전

성율 위하여 모든 경보장치와 신호처리 프로세서는 내진둥급에 적용되는 기

기로서 내진검증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3철 최적설계방안

본 절은 개량형 주제어실에 설치되는 경보시스템의 최척 설계요건， 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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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설계방안에 관해 기술한다. 컴퓨터 및 새로운 기기에 의해 설계되는 개

량형 경보시스탬은 기존경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경보시스템의 설치묵척과

목척달성율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가존 경보시스템에서 나타난 많은 문쩨점울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경보시스템이 운전원에 의해 조작된다는 점에서 TMI 사고이후 부터

원자력 발천소 설계시 요구되어지고 있는 인간공학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

다.

1. 경보시스템의 몹척 및 기농

원자력발천소에서의 경보시스템의 묵적은 ”운전자에게 경보의 발생율 알

려 시스렘이나 프로세스가 위협상태로 진행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으로， 이러한 몹척율 이루기 위해 경보시스템이 지녀야 할 4가지 기본기농

은 다읍과 같다.

。 경보시스템은 시스탬이나 프로세스에 편차 (Deviation) 가 발생하였을때

경보를 발생 한다. : Alerting

o 경보시스템은 연차의 원인과 우선순위 (Priori ty)를 운천자에게 알려준

다. : Informing

o 경보시스템은 연차에 대한 운전자의 최초웅탑에 대한 지칩율 준다.

Guiding

o 경보시스템은 편차에 대한 운전자의 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Conforming

2. 설계지침

앞서의 북척 및 기능요건을 만축시키기 워하여 설계되는 경보시스템의 구

쳐I 척인 설계방안율 제시하기 위하여 참고한 개량형 경보시스렘의 일반적 설

계지침은 NUREG/CR-3217 을 근거로 컴퓨터를 이용환 경보시스템 설계지침서

인 다음의 NUREG/CR-3987 율 이용하였다 .0차년도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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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타 경보시스템 륙성은 기폰 NPP 제어실과 호환성야 있어야 한다.

o 사스템은 시각 및 음향 경보의 전체수량을 줄여야 한다.

o 가능한 Darkboard 개념을 적용하여 운전원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경

보메세지는 표시되지 않게 한다.

o 운전원이 기억율 해야 한다먼지 결정을 해야하는 사항을 줄인다.

。 경보룰 감지하여 정보를 검색한 후 조치를 취하기 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o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o 시스랩 확장이 용이해야 한다.

o 운전원이 검퓨터에 많은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시스템을 사용이 용

이하도록 설계한다.

3. 설계방안

경보시스템의 설계지침에 따라 제시되는 구체적인 설계요건은 인간공학척

요소에 많은 근거률 두고서 작성되며， 크게 경보선정 및 표시요건， 경보처

리요건， 경보정보구성 및 조작요건， 기타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설계요건에 따른 펑가 및 설계방안이 함께 작성되었으며， 이툴은 현재까지

연구된 개량형 경보시스템의 륙성(표 3-1)을 포합하고 있다. 작성된 설계방

안은 설계되는 시스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사스템의 연구동향을 따라 작성되었다.

가. 경보선정 빛 표시요건

1) 개량형 경보시스템 설계시 청보의 선정은 System Function Task

Analysis의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보는 제어실 운천원에게

제공되는 많은 정보원 중 하나로 현채까지는 시스탬 설계자나 프로세스 시

스템으로부터 선정되어 왔으나 개량형 경보시스랩의 경보선정은 비상 또는

정상 운천사 운전원이 운전을 위하여 펄요로 하는 정보릎 근거로 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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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제어실에 표시되는 경보는 운전원의 명가가 용이하게 분류

(Categori zat ion)되어져야 한다. 운전원응 사고시 경보정보를 신속히 파

악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경보배치에 관한 지식을 나름대로 숙지하고

있으므로 경보의 분류는 제어실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

며， 경보정보는 정보의 수준(센서수준， 기가수준， 시스램수준)， 우선순위.

기능. 시스템을 근거로 분류한다.

3) 경 보시스템은 Plant/Public 안전성 , 기 기손상， Plant Availability ,

조치요구사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경보의 중요도(Priori ty) 률 구분하여

표시한다.. 운전원의 경보정보 파악올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보인식

에서 조치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륙히 대형사고 발생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순위 부여는 시스템 설계시 각 경보별로 사전부여시

키는 방법 (Static Prioritization) 외에도 시스템 및 기기의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변화하여 적용(Dynamic Prioritization)시 킬 수 있다.

나. 경보처리요건

1) 주어진 상황에서 운전원에게 훨요하지 않는 경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Alarm Suppression (또는 Fi1 tering)은 주어 진 상황에서 중요한

경보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운전원으로 하여금 상황파악과 의사결정에 도

움율 줄 수 있다. 경보억제를 위하여 여러가지 기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2차년도 보고서 참고) 경보별로 적용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처l 약이

따르며， 따라서 많은 Engineering Work이 수반된다.

2) 경보발생은 발전소 운천모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져야 한다 기

존 경보시스멈은 운천모드 중 Power 란
걷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Nuisance Alarm의 발생이 많이 얼어나며 이는 운전모드가 변했을 때는 무의

미한 경보로 운전원의 판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운전모드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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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보발생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 운전효옳을 높일 수 있율 뿐만 아니

라 Darkboard 개념융 여룰 수 있는 것이다. 설계방안으로서는 션정된 경보

가 유효한 운천모드를 찾는 단순한 방법과 운천모드별로 설정치를 변화시켜

적용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사용되논 것으로써， 후자의 경우에서 큰 효과률

기대할 수 있다.

3) 프로세스 변수의 신호검중이 요구된다. . 이는 경보상태와 신호전

송부 고장율 구멸하므로써 운전효율율 높이며 불필요한 경보발생율 감소시

킨다. 또한 경보신호 수준을 놀이므로써 (센서수준에서 기기나 시스템 수준

으로) 경보수의 감소효과가 기 대된다. 현재 2 Out of 3 Logic 외 에도 여 러

알고리츰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알고리률의 수행결과는 겨1롱운용 측면에

서 운천원의 궁정척인 명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 경보정보 구성 및 초작 요건

1) 플랜트 상태파악융 위한 Overview Picture 사용이 훨요하다 : 플랜

트에서 눔은 우선순위를 갖는 충요한 운전변수툴의 상태를 한 곳에서 파악

함으로써 경보에 대한 신속한 대웅조치에 용이하다. Overview Picture는

개발중인 개량형 주제어실 설계시 대형화면 상에서 구현되고 있다.

2) 경보정보 분석율 위한 Summary Display 가 요구된다.. 운전원어 운

전중에 발생한 모든 경보에 관한 충요정보률 검색할 수 있게합으로써 경보

분석율 용이하케 한다. 륙히 경보정보률 그래픽화하여 표시함으로써 운전

원의 정보식별율 용이하게 한다.

3) 보초정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 경보시스템의 1차척인 기능이

Alerting에 있지만 운체의 진단율 위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운천원의 이해를 충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 부여는 경보

시스템읍 경보발생 뿐한 아니라 고장진단율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케 한다.

4) 경보시스템의 운천원 조작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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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ence , Acknowledge , Reset , 기타 경보조작 및 시협을 위한 시펜스 및 방

법이 확립되어져야 한다.

5) Ringback (Feedback) 기농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운전원의 대웅조

치 후 경보상태가 정상으로 되롤아 갔을 때 이플 운전원에게 나타낼 수 있

어야 한다. 이는 북잡한 사고시 운전원의 주의력울 문제가 계숙 발생하는

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 설계방법으로서는 Slow Flash-rate , 경보창의 잭

깔이나 모양의 변화， 경보발생과 다른 읍향신호(예 :Self-terminationg기능)

퉁어 주로 사용되고 있다.

6) 경보메세지는 경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힐 수 있

어야 한다. . 기존 경보시스템은 경보창율 롱하여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

으나 앞서 보고서에서 밝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 개량형 경보시스템

에서는 CRT나 다른 기기률 이용하여 경보메세지률 설계， 제공합으로써 운전

율 용이하게 한다.

7) 제어실내의 운천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음향경보가 설계되어야 한

다. . 시각 경보와 함께 효과척인 경보인식율 위해 사용되는 음향경보는

처l 어설의 운전수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음향경보의 주파수，

펼스， 불륨 선택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라. 기타

1 ) 제어실내의 경보정보는 일관성율 유지하여야 한다. . 제어실내에

표시되는 경보정보는 경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감시시스템의 것과 일관

성을 유지해야 하며， 륙허 CRT나 다른 표시기기 사용이 많이 되는 경우 경

보창의 색깔이나 모양， 기타 경보표시방법에서의 정보의 얼관성 유지는 운

전원의 운전율 용여하게 한다.

2) 시스템이나 기기의 상태표시는 경보시스템에서 분러한다.. 시스템

어나 기기의 상태표시는 경보를 뭇하는게 아니므로 운전원의 조치 또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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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개량형경보시스템의 륙성과 기능

Alarm Filtering Display 개선 Prioritization

OP. Mode Adaptive O

Process & Equip. 。 。

dependent

Redundant alarm 。 。 O
supp.

Consequence alarm 。

supp.

Replacement 。

Signal validation O 。

Grouping 。

OP. correct ctrl.
action 고려 。 O

(manual ft.)

Safety check
(automatic ft.) 。 。

Ringback 및 。

Realarm 기농부여

Chattering alarm 。 。

방지

OP. aid warn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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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지 앞는다. 따라서 이들은 경보서스템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보조정보

로 이용한다. 그러나 설계시 사스템이나 기기의 오동착의 경우는 경보로써

나타나야 하므로 이틀의 분리설계시 주의를 요한다.

3} 시스템 확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 경보시스템은 설치후 기기나 기

술의 개발에 따른 설계변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져야 한다. 기존시스템의

경우 설계변경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량형시스템은 이러한 축변에서

많은 유연성 (Flexibility)를 갖는다.

4} 경보조치 절차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 경보에 대하여 운전원에게

적절한 조치절차셔가 CRT나 교재 둥으로 제공됨으로써 운전에 도움을 준다.

5}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 운전원의 유지보수시간을 단축시키고

단순화시킴으로써 작업부담을 줄인다. 구성기기의 표준화， 모둘화 둥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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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스템 설계

가. 설계개념

1) 경보신호처리

경보시스템의 신호처리를 위한 설계개념은 다읍과 같다.

o 운전원의 운천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생 경보의 수를 줄이며. Darkboard

개념을 따른다.

o 운전에 필요한 경보반을 표시한다.

o 경보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운전원의 정보판단에 도움을 준다.

2) 경보표시

경보표시를 위한 설계개념은 다읍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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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표시에 경보창을 사용하여 기폰의 경보시스템 장점율 최대한 이용

한다.

o 경보창의 수률 그룹핑을 통하여 줄이므로써 과도상태시 운전율 용이하

케 하기 위하여 운전원이 문제의 근원율 신숙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

한 시스템 및 기기 수준에서 구성하였다.

o 우선순위에 의한 경보표시로 운전 및 경보에 대한 상황판단을 용이하케

하며， 운천원의 주의환기를 위해 읍향경보률 사용한다.

。 경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률 경보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o 경보조작철차는 기존시스템과 같으며 (Ringback/Realarm 기능) Stopl

Resume 기능울 추가하여 경보신호 조작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경보신호 처리부 설계

개량형 경보시스템 설계개엽에 따라 설계된 경보신호처리부는 정상운전에

대한 고정된 설정치와 현재 변수값의 단순 비교에 의해 경보를 발생시키는

재래식 경보시스템과는 탈리 경보발생올 휘하여 여러가지 로직이 부가되어

설계된다. 이러한 로직의 깨념 및 적용 방법은 다읍과 같다.

1) 신호검증(입출력쳐리부)

변수값 축정을 위하여 Redundant하게 사용된 센서물로 부터 한 변수의 최

척 대표치률 찾아 정보표시 및 혜어에 사용한다. 여기서 오동작 센서를 찾

아낼 수 있으며， 만약 신호검충계산이 불가능할 경우 운전원에게 최총선택

판야 주어진다. 이때는 션택된 륙정 센서값이 최척 대표치로 모든 정보표

시 및 체어에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는 모든 신호가 이과정울 산호 입출

력처리부에서 수행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졌다.

2) 설정치비교

앞서의 최척 대표치가 설정치률 벗어났는 지룰 비교계산하게 된다. 이 때

설정치는 기존의 Power 모드에 고정된 값이 아니고 플랜트의 운전모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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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하게 판다.0차계롱에 유효) 륙，

가〉 해당 변수가 현재의 운천모드에서 유효한지률 비교 계산하게 된

다. (Standing Alarm 제 거 )

나) 유효하다변， 현재 운전모드에서의 설정치와 변수의 현채값이 비

교된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변수는 경보상태가 되지 않는다.

여률 위한 계산식은

Alarm=Alarm 1 AND Plant-Mode

여 기 서 Plant-Mode: Plant Specific

Alarm 1 : Set By Limit Check

설정치를 운천보드 외에 플랜트출력이나 프로세스 상태에 따라 변화시키

며， 또한 Chattering Alarm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치에 Deadband룰

척용한다. 축 Alarm High 상태에서 정상상태로 북귀시 (설정치-Deadband)률

척용하고 Alarm Low 상태에서 정상으로 북궈시 (설정치 +Deadband) 를 적용한

다면 효과는 더욱 클것이나 본 실험에서는 제외한다.

3) 경보발생억체(Alarm Suppression)

현재 플랜트 및 프로세스의 상태률 고려했을 때 운전에 불필요한 경보와

당연히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보를 제거한다. (2치계동에 유효)

가) Redundant Alarm 제거 (또는 Precursor Alarm Suppression)

프로세스에서 동일 변수가 북수개의 설정치률 가질 경우 일반척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Higher Severe 경보발생시 Lower Severe 경보는 제거된다. 단

Alarm List CRT의 Suppression Alarm List에 풍록된다.

Alarm_Low = Alarm_Low AND Alarm_Low_Low

Alarm_Low_Low = Alarm_Law_Low

나) 프로세스 또는 기기상태 의존 경보(Process/Equipment dependent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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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나 기기의 상태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는 프로세스 상의 경보는

제거되며 Suppression Li st에 풍록된다. 여기에는 펌프나 밸브의 ON/OFF

또는 개폐여부에 종속되는 변수들이 대표척인 예가 된다.

Alarm_Flow_Low = Alarm_Flow_Low AND Valve_Close

다) 연동경보(Interlock Alarm)

프로세스의 현재값에 연동되어 동작하는 기기(예:펌프， 히터둥)의 상태경

보는 공정치가 어떤 조건에 도달하므로써 그와 연동되어 있는 기기의 상태

변화가 요구될 때 발생되는 기기의 상태변화 경보발생은 제거되고 SuPP.

Li st에 동록된다. 그러나 기기의 상태변화가 얼어나면 이률 운전원에게 얄

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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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Cross_Interlock 되어 있는 경우는 어느 하나만 발생하더라도

모두 그 상태변확가 요구되는 경우는 가장 먼저 발쩡한 것만 경보로 표시하

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만 Supp. Li st에 둥롭펀다.

| R빼-]

FW Pump_Stop T/B_Trip

A = A(i) • (NOT(B(-l)) • NOT(C(-l)) + A(-I)

B = Bμ(‘’‘i )‘‘\ * (、뻐(、메，‘1 )‘-’‘‘) • N따 I‘/디，‘，‘’‘’I ‘-‘I + B ’‘l ‘,‘, ‘’‘J

Pν= 디 i ‘’‘} * (‘J‘ NOT(A(‘-‘’‘,‘,‘I ‘,‘I *’ N따‘‘I‘ B(‘‘’‘l ‘I‘J ‘) + CνI‘[-1 ‘’)、}

where X Alarm

X(i) 현재상태

X(-l) : 이전상태

라) 시 간지 연 (Tim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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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정한 플랜트 상황하에서 (예· Rx Trip.T/B Trip) 당연히 발생하는 경보

를 억제 또는 일정한 서간동안 지연시켜 경보를 발생시키므로써 기존 시스

템에서 발생하는 경보 정보의 Overflow를 줄여줌으로써 륙정상황(주로 대형

사고) 발생시 그 빌생원인율 찾는데 도움율 줄 수 있다. 단， 경보발생어

억처l 또는 지연되는 동안은 Supp.List에 풍록된다. 주로 First-out 신호

(기존 경보시스템에 설치)에 대해 광범위하게 척용되며， 이 신호발생시 두I

따르는 경보들은 Sequence Monitoring (기존 서스템 설치)에서 찾을 수 있

다. 이 때 당연하 발생되어야 하는 기기의 동작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

면 경보를 발생시켜야 한다.

4) 우선순위화(Priori tizat i on)

발생된 경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표시함으로써 과도상태나 대형사고

하에서의 상황판단 및 운전에 도옵을 준다. 경보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

한 변수는 여러가지률 고려할 수 있으나 발생된 경보에 요구되는 운천원의

조치시간이 주로 고려된다.

가) Prioritization with Operating Mode(Static Prioritization)

운전모드에 따라 우선순위룰 탈리 부여하지만 시스램의 설계단계에서 결

정되며， 경보별 우선 순위동급은 다음과 같다.

。 Priori ty 1

10분 이내에 발천소정지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태

- 주요기기 손상이 우려되는 상태

- 작업자의 방사능오염이 우려되는 상태

- 흑각척 인 Technical Specification Action아 요구되는 사항

- First-out Reactor/Turbine Trip

o Priori ty 2

- 10분 이후에 발전소정지률 일으킬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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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Specification Action 항북으로 우선순위가 1이 아닌 것

- 기기손상 관련

o Priority 3

- Sensor Deviation

- Equipment Status Deviation

- 기타 운전에 충요하지 않는 상태

나) Dynamic Prioritization

운천모드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는 경보와 판련된 프로세스나 기기의

상태에 따라 우션순위률 변화(Up/Down Grade)시 킨다.

5) 상태지시경보 분리

기존 경보시스템에서 20"정도로 추정되는 시스템 또는 기기의 상태풍울

경보창에서 제외시키므로써 경보수를 줄였다. 경보창 셜계시 이룰 경보시스

템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고장 또는 요구되는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율 경우

경보발생운 ’ Sys Trou/Disa’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만약 운천충 이률 상

태정보가 필요한 경우 Alarm Li st충 'Status Indicator ’ 메뉴로부터 정보률

찾융 수 있다.

시스템 및 기기의 요구되는 상태는 수동운천융 혜외한 자동운전시 프로세스

나 추변기기의 상태에 좌우휠 수 있오므로 이률 광범위하게 척용시키기에는

많은 발전소시스템 분석이 뒤따르므로 본 실험에서는 쩌I 한된 척용율 하였

다.

다. 신호처리 알고리즙

프로세스로 부터의 변수값이 설정치률 벗어났거나 정상동착하지 않는 기

기들의 경보 발생율 위한 신호쳐리 과정운 표3-2와 강다.

라. 경보표시 빛 초작부 설계

경보표서는 경보처리부에서 쳐리， 발생된 경보률 운전원에게 나타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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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 Fault
&OP.Select

표3-2 경보신호처리알고리즘

Process

Signal Validation

Binary alarm processing

Failed Sensor List

Representative Value List

(1) : to Analog alarm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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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from Representative value list

S.P Value
Considering

O. P Mode ,
Plant Power
/Process
Condition Compare these

two data

Valid mode data
。 f parameter

O.P.Mode

Dead Band
Valid

Not val id

p.V> S.P
。r

p.v <S.P
?

If Pre alarm status = Alarm
Alarm Status = Alar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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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from Raw data List

Status Check

Status IndiCator Display

m
C

쩌

rl

.‘
i

li

a
g
S
?·

1

。

e

A
L

야
M” 짚웰

Yes

Manual 버 No Manual
Control Control Manual
Status ? Control
Data Check

Yes

Block
Condition
List Yes

펀멘

Controlled Status
EQUAL

Device Status
?

No
Any

Block Conditions
Exist?

No

Prioritization ste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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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heck the required the status
of device in current plant condition

Status

N。

Any Interlock
Conditions

exist
?

N。

(5)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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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pp.

arm(5):from Proces

No
Major event -- Major event
Status Occured

-
Yes

Time of 1
~

delay 냐〈 This alarm lS
normal consequence
of this event

Yes
버 s빼 L’‘is ‘.‘

Suppress for delay
time , then alarming

‘-
Prioritiza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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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 ty Search the priority
Table on the table

Process
Related 。r Yes
Process Eq. Conditions are
or/and Good ?
Eq.
Condition No
Data •

Priori ‘tvιUP빼N

t、

Di 야‘‘Lay pr않si매

- 107 -

priority

Up or Down
grade of
Priori ty



과정으로 MMI 측면에서 많은 고려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랩

프형 경보창이 아닌 CRT상에 경보창율 그래픽으로 구생하여 경보률 나타내

며 경보표시의 개선율 위하여 그룹핑 (Grouping ), 경보 충요도별 칼라코딩，

경보메세지부를 사용하며 경보정보에 판한 상세 정보제공을 위하여 Alarm

Li st CRT를 별도로 사용하였다. 경보조작은 가농한 재래식 경보시스템에서

사용된 것율 이용하였으나 경보인식이나 리세트는 직접 경보창을 Touch함으

로써 기농수행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경보 표시 및 조착부의 설계내용운 다용과 감다.

1) 표시부

프로세스의 한 변수가 경보상태로 될 때 운전원이 이의 원인옳 정확히 따

악하여 경보의 기능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천원의 관심율 중요청보에 효과적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설계된 경보시스렘은 Alarm CRT 및 Alarm List CRT률 이용하여 경보

률 표시하도록 하였다.

가) 그룹핑 (Grouping)

표시되는 경보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 시스템이나 거능율 나

타내는 경보물율 하나의 경보창에 표시하여 이중에서 가장 충요한 경보만융

운전원에게 나타내줌으로써 운천원의 상태파악에 도옵을 준다.

그룹핑의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 별

- 기기/기농 별

- 변수 별

- 설정치 별 (High/Low)

- 안전판련/비안천관련 또는 우션순위 별

위 순위에 따라 분류된 고리 3&4 RCS ， CVCS.RCP ， SG의 경보는 표3-3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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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C) (T8 412D)
(295.5 C) (T8 4220)
(295.5 C) (TB 4320)

RCS

표3-3 고리 3&4 발천소 경보분류

PRZR PRESS HI
a) PRZR Press Hi: (162.4 kg/cm2) (PB-445C , 444E)
b) PRZR Press Hi Alert: (167.72kg/cm2) (PB 455A , 456A , 451A)

- PRZR PRESS LOW
a) PRZR Press Low: (155.4kg/cm2) (PB 445B)
b) PRZR Press Low(P-II): (I40.6kg) (PB 455B , 456B , 451B)
c) PRZR Press Low Alert: (I36.78kg)(PB 455C.456C.457C)
d) PRZR Press Low SI Alert:(126.59kg)(PB 4550.4560 , 4570)

- PRZR LEVEL HI
a) PRZR Level Hi: (70~) (LB 460C)
b) PRZR Level Hi Alert: (92~) (LB 459A , 460A , 461A)
c) PRZR Level Hi Deviation

- PRZR LEVEL LOW
a) PRZR Level Low: (17~) (LB 459B , 460B)
b) PRZR Level Low Deviation: (programmed LVL+5~) (LB 459E)

- RCS LINE TEMP
a) PRZR PORV Relief Line Temp Hi(Amb.+IOC)(TB 463 464 466)
b) PRZR Safety Valve Line Temp Hi(Amb.+lOC)(TB 465 467 469)
c) PRZR Spray Line Temp Low (277 C) (TB 451 452)
d) PRZR Surge Line Temp Low (268 C) (TB 450)
e) RV Flange Leak-off Temp Hi
f) RV Vent Line Temp Hi

- PRZR HEATER
a) PRZR Prop. Heaters ON (Programmed LVL +5~ 1 17~)

b) PRZR Prop. Heaters OFF (LB 459D/LB 459C 460C)
c) PRZR Backup Heaters ON (Ref -1.75kg/cm2)(PB 444F)
d) PRZR Backup Heaters OFF
e) PRZR Heater Controller Trouble

- RC TEMP HI
a) RC Loop 1 Tavg Hi:
b) RC Loop 2 Tavg Hi:
c) RC Loop 3 Tavg Hi:

- RC TEMP DEV
a) Loop 1 RC Tavg/Auct Tavg Hi (+1.11 C) (TB 408A)
b) Loop 2 RC Tavg/Auct Tavg Hi (+1.11 C) (TB 408B)
c) Loop 3 RC Tavg/Auct Tavg Hi (+1.11 C) (TB 408C)
d) Loop 1 RC Tavg/Acut Tavg Low (-1.11 C) (TB 408A)
e) Loop 2 HC Tavg/Acut Tavg Low (-1.11 C) (TB 408B)
f) Loop 3 RC Tavg/Acut Tavg Low (-1.11 C) (TB 408C)
g) Loop 1 RC DT/Auct DT Hi (+1.11 C) (T8 409A)
h) Loop 2 RC DT/Auct DT Hi (+1.11 C) (TB 409B)
i) Loop 3 RC DT/Auct DT Hi (+1.11 C) (T8 409C)
j) Loop 1 RC DT/Auct DT Low (-1.11 C) (T8 409A)
k) Loop 2 RC DT/Auct OT Low (-1.11 C) (T8 409B)
1) Loop 3 RC DT/Auct DT Low (-1.11 C) (TB 409C)
m) Tref/Auct Tavg Hi (+1.67 C) (TB 4080)
n) Tref/Auct Tavg Low (-1.67 C) (TB 4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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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B 412C 422C 432C)
( .. ) ( ..

(Variable) (TB 412B 422B 432B)
( .. ) (

(FB 414A. 4l5A. 4l6A.
424A. 425A. 426A.
434A. 435A. 436A)

(90") (FS 490)
(90") (FS 491)
(90") (FS 492)

- RC TEMP LOW
a) Low Temp Tavg: (289.4 C) (TB 408E. 408X)
b) SSPS Tavg Low-Low: (287.78 C) (TB 4I2E. 422E , 432E)
c) RCS Temp Low Auctioneer: (177 C) (TY 413Kl , 410JI)
d) Low Temp Eerror: (-11.1 C = 20 F) (TB 408E 408X)

- OPOT
a) OPOT (C-4) Alert
b) RPS RC OPOT Alert

- OTOT
a) OTOT (C-3) Alert
b) RPS RC OTOT Alert

- RC FLOW
a) RC Loopl Low Flow Alert: (90%)
b) RC Loop2 Low Flow Alert
c) RC Loop3 Low Flow Alert
d) LoopI RTO bypass Flow Low:
e) Loop2 RTD bypass Flow Low:
f) Loop3 RTO bypass Flow Low:

- PRT ALARM
a) PRZR Relief Tank Temp Hi
b) PRZR Relief Tank Press Hi
c) PRZR Relief Tank Level Hi
d) PRZR Relief Tank Level Low

- RCOT ALARM
a) RCDT Temp Hi
b) RCDT Press Hi
c) RCDT Press Low
d) RCDT Level Hi
e) RCOT Level Low
f) RCDT Pump Discharge Flow Low

- ROD POSITION
a) Rod Bank D Full Rod Withdrawl
b) Rod Banks Limit Low
c) Rod Banks Limit Lo-Lo
d) Two or More Rods at Bottom
e) Rod(One) at Bottom
f) Rod Dev.

- ROD FAIL
a) RPI Rod Deviation
b) RPI Urgent Alarm
c) RPI Non-Urgent Alarm
d) Rod Control Urgent Failure
e) Rod Control Non-Urgent Failure
f) Rod Driver M-G Set Trouble

- NIS ALARMS
a) Power Range Overpower Rod Stop
b) INTMO Range Hi Flux Level Rod Stop
c) SRC Range Hi Flux Level at Shutdown
d) Power Range Upper Hi Flux Dev/Auto Defeat
e) Power Range Lower Hi Flux Dev/Auto Def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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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ross Fail Fuel Detect Neutron Hi
g) Comparator Power Range Dev.
h) NIS Hi Flux Rate Power Range
i) NIS Hi Flux Hi Setpoint Power Range
j) NIS Hi Flux Low Setpoint Power Range
k) Delta Flux
1) Radial Flux

- NIS FAIL
a) Flux Map Console Trouble
b) Power Range Hi Voltage Failure
c) INTMD Range Hi Voltage Failure
d) SRC Range Hi Voltage Failure
e) NIS INTMD Range Compo Volt. Fail CH A
f) NIS INTMD Range Compo Volt. Fail CH B

F’ low Hi
Flow Low

Hi
Hi
Low
Low

Level
Level
Level
Level

RSVR
RSVR
RSVR
RSVR
Hi
Hi-Hi

- RCP BUS FAIL
a) RCP BUS Under Frequence Alert
b) RCP BUS Under Voltage Alert

- Rep SEAL INJ
a) RCP Seal Inj. WTR Temp. Hi
b) RCP Seal Inj. Filter DP Hi

- RCP #1 SEAL
a) RCP #1 Seal Inj. WTR Flow Low
b) RCP #1 Seal Leakoff Flow Low
c) RCP #1 Seal Lealoff Flow Hi
d) RCP #1 NO.2 Inj. Flow Hi
e) RCP #1 Seal DP Low
f) RCP #1 Standpipe Level Hi
g) RCP #1 Standpipe Level Low

- RCP #1 OIL/VIB
a) RCP #1 Lower Oil
b) RCP #1 Upper Oil
c) RCP #1 Lower Oil
d) RCP #1 Upper Oil
e) RCP #1 Vibration
f) RCP #1 Vibration

- RCP #1 COOLING
a) RCP #1 Thermal Barr. Cooling Coil
b) RCP #1 Thermal Barr. Cooling Coil
c) RCP #1 Motors BRG Cooler Flow Low

- RCP #2 SEAL
a) RCP #2 Seal Inj. WTR Flow Low
b) RCP #2 Seal Leakoff Flow Low
c) RCP #2 Seal Lealoff Flow Hi
d) RCP #2 NO.2 Inj. Flow Hi
e) RCP #2 Seal DP Low
f) RCP #2 Standpipe Level Hi
g) RCP #2 Standpipe Level Low

- RCP #2 OIL/VIB

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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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445A)
(PV 4458)
(PV 4448)

Solenoid Power loss
Solenoid Power Loss
Solenoid Power Loss

a) RCP #2 Lower Oil RSVR Level Hi
b) RCP #2 Upper Oil RSVR Level Hi
c) RCP #2 Lower Oil RSVR Level Low
d) RCP #2 Upper Oil RSVR Level Low
e) RCP #2 Vibration Hi
f) RCP #2 Vibration Hi-Hi

- RCP #2 COOLING
a) RCP #2 Thermal Barr. Cooling Coil Flow Hi
b) RCP #2 Thermal Barr. Cooling Coil Flow Low
c) RCP #2 Motors BRG Cooler Flow Low

- RCP #3 SEAL
a) RCP #3 Seal In‘j. WTR Flow Low
b) RCP #3 Seal Leakoff Flow Low
c) RCP #3 Seal Lealoff Flow Hi
d) RCP #3 NO.2 Inj. Flow Hi
e) RCP #3 Seal DP Low
f) RCP #3 Standpipe Level Hi
g) RCP #3 Standpipe Level Low

- RCP #3 OIL/VIB
a) RCP #3 Lower Oil RSVR Level Hi
b) RCP #3 Upper Oil RSVR Level Hi
c) RCP #3 Lower Oil RSVR Level Low
d) RCP #3 Upper Oil RSVR Level Low
e) RCP #3 Vibration Hi
f) RCP #3 Vibration Hi-Hi

- RCP #3 COOLING
a) RCP #3 Thermal Barr. Cooling Coil Flow Hi
b) RCP #3 Thermal Barr. Cooling Coil Flow Low
c) RCP #3 Motors BRG Cooler Flow Low

- PORV OPEN
a) PRZR PV-445A Open (164.2kg/cm2) (PB 445A)
b) PRZR PV-445B Open ( " ) (PB 4458)
c) PRZR PV-444B Open (REF +7.03kg/cm2) (PO 4448)
d) RCS PRESS Deviation: (-1.4Ikg/cm2) (PY 403B2. 40982)

- PORV POWER LOSS
a) PRZR PV-445A
b) PRZR PV-445B
c) PRZR PV-444B

- PRZR TEMP
a) PRZR Vapor Space Temp Hi
b) PRZR Liquid Temp Hi

- SYS TROU/DISA

CVCS
- MAKEUP

a) RC Makeup WTR Storage Tank Level Low
b) RC Makeup WTR Storage Tank Level Lo-L。

c) RC Makeup WTR Storage Tank Level Hi
d) RC Makeup WTR Storage Tank Level Low
e) RC Makeup Pump Discharge Pres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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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a) Boron Inj. Tank Temp Hi
b) Boron Inj. Tank Temp Low
c) Boron Inj. Tank Press Hi
d) Boron Inj. Tank Return Flow Low
e) Boron Inj. Surge Tank Temp Hi
f) Boron Inj. Surge Tank Temp Low
g) Boron Inj. Surge Tank Level Hi
h) Boron Inj. Surge Tank Level Low

- BAST/BAMP
a) Boric Acid Total Makeup Flow Dev.
b) Boric Acid Flow Dev.
c) BAST A Temp Hi
d) BAST B Temp Hi
e) BAST A Temp Low
f) BAST B Temp Low
g) BAST A Level Hi
h) BAST B Level Hi
i) BAST A Level Low
j) BAST A Level La-La
k) BAST A Level Empty
1) BAST B Level Low
m) BAST B Level La-La
n) BAST B Level Empty
0) Boric Acid Batching Tank Temp Hi
p) Boric Acid Batching Tank Temp Low
q) Boric Acid Batching Tank Level Low

- VCT
a) VCT Press Hi
b) VCT Press Low
c) VCT Level Hi
d) VCT Level Low
e) VCT Level Lo-L。

- CHG PUMP
a) Char‘ ging Flow Cant. on Remote
b) NO CHG Pump Aligned Train A
c) NO CHG Pump Aligned Train B
d) Two CHG Pump Aligned Train A
e) Two CHG Pump Aligned Train B

- CHG FLOW
a) Charging Flow Cant. Flow Hi
b) Charging Flow Cant. Flow Low

- LTDN
a) LTDN Hx Outlet Temp Hi
b) Excess LTON Hx Temp Hi
c) LTDN Relief Line Temp Hi
d) Regen Hx LTON Line Temp Hi
e) DEMIN Flow DIV Temp Hi
f) LTDN Hx Outlet Flow High
g) LTDN Hx Outlet Flo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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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h) LTDN Hx Outlet Press Hi
- BTRS

a) BTRS Outlet WTR Temp ‘ Hi
b) LTDN RH Hx Outlet Temp Hi
c) BTR DEM Inlet Temp Hi
d) Chiller Surge Tank Level Hi
e) Chiller Surge Tank Level Low
f) Chiller Package Local Cant.
g) Chiller Package Trouble

- SYS TROU/DISA

- SG LEVEL HI
a) SG 1 Level Hi-Hi: (78%)
b) SG 1 Level Hi
c) SG 2 Level Hi-Hi: (78%)
d) SG 2 Level Hi
e) SG 3 Level Hi-Hi: (78%)
f) SG 3 Level Hi
g) SG 1 Level Dev. Hi
h) SG 2 Level Dev. Hi
i) SG 3 Level Dev. Hi

- SG LEVEL LOW
a) SG 1 Level Lo-L。

b) SG 2 Level La-La
c) SG 3 Level La-La
d) SG 1 Level Low
e) SG 2 Level Low
f) SG 3 Level Low
g) SG 1 Level Dev. Low
h) SG 2 Level Dev. Low
i) SG 3 Level Dev. Low

- SG PRESS
a) Loop 1 STM LINE Press Lo
b) Loop 2 STM LINE Press Lo
c) Loop 3 STM LINE Press Lo
d) Loop 1 STM Drop Press Rate Hi
e) Loop 2 STM Drop Press Rate Hi
f) Loop 3 STM Drop Press Rate Hi
g) Main STM Head Press Hi

- STM/FW FLOW DEV
a) SG 1 STM/FW Flow Deviation
b) SG 2 STM/FW Flow Deviation
c) SG 3 STM/FW Flow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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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촬라코딩 (Color Coding)

경보의 우선순위별로 적용된 색깔은 아래와 같다.

Priority 1 : Red

Priority 2: Yellow

Priority 3: Green

축 경보발생과 함께 해당경보의 중요도에 따라 선택된 색깔로써 경보정보의

색깔이 변하게 되며 이는 경보가 정상상태 또는 중요도가 변화될 때까지 유

지된파.

다)점멸율

경보발생과 함께 표시되는 경보창의 점멸올은 경보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상태 : No Flash

경보상태 : Flash (2 Pulse/Sec)

Ack. 상태 : No Flash

Reset상태 : Flash (1 Pulse/Sec)

라) 음향 경보

경보상태에 따른 경보읍은 다음과 같다.

정상상태 : No Sound

경보상태 : Sound (2 Pulse/Sec)

Ack. 상태 : No Sound

Reset상태 : Sound (1 Pulse/Sec)

2) 조작부

경보시스템의 운천원 조작 및 정보 검색을 위한 시스템 운용에 관한 설계

내용으로 경보인식 및 대량 경보발생시의 MMI 개선쓸 고려하였다. 경보의

시펜스는 경보의 종류에 따라 탈리 적용되고 있으나， 여거서는 ISA

Standard 518.1 Ringback Sequence를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경보인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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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트는 운전원이 해당경보창율 Touch합으로써 수행되어지며， 경보메세지

부나 Alarm Li st의 조작윤 메뉴 사용으로 설계하여 신숙한 정보취둑이 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 외에 별도의 STOP/Resume기농율 추가하여 플랜트 과

도상태시 발생되는 경보의 Overflow에 운천원여 경보인식을 효과척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륙， 대량경보 발생시 STOP 기능은 현재 점멸충인

모든 경보의 점멸율 중지시키며， Resume운 접멸율 회북시킨다. 단 STOP기능

상황에서 새로운 경보발생이 있율 경우 새로이 해당 경보창율 점멸시킨다.

3) 경보창 및 경보메세지부 설계

Alarm CRT상에 구성된 경보창 및 경보메세지는 그립3-5 ， 그림3-6과 갈다.

가)경보창

경보창운 P&ID 상의 시스템 별로 배치되며 그룹핑기준에 따라 구성되어전

다. 경보발생시 경보창은 경보의 충요도에 따라 할당된 색깔로써 경보상태

에 따라 점멸 혹은 점둥상태가 되며 북수개의 경보 발생시 가장 중요도가

놓은 경보에 관한 정보률 표시하케 된다. 경보창을 보고 경보상태를 언식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경보창의 경보내용운 콘솔 천면.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영문대문자로 기입하였다.

나)경보메세지부

경보메세지는 CRT 하단에 위치하여 경보타일과 연계해서 영슷자에 의해

경보창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경보메세지에 표시되는 정보는

짧고 간결해야 되며， 그것이 설치된 콘솔천변의 어느 곳에서든 읽융 수 있

어야 한다. 표시되는 경보메세지에는 다음과 같응 사항이 포함된다.

- 경 보설 명 (Alarm Description)

- 우선순위

- 설청치

- 현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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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ZR . PRZR RC OPDr NIS
PRESS HI LEVEL HI TEMP HI ALARM

PRZR PRZR RC OTDT NIS
PRESS LOW LEVEL LOW TEMP LOW FAIL

PORV PRZR RC ROD
OPEN TEMP HI TEMP DEV POSITION

PORV PRZR RCS RC ROD
POWER OPEN HEATER LINE TEMP FLOW FAIL

PRT ReDT SYS
ALARM ALARM TROU/DISA

SYSTEM !\LARl‘1 DESCRIPTiON P, V S.P UNITl

/\

LIST

\/

그립3-5 경 보타일 구성 (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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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1 Rep 2 Rep 3 RCP ‘ CHG
SEAL SEAL SEAL SEAL INJ FLOW

RCP 1 RCP 2 Rep 3 Rep CHG
COOLING COOLING COOLING BUS FAIL PUMP

RCP 1 Rep 2 Rep 3 RC LYDN
OIL/VIB OIL/VIB OIL/VIB MAKEUP

SG SG STM/FW VCT BIT
LEVEL HI PRESS FLOW DEV

SG SYS BAST BTRS
LEVEL LOW TROU/DISA /BAMP

111한효!!l 펴다rnDD닮 R PION 予.V S.P UNIT

/\

LIST

\/

그럽3-6 경 보타일 구성 (RCP/CVC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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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메세지는 CRT 하단에 80문자 x 5행으로 구성되며 표시문자는 영문 대소

문자， 숫자， 륙수문자를 포함한 표준 ASCII 문자로 구성된다. 시스템이 처

읍 동착할 때 떼세자는 공백상태이며， 운전원이 경보타일을 인지하게 되면

인지된 경보와 관련펀 경보 메세지가 표시된다. 경보메세지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경보가 최상단에 위치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는 가장 아래애

위치하게 된다.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경보가 최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운전원에 의해 인지되고 경보가 소멸되면 메세~1 부

에서 소거된다. 해당 경보창의 모든 경보상태률 보고자 할 때는 ‘List

Button' 율 이용한다.

경보메세지가 5개를 초과하게 되면 메세지부는 페이정기법을 사용하여 오른

쭉 하단 구석에 다음 페이지가 있읍율 표시한다. 다음 페이지의 메세지를

보고자 할 때는 운전원은 오른쭉 하단 구석에 표시된 아래 화살표를 첩촉하

면 된다. 앞 화면으로 북구하고자 힐 때는 오른쭉 상단에 설치된 위 화살

표를 접촉하면 된다.

4) 경보리스토

발생한 모든 경보의 확인 및 각 경보에 대한 세부척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보용 CRT와 별도로 준비된 Alarm Li st용 CRT를 통해 Alarm List가

(그립3-7) 쩨공되며 Overview Picture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Text로 나타난

다. 제공되는 Alarm List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보발생사간

- 경보메세자

- 우선순위

- 설정값

- 현재않

- 경보상태 (Alarm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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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스템

Alarm Li st의 표시내용은 CRT 하단에 마련된 메뉴를 선택하므로써 변경할

수 있다. 필요시 프린터에 의해 출력 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한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Overview Picture : 플랜트의 전체 상황을 한곳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중요도가 높은 경보정보를 시스템수준에서 표시한다.

。 SYS : RCS , CVCS , RCP , SG.: 각 시스템별 경보정보룰 경보창별로 표시한

다.

。 PI : Priority I Alarm: 시스랩별로 우선순위가 1 인 경보를 표시한다.

o P2 : Priority 2 Alarm: 시스템별로 우선순위가 2인 경보를 표시한다.

o Time Sequential AlarπD : 경보발생 시 간에 따른 순서로 정보정보를 나타

내며 SOE가 포함된다.

o Overall Alarm List Categorized by Sys.

로， 우선순위별로 표시된다.

전체 발생경보가 시스템별

。 Suppressed Alarm List : 경보발생이 억제되어 있는 경보가 시스템별로

표시된다.

。 Failed Sensor List: 오동작 젠셔북룩여 표시된다.

。 Status Indicator Alarm : 기 기 의 현재상태에 관한 정보를 표시 한다.

o First-out Alarm : Rx나 TIB Trip동 Plan t/Publ ic 안전과 관련한 경보의

상태가 표시된다.

o OP. Bypassed Alarm : 운전에 불필요한 경보률 운전원이 바이돼스시키므

로쩌 운전원에 의한 정상 환원되기까지는 경보발생율 바이패스시킨다.

a Alarm List for Tiles: 경보창의 각각에 그룹핑된 경보메세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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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보시스랩 구성

가. 하드웨어 구성

프로토타입 (Prototype) 으로 제작한 개량형경보계통의 하드웨어 구성은

그럼 3-8과 같다. 시스템은 기능에 따라 신호발생부， 경보처리부， 경보표시

부， 인터페이스부와 같이 크게 내 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선호발생부는 제작

한 7fl 량형경보계몽에 대한 명가 및 검증율 위한 경보신호의 발생과 소거룰

탑당한다. 선호발생기를 별도로 설치하므로써 얻는 이점은 경보처리부에서

경보처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On- Li ne으로 프로세서의 입력값율 변경하므

로써 새로운 경보의 발생 및 소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호발생부는 자동

과 수동의 두가지 모드를 제공한다. 자동모드에서는 비리 작성되어 기억장

치에 처장된 시나리오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순차척으로 경보를 발생하고

소거하는 기능율 수행한다. 수동모드에서는 운전원의 의도에 따라 임의의

경보률 추가하거나 소거하는 기농올 수행한다. 위의 두 모드률 적절히 조합

하여 사용하므로서 경보처리부의 경보처리 알고리즙에 대한 명가 및 최척의

경보표시방법율 도출해 낼 수 있다. 경보쳐리부는 신호발생부로부터 입력된

프로세스값율 경보처리 알고리즘과 데이타베이스률 이용하여 처리한 다음

그 결과률 경보타일， 경보리스트， 프린터 동의 경보출력장치를 통해 운전원

에게 전탈한다. 경보처리부의 경보처리 알고리즘은 데이 ~t베이스화 하므로

서 내용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보처리숙도악 향상율 위해 경

보처리부는 32 Bit 퍼스낼 컴퓨터인 IBM-PC/386률 사용하였고， 경보타얼 및

경보리스트에 그래픽화면작성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작업을 분산시켰다. 경

보표시부는 시스템의 상태률 경보타얼이나 경보리스트화면을통해 효과척인

방법으로 운천원에게 알리고 척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각

경보타일과 경보리스트는 그래픽화면착성기와 VGA 칼라 모나터로 구성된다.

프로토타입 개량형경보계롱에서는 경보타일률 일반 컴퓨터용 칼라모니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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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경보척리부의 컴퓨터는 북수의 칼라모니터를

구몽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하드웨어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그림 3-8과 같아 그래픽화면작성기를 설치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와같이 그래픽화연작성거를 추가하므로서 시스템구성이 용이해질 뿐만 아

니라 경보타일의 첩멸과 페이칭기능을 묵자적으로 수행하므로써 경보처리부

의 업무룰 분산시겨 경보처리속도의 향상올 기대할 수 있다. 경보타일에눈

발생경보에 대한 인지와 필요한 정보의 요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터치스크

린율 설치하였기 때문에 운전원은 필요시 화면상의 타일이나 메뉴률 손이나

불혜를 사용하여 접축하므로서 원하는 조착을 행할 수 있다. 경보리스트에

서는 명령입력방법으로 기능키방식을 사용하였다. 축 화변하단에 표시된 메

뉴률 보고 해당 기능키를 누르므로서 원하는 조작을 행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개량형경보계통내의 정보전송기능율 수행하는 인터페이스휘로에 대해

기술한다. 개량형경보계통에서 각 모률간의 정보전송은 Ethernet 카드를 사

용여 구축한 LAN(Local Area Network)에 의 해 이루어진다. LAN에서는 자료

천송이 화일의 공유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량형경보시스템에서의 자료

전송은 문자단위가 아닌 화일단위로 이루어진다.

종래의 경보계롱에서는 경보기농의 변경 및 확장에 하드웨어적인 작업이

요구되고 확장성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경보기능의 변경 및 확장이 매우 어

려웠다. 개량형 경보계롱에서는 경보처리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경 및 확장이 용이하

고 하드웨어적인 작업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

나. 소프트웨어 구성

프로토타입 경보계통에는 경보표시 및 경보처리률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Turbo C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Turbo C는 경보타일

및 경보리스트화연 작성에 편러한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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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룹활훨톨펜

R멀뭔1m톨톨픔

TILE A

14" COLOR
MONITOR

GRAP IC
GENE ArOR
(I BM PC)

SIGNAL
GENERATOR
(IBM-PC)

R톨뿔활룰핑

Ethernet

TILE B

14" COLOR
MONITOR

GRAPHIC
GENERATOR
(IBM-PC)

ALARM
PROCESSOR
(IBM-386 )

흩톱l댈톰렐홉필

ALARM LIST

19" COLOR
MONITOR

GRAPHIC
GENERATOR
(IBM-PC)

LINE PRINTER

그립 3-8 개량형경보계롱의 하드웨어 구성도

실행속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월동히 빨라 실제 설계와 일치하는 경보타일

및 경보러스트률 구현할 수 있고 경보처리숙도의 향상율 기대할 수 있다.

또한 LAN률 사용한 정보천송프로그램 작성에 훨요한 화일공유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Tur‘ bo C률 사용하였다.

개량형 경보계통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여 LAN률 이용한 화일전송에 근거

하여 훨요한 자료 및 상태를 상호교환할 수 있게 설계하였으며， 이를 위한

개량형 경보계롱의 데이타베이스 구조는 그럼3-9와 같고 그 내용운 표3-4와

같다. 축， 개량형 경보계통은 5개의 프로세스에 의해 구성되어 각각 톡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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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ALARM
LIST

GRAPHIC GRAPHIC GRAPHIC
GENERATOR GENERATOR GENERATOR

(TILE.DAT) (TILE.DAT) (ALARM.LST)
(TILE.LST) (TILE.LST) 14-

Y (MENU. LST)내(MENU.TIL)t-i (MENU. TIL)

--‘
l
L,‘,‘,타매

um
m

/\

]

‘경보처리부 l (AP L2.DBF)

‘

(PV.DBF)

신호발생부

그림 3-9 개량형 경보계통의 데이타베이스 구조

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 프로세스와 무관한 자료는 독자

척으로 보관하고 서로 교환할 내용은 공롱의 화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 공통화일은 상호간의 충롤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의 프로세스에서 참조하

고 있는 동안 다른 프로세스가 풍시에 참조할 수 없도록 화일Lock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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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개량형 경보계롱의 데이타베이스 얼랍

화일명 내 용

AP_Ll.DBF[ 경보처리에 사용되는 각종 변수값 및 논리 (경보타일 관련)

AP_L2.DBFI 경보처리에 사용되는 각종 변수값 및 논리(경보리스트 판련)

PV.DBF I 신호발생기에서 작성한 프로세스의 현채값

TILE.DAT I 경보타일 작성에 필요한 자료

TILE.LST I 경보타일상의 경보리스트 관련 내용

ALARM.LSTI 경보리스트상의 경보리스트 판련 내용

MENU. TIL I 터치스크린에 의해 선택된 타일 번호

MENU.LST I 경보리스트 화변에서 기능키에 의해 선택된 메뉴 번호

였고 처리숙도의 향상율 위해 시간이 오래 결라는 작업은 화잎의 내용을 메

모리로 읽어 툴인 후에 처리하도룩 하였다.

프로세스간의 자료 및 상태교환의 예로서 경보프로세서에서 머리 정해진

경보처리알고리즘에 따라 자료률 처리한 결과 타일 A에 해당되는 경보가 발

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경보프로세서는 타일 A의 그래픽화면작성기에 설치된

TILE. DAT 화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경보상태의 변경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타얼 A 그래픽화면작성기는 TILE.DAT 화얼의 내용변경율 확인하여 변

경사항이 발견되면 타일의 표시내용을 지시한데로 수정하게되고 운전원이

타얼상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울 사용하여 ACK하게되면 ACK한 타일의 번호가

경보프로세서상의 MENU.TIL 화일에 저장된다. 경보프로세서는 이룰 확인하

므로써 타일악 ACK 유무 및 타일 관련자료의 요구를 인식하게 된다.

1) 경보타일부

경보타일부에서는 경보프로세서의 경보처리결과를 운천원에게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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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한다. 경보프로세서에서의 경보처리 결과 타일에 표시된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경보프로세스는 TILE.DAT 화일의 내용을 원하는 내

용으로 변경하면 경보타일부의 그래픽화면작성기에서는 초당 두번썩

TILE.DAT 화일의 변경유무를 점검하여 변경되었율 경우 표시환 타일의 내용

을 지시된 상태로 채작성한다. 그래픽화면작성기의 통작과 구성을 위해 사

용된 TILE.DAT 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UPDATE FLAG

o CHANGE FLAG

o TILE DISCRIPTOR

o BACKGROUND COLOR

。 FORGROUND COLOR

。 DISPLAY FLAG

UPDATE_FLAG 는 TILE.DAT 화일의 변경유무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UPDATE_FLAG 의 내용이 "*“이변 TILE. DAT 화일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나타

낸다. 그래픽화면작성기는 UPDATE_FLAG 의 변화를 갑지하여 타일의 표시내용

을 바품과 동시에 UPDATE_FLAG 의 내용을 “*"에서 공백으로 바문다. 경보타

일증 하나의 타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항묵은 CHANGE_FLAG , TILE

DISCRIPTOR , BACKGROUND COLOR , FORGROUND COLOR , DISPLAY_FLAG로 구성 된

다. CHANGE_FLAG는 항목의 변경유무를 표시하고 TILE DISCRIPTOR는 경보타

일의 표시 내용이 며 , BACKGROUND COLOR와 FORGROUND COLOR는 경보타일을 구

성하는데 사용할 색상을 지정한다. 표시색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적색， 황

색， 녹색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DISPLAY_FLAG 는 경보타일의 운용과 관

련되고 그 내용아 “0"이변 비경보상태로서 정상， ·‘ I" 이면 ACK상태로서 반

전， “2" 이면 UNACK 상태로서 빠른 점멸， “3" 이면 소거상태로서 늦은 첩멸을

나타낸다.

- 127 -



경보타일상에 새로운 경보가 발생하면 빠른 숙도로 해당 타일이 점멸한

다. 이것율 운천원이 확인하고 스치스크린에 의해 ACK하게 되면 그래픽화면

작성기는 ACK된 타일의 번호를 MENU.TIL 화일을 이용하여 경보프로세서에

천탈한다. 경보타일에 부여된 고유번호는 그립 3-10 과 같다. 경보가 ACK되

면 경보프로세서는 ACK펀 타얼에 관한 경보리스트률 작성하여 그래픽확변작

성기애 TILE.LST 화일율 통해 천송한다. 그래픽화면작성기에서는 매초 두번

씩 TILE.LST 화일의 변경유무를 확인하여 TILE.LST 화일의 내용이 ACK한 타

일과 일치하면 경보리스트창에 표시한다. 경보리스트의 양이 경보리스트창

보다 많을 경우 페이지 UP/DOWM 메뉴를 사용하여 경보리스트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경보리스트는 시스템명， 경보내용， 현재값， 설정값， 단위， 우

선순위로 구성되며， Priority 는 경보리스트의 색상을 변화시켜 나타내고 현

재값은 매초마다 갱신된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SYSTEM ALARM DISCRIPTOR P. V. S.P. UNIT

26

28

27

....，럼 3-10 경보타일의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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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경보프로세서와 그래픽화면작성기간의 통신에 데이타베이스 화

알율 사용하므로서 데이타베이스 내용의 변경만으로 경보타일의 내용 및

상태를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였고， 그래픽 화변작성기의 기능을 일반화시

켰다.

경보타일은 VGA칼라모니터의 텍스트모드률 이용하여 구성하였논데 그래픽

모드률 이용하여 경보타일을 구성할 경우 경보타일의 빠른 점멸 (2회/초)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텍스트모도률 이용하였다. 타일의 점멸숙도는 프로그램

상에서 첨멸상수를 변경하므로써 임의의 숙도로 바꿀 수 있다.

2) 경보려스트부

경보리스트는 경보타일과는 별도로 발전소의 현재상태 및 사고진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보에 관한 정보률 미리 정해진 형식에 따

라 체계적으로， 일북요연하게 정리하여 운천원에게 제공하는 기농을 수행

한다. 경보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형식은 OVERVIEW, 시스템별 경보，

Categori zed 경 보， Suppressed 겸 보. Time Sequential 경 보， 우선순위별 경

보 동어 있다. 경보러스트에서 운전원이 원하는 정보의 형식을 경보리스트

화변 하단에 설치된 메뉴를 보고 해당 기능키를 누루면 MENU.LST 화일에 의

해 경보프로세서로 전탈된다. 경보프로세서는 운전원이 선택한 형식으로 정

보를 조합하여 ALARM.LST 화일로 전송하면， 경보려스트부의 그래픽화면작성

기가 이를 감지하여 경보리스트 화면에 출력한다. 경보리스트의 양이 많아

서 한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우하단에 설치된 페이지 UP/DOWM

메뉴를 사용하여 전체 경보리스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보려스트는

사스템명， 경보내용， 현재값. 설정값， 단위， 경보발생시간， 우선순위로 구

성되며， 우선순위는 경보리스트의 색상을 변화시켜 나타내고 매초마다 표시

정보의 변경유무를 점검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표시내용을 갱신한다. Time

Sequential 를 제외한 경보리스트의 일반적인 구성은 경보발생시간 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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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정보처리용 데이타베이스

Structure for database: AP_Ll.DBF

Fi‘iel‘ldl Field N빼 Type Wid배 D양

CLASS CODE Character 2
2 ALARM TILE Character 23
3 ALARM NUM Numeric 2
4 ALARM STAT Logical
5 DISP STAT Numeric 1
6 ACK STAT Logical 1
7 DISP ALARM Numeric 2
8 PRIORITY Numeric
9 POINTER Numer‘ ic 8

10 TILE NO Numeric
11 TILE LOC Numeric 2

** Total ** 45

Structure for database: AP_L2.DBF

Field/ Field팩 Type Wid샤싸 D야

l CLASS CODl Charactel‘ 2
2 CLASS COD2 Character 2
3 SYSTEM Character 9
4 DESCRIPTOR Character 39
5 SP MODEl Numeric 8
6 SP MODE2 Numeric 8
7 SP MODE3 Numeric 8
8 SP MODE4 Numeric 8
9 SP MODES Numeric 8

10 SP MODE6 Numeric 8
11 COMP MODEl Logical
12 COMP MODE2 Logical
13 COMP MODE3 Logical
14 COMP MODE4 Logical 1
15 COMP MODES Logical 1
16 COMP MODE6 Logical 1
17 COMP ABOVE Logical
18 PV Numeric 8
19 UNIT Character 8
20 ANALOG Logical 1
21 FIRST OUT Logical
22 PRIORITY Numeric 1
23 ALARM STAT Logical
24 DISP STAT Logical 1
25 ALARM TIME Character 8

** Total **
- 130 -



선순위에 충점율 두어 우선순위가 높윤 경보가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보다

상단에 표시 되 게 하였다.

3) 경보처리부

경보처리부는 신호발생부에서 작성된 프로세스의 입력선호를 데이타베이

스에 근거하여 미리 설정한 경보처리 알고리픔에 따라 처리하여 경보가 발

생하면 경보타얼과 경보리스트를 통해 운천원에게 알린다. 신호발생부에서

작성된 프로세스의 입력신호는 PV.DBF 화일로 저장되며 경보처리를 위한 데

이타베 이스는 AP_Ll. DBF와 AP_L2.DBF의 두 화얼로 구성되 며 AP_Ll. DBF는 경

보타일의 구성과 관련되고 AP_L2.DBF는 경보리스트의 구성과 관련된 데이타

베이스 화일이다. 데이타베이스는 Mode Dependency , Alarm Suppression ,

Interlock , Time delay 둥의 경보처리와 경보타일 및 경보러스트 작성에 필

요한 자료로 구성되며 표 3-5와 같다.

4) 신호발생부

신호발생부에서는 경보처리에 사용되는 프로세스신호를 발생하는 기농을

수행한다. 따라서 프로세스신호의 값율 변경함으로써 원하는 경보를 발생

시킬 수 있고 소거시킬 수 있다. 프로세스신호률 발생하는 방법으로 수동

과 자동모드가 쩨공되며， 수똥모드에서는 작업자가 변경율 원하는 프로세스

신호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상에 프로세스신호의 현재값이 표시되고

키보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한다. 자동모드에서는 수동모드에서와

같이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작성된 서나리오에 따라 입력화일을

작성하여 기억장치에 저장해두며 신호발생기가 지정된 시간에 해당 프로세

스신호의 값을 자동적으로 변경한다. 또한 자동모드에서는 계량경보계통에

대한 검증을 용의하게 수행하기 위해 "Stop"과 "Resume"기놓을 제공하며 선

호발생기악 시간을 임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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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실험

1. 실험개요

재래식 경보시스렘에서 나타난 단점을 개선하여 발전소 정상 및 비정상

상태 하에서 발생하는 경보툴율 운전원이 이툴율 효과적으로 판단하게 하표

로써， 발천소 상태 파악율 용이하게 하여 운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중대에

기여하게 된다. 본 절에서 수행된 개량형 경보시스템 실험은 앞서의 보고

서에서 제시된 최적 설계 개념에 따라 설계 구성하였으며 이 실험결과률 재

래식 경보시스댐과 비교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다. 최척 설계 방안의 타당

성 검토률 위하여 구성한 프로토타입의 경보시스템에서 수행된 내용은. 경

보 처리 및 경보 표시에 관한 설계 개념중에서 많은 Engineering 작업율 거

치지 않아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실제로 현재까지 제시된 개량형 경보시스템 설계요건 및 방안 중에는 현

실척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나 많은 Engineering 작업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었으며 어는 개량형 경보시스템 개발의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왔었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툴 충에서 경보쳐리률 위하여 몇가지 로직율

개발하였으며， 경보표시는 종래의 램프형 경보창이 아닌 CRT를 사용하여 상

세한 경보 정보률 불 수 있게 하였다.

2. 실협 북척 및 방법

설협의 목적은 경보수 감소， 경보표시 방법 및 경보정보 조작기능향상 측

면에서 구성된 프로토타업 경보시스템과 기존 경보시스템을 비교하여 제샤

된 설계방안의 타당성율 입증하는데 있다.

모의실힘을 위하여 고리 3 & 4 원자력 발전소의 RCS , CVCS , RCP , SG 관련

경보 일부에 대한 경보의 륙성을 분석하였으며， 고리 연수원 시률레이터에

서 Small LOCA RCP Loop 1 Small Break)에 환한 경보 시나리오가 작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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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된 경보륙성은 경보처리 및 표시를 위한 경보데이타로 이용되어

데이타베이스화 시켰으며， 사나리오는 구성된 경보 로직에 따라 경보발생을

위한 입력으로 사용된다. 실험의 결과는 채래식 경보시스템의 경보발생 및

표시 방법과 비교 분석되어져 개량형 경보시스템 설계 방안에서 제시된 여

러가져 경보처리 및 표시기법들의 명가률 위하여 사용한다.

3. 경보 분석

경보 분석을 위하여 채택된 분석항북틀은 표3-6과 같다. 본 실험에서는

경보분석을 깊이있게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구성된 경보시스템에 사용된 새

로운 설계기법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경보 분석이 이

루어졌다. 경보분석을 위한 데이타는 고리 3&4 발천소의 ·경보설명서’ 및

운천절차서를 참고로 하였다.

표3-6 경보분석항북

1. Alarm Description 과 Tile Tag

2. 관련 시스템 빛 구성기기

3. 경보발생 원인 및 발생원

4. 운전모드별 Setpoint

5. Signal Type

6. 경보발생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기기 및 Interlocked Alarm

7. First_out 기농 유무

8. 륙정 플랜트상황 하에서의 Time Delay

9. 경보발생이 Plant/Public Safety나 Plant Availability에 끼치는 영향

10. Static Priority

11. Plant 상태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변화 (Dynamic Prioritization)

12. 기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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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분석

경보시스템의 경보발생율 위하여 취특한 얄전소 프로세스 데이타는 RCS

Loop 1 상의 Small Break에 관한 것으로. 실험 구성된 프로토타입이 RCS ,

RCP , CVCS , SG(CB내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시스템툴과 관련한 경보의

발생빈도가 옳은 가상사고를 채택하였으며， 프로토타업에서 나타낼 수 없는

경보률은 해석으로 처리한다. 사고진행에 따라 Full Scope Simulator의 제

어실에 나타난 경보발생 시펜스 및 주요 변수률의 변화상태에 관한 데이타

이다.

시나려오 작성 장소 : 한전 고려 연수원 Full Scope Simulator

초기 발천소 상태 : Reactor 출력 - 100 " , 붕산농도(Cb) - 881 ppm

가상사고 : RCS Loop 1 Break , Leak rate - 10 litter/sec

Ramp Time - 100 sec

사고진행 및 데이타 취묵 :

초기 발전소상태 (Fu11 Power) 에서 상기의 가상사고률 진행시키기 시

작하였으며. 약 35 초 아후 부터 경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단위시간(l분) 별로 경보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경보률을 조사하였다.

사고진행이 지속됨에 따라 14:45 경과 후에 Letdown Isolatien이 발생되었

으며 , 이 때 Rx Trip툴 유도하기 위하여 Leakrate 를 20 litter/sec 로 증가

시켰다. 이후 20:30 후에 Rx Trip이 발생하였고 통시에 안천주입이 시작되

었다. (단， 여기서 기록된 시간률은 발천소 상태나 Leakrate 에 따라 달라

짐) 뿐만아니라 사고진행 동안 주요 변수틀의 변화상태도 동시에 초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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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발생 Sequence:

00:00:00
00:00:31

00:31
01:27
01:40
01:50
01:50
02:20
03:20
05:30
05:30
05:30
06:40
06:40
07:19
08:50
10:45
12:20
12:35

00:14:45
14:45
14:45
14:45
14:45
14:45
14:45

00:16:20
19:50
19:50
19:50
19:50
19:50
19:50
19:50
20:00
20:30

00:20:30

Event Start
IE RAD Hi Monitor Warn
CTMT Purge Iso. Sig. Trip
Non IE RAD Hi Monitor warn
Non IE RAD Hi Monitor Alarm
PRZR Press Low/Backup Heater ON
IE RAD Hi Monitor Alarm
PRZR Cont. Level Low Dev.
CTMT West Sump Level Hi
PRZR Low Press interlock
PRZR Press Low
PORV Blocked
CHG Flow Control Flow Hi
CTMT West Sump Level Hi_Hi
CTMT Moisture Hi
CTMT East Sump Level Hi
Rx Cavity Temp Hi
CTMT Temp Hi
CTMT East Sump Level Hi-Hi
LTDN ISO. Status
LTDN Hx Outlet Flow Low
SYS. BB Non TRN Trou/DISA
PRZR Level Low
PRZR Cont. Level Low/Heater Off
SYS. BB TRN A Trou/DISA

B
Leak rate : 20 l/sec 증가，

OTdT{C3} Alert
T/B Runback Operating
SG 1 STM/FW Flow Dev.
SG 2 ..
SG 3 ..
Tref/Auct Tavg Low
PRZR Press Low{P-l1}
VCT Level Low
PRZR Press Low &P-7 - Rx Trip
SI 발생 (PRZR Press 의 급작스런

,,‘om.
FL‘L’n

·
냉

I

』
n

。

u”Ru
ignJ

뼈•
mp

U

RHR Hx A Bypass Flow Low
.. B ..

CHG Pump A BRG/Gear CCW Flow Hi
.. B ..

CCW Pump TRN A/TRN B Running
Fuel Pool Hx A CCW Flow Hi

.. B
SG FW Pump T/B Trip

’ 135 -

Ramp Time 100 sec

감소) - 이후 경보는 거의

동시 발생

normal: SI로 인한 정상

lineup 이 아닙율 나타냄



N15 Hi Flux Rate(PR} Rx trip 수필후랩
P·rTlxnn+

보

와

켜
。

5G 1 Level Dev.
5G 2 ..
5G 3 ..
5G 1 Level Low
5G 2 ..
5G 3 ..
5a 1 Level Low-Low
5G 2 ..
5G 3 "
PRZR Press Low 51 Alert
PRZR Press Low 51
Tavg Low 51 Rx Trip
Two or More Rods at Botton
Rods at Bottom
PR Upper Hi flux Dev./Auct Defeat

" Lower "
Nis Hi Flux Rate (PR)
Rx Breaker Trip
Rod Control Urgent Failure

이후 생략

”

”

”

”

”

”

”

”

"
”

"

”

"

주요변수의 상태변화

o PRZR Press : Rx 출력 100%에서 157 Kg를 유지하다 사고발생에 따라 감

소하기 시작하여 136 Kg에서 Rx Trip이 얼어났으며， Trip과 함께 압력은 급

격히 감소하여 126 Kg에서 안전주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Rx Trip과 안전주

입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후 압력은 서서히 증가하기 시착한다.

。 PRZR Level : PRZR 수위 (Narrow Range) 는 58%에서 사고발생 후 계속 감

소하여 Rx Trip 시점에서 0%가 되었다가 안전주입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다. 이때 수위증가는 Leakrate와 51 유량의 차이와 같다.

o Charging Flow : 냉각수 누설에 비 례하여 3%에서 부터 증가하기 서 작하

여 18% 시점에셔 LTDN Isolation 이 발생하였으며 25%에서 Rx Trip이 발생하

고 51 가 시착되어 이후부터는 51 유량이 형성된다.

o 5/G Press : 사고진행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다가 LTDN Iso. 발생과 함

께 TIB Runback 이 발생하였다. 계숙 증가되먼 압력은 Rx Trip 발생후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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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하여 유지된다.

o S/G Level (Narrow Range) : 사고진행과는 무관하게 계숙 50%를 유지하

던 이후 수축(Shrink) 현상 및 주급수펌프 정지에 의해 급격히 캅소하여 0%

에 이른다.

o Boron Concentration : 초기 881ppm을 유지하다 안전주업 발생 약 10초

부터 BIT 주입이 완료되는 안전주입후 약 400초까지 300 - 400 ppm이 증가

하며， RWST의 2000ppm 붕산수 주엽량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 CTMT Press : 사고발생부터 Rx Trip까지 압력은 O.OlKg 에서 0.35Kg로

중가하였다.

。 CTMT Radiation: 10 uCi/cc에서 증가하기 사착하여 5000 uCi Icc까지

증가되었다.

o RC Temp. : 누설량이 많지 않아 Rx 출력에 따라 프로그램된 옴도에

따르다가 Rx Trip 이후 557
0

F를 유지한다.

5. 실협결과 및 검토

가. 결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Small LOCA의 발생을 가정하고 시률레이터률 이용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보를 발생시킨 다음， 구성한 개량형 경보시스템에 나타

난 경보를 조사， 기룩하였다. 시간별 천채 발생 경보수 빛 Peak-load 시점

을 정확히 알기 위해 새로이 발생된 경보의 반도를 시간별로 조사하여 이를

그립3-11과 같이 도표로 나타내었다.

실혐의 결과에서 경보수 감소 훔면도 중요하지반 운전지원 측면애셔 외란

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경보 Detection Phase에서의 경보개선에 관

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량형 시스템에서는 외란 초기부터 시

작하여 발생한 천처l 경보수의 75% 이상 감소하였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개발된 경보시스템와 성능명가률 위해서는 발전소의 정상 및 비정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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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며 이률 위해서는 Full-Scope 시율헤이터가 요구되

어 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비롭 분석자료량은

척으나 개량형 경보시스템의 륙성에 비추어 볼 때 실험의 북척 탈성울 위한

최소한의 것틀율 보여줄 수 있다는 가정율 전제로 한다.

개발된 시스템을 명가하기 위한 겸토항묵으로는 크게 운전효율향상， 경보

수감소 및 표시방법개선으로나눌 수 있으며， 이틀 각각은 또한 세부항북으

로 부터 평가가 가농하다. 묶히 첫째 항목의 경우 시스템의 종합적인 명가

란 점에서 헤어설 내의 운천원 행통이 포함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

라서 개량형 경보시스템의 륙성율 명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읍의 사항졸이

측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 정보의 척확성 (Timeliness of Information)

。 경보의 Alerting 기능

。 경보억제조건

o 경보수 감소정도

o 경보메세지 구성

o 경보정보내용

o 경보표시 방법 (Alarm Presentation Method)

o 경보에 대한 표시화면 (Alarm Display Design)의 효과

o 경보에 대한 운천원 웅답시간

o 시스템의 사용상 편여성

。 운전원의 Decision Making에 미치는 영향

。 Event에 대한 운천원의 이해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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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앞서의 실협결과로써 개발된 사스템율 펑가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검토항

목을 모두 측정， 분석하여야 하나 봄 과제의 성격상 개량형 경보시스템의

륙성을 모두 병가， 분석하기에는 많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주로 경보수 감소

및 경보표서개선 부붙융 중점적으로 검토합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율 입증

하고자 한다.

1) 경보수감소

기존의 경보사스템의 경우 륙성상 운전에 불필요한 경보를 발생활 수 밖

에 없으나， 개량형시스템에서는이틀의 발생율 가능한 억제하고 있다. 그러

나 설계시 주의할 점은 운전에 필요한 청보의 상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보수 감소효과의 평가률 위해서는 정보상실에 관한 분석이 뒤따라

라 한다. 전체 발생경보의 감소효과는 경보발생 로직과 경보표시방법의 두

가지 훔변에서 이루어진다.

봄 실험의 결과는 경보신효 처리를 위하여 새로이 개발된 로직율 이용하

므로써 운전에 불필요한 경보발생을 억제시격 경보발생을 줄였으며， 경보표

시 방법에 그룹핑기법을 도입하여 경보표시기의 수를 격감시켜므로써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려나 설험결파에서는 개량형 시스템의 최종복표인 75 "

감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타 시스템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이는 발천

소의 과도상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바. (죽 Alarm Fi 1tering의 효과는

셔서히 진행하는 과도상태보다는 급작히 진행되는 경우에 보다 효과척이

다. ) 체계척이고 광법위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경보분석 및 로직 적용에 의

하여 이률 극북할 수 있을 것이다. 륙히 Detection Phase 에서의 경보개선

은 현재 개발중인 개량형시스템에서는극북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2) 경보표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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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제어실에 표시되는 경보정보는 과도상태 발생시 운천원이 모든 정보

를 파악하71 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여틀 정보

충 현재 발전소상태 하에서 운전에 필요한 정보만을 나타낼 뿐만아니라，

어들을 경보표시의 우선순위도입 둥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합하여 나타내주

므로써 운전원의 인식 및 판단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본 시스랩

에서 사용한 경보창과 경보메세지부로 구성된 표시방법은 기존 시스템의 장

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

조정보로 사용되는 경보 Li st CRT의 가능은 다양한 정보률 제공하므로써 기

존의 경보시스탬이 갖는 단순한 Alerting 기능을 벗어난 잔단기농의 수행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얼부에서는 경보시스템에 그래픽과 운천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둥，

이러한 기능향상은 경보시스템이 제어설의 정보감시계몽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높이므로써 차세대 제어실에서 요구되는 총합정보시스댐의 주요한 부분

으로 점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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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4 장 광통신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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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사의 NUPLEX 80+ 를 비뭇한 EPRI 등의 요구사항에 의하면 차세대

PWR 에서는 원전의 정보통신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섬유가 유망한

전송선로로 인식되고 있다. 즉 다중화된 디지탈 데이터 통신은

플랜트의 건설비의 저렴화를 이롤 수 있으며 공사기간도 단혹시킬 수

있다. 또한 디지탈화된 분산제어에서 광통신은 향상된 성능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그러고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시스템과 광 다중화 장치는

시스템의 확장과 수정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1996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는 영광 3 ， 4호기 원전의 정보전송과 노섬보호계통 (Core

Protection System) 에 CE 사가 광섬유률 이용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관섬 뿐만 아니라 국내기술 향상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난 2 년간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광섬유의 영향을

연구하였고 당헥년도에는 원전에셔의 광통신 시스렘올 개발하였다.

그림 4-1 은 차세대 가압경수로의 한 예로서 CE 사의 NUPLEX 80+ 에서

제안한 원전에서의 정보전송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 렁코 (data link)

부분은 거의 광섬유로 대체시킬 예정임을 알 수 있다. 즉 신뢰성과

경제성이라는 2 가지 중요한 요소를 설계기준에 포함시켜 보다 발전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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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NUPLEX80+ 개량형 제어시스템에서 의

시스템간의 데이터 통신 개략도

Fig. 4-1. NUPLEX80+ inter-system communication overview
in advanced contro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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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설계블 하였다. 여기서 DPS 는 주 처리부 (Host Processor) 가

되고 그 밑의 PPS , ESFCCS , PCCS , DIAS 등은 주 처리부에 연결된 하부

처리부 (sub-processor) 로서 각각의 맡은 일을 처리하여 분산제어

구조를 이룬다. 종래에는 PPS , ESFCCS , PCCS , DIAS 등에서 DPS 에

이르는 선로가 전선으로 직접연결 (hardwiring)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된다. 따라서 선로의 복잡성， 신호의 강쇠，

잡음에 대한 영향， 비경제성 등의 단점이 있었으나 디지탈 광정보통신을

함으로써 이러한 단점들을 제거할 수 있다. DPS 와 PPS 계충간의

통신폰 디지탈 일대일 (point-to-point) 통신으로 단순히 전송선로가

광섬유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탈화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신호의 네트월화가 이루어 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섬유의 장점과 디지탈 선호의 장점들을

취하여 고속의 대용량 정보툴 신뢰성있게 전송할 수 었계 된다. 또한

DPS 에서의 AID 변환 작업이 하부 계층의 각 계통에서 이루어지므로 DPS

에서의 과부하가 상당히 감소되고 하부계층으로 균등히 분할된다. 또한

각 하부계층은 작업의 안전성 및 특성에 따라서 모률별로 구조화되어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추후에 확장이 쉽도록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신호의 다중화 작업을 포함하며 특별히 다충화 작엽처리의

계층이 따로 분리펀 계동도 있다. 예로써 ESFCCS , PCCS 같은 계통은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

발전소의 각 센서 신호와 소자신호 정보가 주제어설로 가기 전에 이

신호들을 다중화하고 또 AID 변환하며 필요시에는 이 신호값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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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때터로 하여 계통에 필요한 게산등의 작업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틀을 DPS 에 보내게 된다. 그림 4-1 에서 굵은 실선이 광섬유툴

사용하는 부분이며 통신밤식은 일대일의 데이터 렁크 (data link)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단순한 불리적 첩속이 아닌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의 OSI (Open System

Interconnection) 7 계층 (layer) 규격에서 제 2 번째의 계층을

의미하며 이로써 디지탈 신호전송에 고 신뢰성이 부가되게 된다.

이러한 신뢰성은 신호전송에 있어서 그 선로를 광섬유툴 사용함으로써

극대화되제 되며 광섬유는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해셔 원전에서의

정보통신에 필수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 신뢰성

광섬유는 모든 종류의 전기적인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전기모터， 계전기， 전력선 등의 어떠한 전기적인 유도나 방해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때문애 버트 에러율 (bit

error rate) 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종래의 금속도체를 동신에

사용했율 경우 10 exp (-6) 정도의 에러율이 발생하는 반면 광섬유를

이용했을 경우는 10 exp (-9) 보다 더 낮윤 에러율을 갖는다. 전기적인

잡음에 영향올 받지 않기 때문에 광섬유의 에러는 주로 자혜내의 신호대

잡음비 (Signal-to-Noise Ratio) 에 의해 달라진다. 이러한 우수한

잡음특성과 상호간의 무유도 특성때문에 누화 (crosstalk) 같은 현상과

전자파 간섭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에 의해 발생되는 에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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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따라서 발전소 내부，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곳，

전기적인 글리치 (glitch) 잡음이 발생하는 곳， 공장내부 등에서

광섬유의 사용은 통신 시스템에서의 신뢰성을 구축하여 원전과 같은

대형 시스템에서의 안전성에 크게 기여한다.

2. 경제성

청보전송 능력은 주따수가 높아짐에 따라 커지게 된다. 또한 최근의

한 실험에서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8 Gbps 의 전송속도에서

무중계거리 70 뼈l 의 광전송이 성공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련 점에서

대역폭이 넓은 광섬유는 정보통신에서 필수적인 전송선로가 될 것이다.

광섬유 통신은 수 MHz - GHz 의 대역을 이용하는대 이러한 광대역을

이용하여 초고속 대용량의 정보통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널당 비용이

저렴해지며 여러개의 낯응 속도의 신호를 다중화하여 선로의 갯수를

줄일 수도 있다. 통신선로로서 금속도체를 이용하는 경우 대역폭의

제한 때문에 높은 속도를 얻지 못하였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렬천송올 이용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척인 연결기기의 추가 등이

복잡하고 설치 비용야 높아지게 되므로 광섬유의 이용은 필수척이라

하겠다. 이러한 광대역의 특성으로 인해 고속 대용량의 정보가 종래의

수천가닥에서 광섬유 한가닥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있다. 즉， 최근에 안정된 단일주파수의 레이저

다이오드가 개발되었고 또한 광자체의 다중화 기술인 OTDM (Optical

Time Division Multiplexing) 기술이 발달하여 고속의 대용량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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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화 장치를 통해 전송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광통신 기술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다.

그외 저손실성， 경량， 자원절감 등 여라가지 장점여 있다. 특히

불순물을 최소로 감소시킨 광섬유에 있어서 따장 850 nm 에서 손실이 약

2.5 dB/삐I ， 1300 nm 에서는 0.5 dB/km , 1550 nm 에서는 0.2 dB/km

정도가 된다. 다옴에는 이러한 신뢰성이 있고 경제적인 광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원천에셔의 정보통신 설계시에 기준이 되는 사항틀을

얼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통간의 통신 구조는 현재 가능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채널간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또한 어느

한 통신계통에서의 고장이 발전소 전체가 shut-down 이 될 정도로

정보손실에 콘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즉 통신계통이 분산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동간의 통신에서 서로 인터페이싱 시스템간에 요구되는

시간응답 (time-response) 를 만쭉하여야 한다. 그외 일대일의 다중화，

전선으로 연결할 곳을 미리 찾아내어 설계하는 등의 조건이 있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어진 신호에서 형태블 자주 바꾸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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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각 부위에서 입력되는 소자와 센서신호틀은 다중화 장치를

통하여 하부 계동으로 입력된다. 이러한 신호들이 입력된 하부계동툴은

주제어설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주제어실 및 원전의 모든 신호틀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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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점검하는 주 컴퓨터인 DPS 로 신호를 주게 되며 궁긍적으로 이러한

정보신호의 전송이 원전에셔 발생하는 정보동신의 기본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통신구조에서 계층적 분산구조는 동산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준다. 각각의 하부계충들은 할당된 작업율 하는 동시에 일정한

양의 통신작업올 수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하부 계층 중에서 한

계동이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다른 하부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집중식의 동선구조에서와는 달리 분산구조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며 모률삭 설게가 가능하며 시스템 확장성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의 제어계통이나 동신계통 특히 원전과 같이

고신뢰블 요구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문산구조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전송선로의 문제에서도 신뢰성과 경제성이라는 중요한 점에서

광섬유의 사용이 필연척인 결과로 월 것이다. 문산구조의 광통신

계동은 크게 신호의 다중화 창치， 통신에서의 불러척 연결 벚 테이터

연결의 규약을 일컬는 통신 프로토콜， 그리고 광섬유와 이에 따르는

인터페이스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특히 통신 프로로콜의 기능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코게 화우한다.

1. 통신 프로토콜

원전에서 주 컴퓨터에 해당하는 DPS 와 하부 계통들간의 통신 빛

이러한 계동들과 다중화 장치와의 통신， 계통틀간의 동신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통신의 규약 (protocol) 이다. 이것은 통신에 대한

서로의 약속이며 이 규약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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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종래의 원전에서는 이러한 프로토콜에 EIA RS232C 방식을

사용했저만 본 연구에서는 RS485 방식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산업용 으로 이며 인정된 기술 (proven technology) 로서 그 성능이

RS232C 에 비하여 뛰어나다.

가. RS232C

이것은 EIA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가 1962년에 DTE

(Data Terminal Equipment) 와 DCE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사이의 물리척， 전기적 접속에 관한 표준올 정한 것으로 현재 청보전송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자세한 사양은 표 4-1 과 같다.

나. RS485

이것은 산업용 RS422 을 개선시킨 것으로 잡음방지， 고속의 전송속도，

멀'E.l 드롭 (multi-drop) 의 구성에 최척 방식이다. 이 방식운

동기모드와 비동기 모드로 나누어지며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노드 수는

최대 250 개 까지이고 모두 네트월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자세한

사양은 표 4-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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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S232C 와 RS485 의 비교

표 4-1. RS232C 와 RS485 의 사양 비교

Table 4-1. Specification comparison between RS232C 뻐d RS485

파라메터 RS232C RS485

동작모드 Single-ended Di fferent ial
드라이벼 수 32
리시버 수 32
최대 케이블 길이 15 m 1200 m
최고 전송속도 19.2 Kbps 10 Mbps
최대동작전압 +25 V +12 -7 V
드라이버 출력 +5V(최소)， +SV(최대) +1. SV (최소)

드라이버 부하 3 - 7 K ohm 60 ohm
리시버 업력저항 3 - 7 K ohm 4 K ohm
리시버 강도 +3 ,000 mV +200 mV

62.5 Kbps/1200m
거리당 최대속도 19.2 Kbps/15m 375 Kbps/300m

2.4 Mbps/30m

본 연구에서는 전가적 접속규약인 RS485 분만 아니라 ISO 의 OSl 7

계충 구조에서 제 2 번째 층에 해당하는 데이터 렁크 (data link) 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데이터 링크로서 SDLC (Synchronous Data Link

Control) 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선뢰도가 높고 인정된

(proven) 프로토콜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기책 접속큐약 및 데이터

렁코 규약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토콜로셔 Intel 사에서 개발하여

산업천반에 쓰이는 BITBDS 프로토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BlTBUS

를 사용하여 분산제어 구조의 광통신 계통을 설게하였는데

BlTBUS 의 일반적 특징과 기본기능 및 사양을 기술한다.

。-L은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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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TBUS 의 일반적 특징

가. 기능적 고찰

BITBUS 는 계층구조의 시스템에 고속의 직렬제어 버스를 제공하도록

정의되며 그림 4-2 에 나타나 있등이 단일의 마스터 노드 (master node)

가 다수개의 슬레이브 노드 (slave node) 와 통신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때 슬레이브 노드는 단순한 I/O 포인트일 수도 있으며 고성능의

제어기일 수도 었다.

MASTER

SLAVE SLAVE SLAVE I SLAVE I
a) SINGLE LEVEL H’ERARCHICAL STRUCTURE

그림 4-2. BITBUS 연결망 단일계층 구조

Fig. 4-2. BITBUS interconnect single level hierarchical structure

또한 그럼 4-3 에서와 같이 다층구조의 BITBUS 연결망을 이롤 수 있으며

이 때 각 계충의 통신속도는 독립척으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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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SLAVE SLAVE SLAVE SLAVE

MASTER MASTER MASTER MASTER

BITBUS'·

SLAVE SLAVE

MASTER MASTER

b) MULTIPLE LεVEL HI드RARCHICAL STRUCTURE

그림 4-3. BITBUS 연결망 다층계층 구조

Fig. 4-3. BITBDS interconnect multi level hierarchical structure

BITBUS 연결망윤 마스터 노드의 작업 (task) 과 다수개의 슬레이브

노드의 작업사여에 메시지 꽤싱 (message passing) 인터페이스를 그

목적으로 하며 order/reply 메시지 프로토콜에 의해 야루어진다.

이러한 BITBUS 연결망은 마스터 노드， 슬레이브 노E， 중계기

(repeater) 노드에 의해서 구성이 되며 마스터 노드는 하나반 폰재하게

된다. 이 마스터 노드는 order 메시지플 각 슬레이브 노드에게 송신한

다음 슬레이브 노드에게서 reply 메시지가 오는지 계속 검색하게 된다.

이러한 슬레이브 노드는 최대 250 개까지 연결가능하며 각각의 슬레이브

노드에 주소 (address) 가 할당되게 된다. 중계기는 BIIBUS 인터페이스

신호툴 재전송하는 노드로서 전송거리와 접속노드 수플 증가시키며

자기클럽모드 (self clocked mode) 에서만 동작한다. 이러한 BITBUS

연결망은 크게 나누어서 동기모드와 비동기모드인 차기클력모드로

나누어진다. 먼저 동기모드는 비교척 단거리에서 고성능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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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쓰이며 최대 30 m의 전송거리를 500 Kbps 또는 2.4 Mbps 의

속도로 전송이 이루어진다. 또한 접속 가능한 노드의 수는 최대 28

개이며 전형척인 구조를 그림 4-4 에 나타낸다.

DATA CLOCK PAIR , "DCLK

DATA PAIR

→←기
DATA

MASTER
서。DE DATA DCl l< DATA DCU< DATA DCl l<

SLAVE SLAve SLAVE
NOOE 1 NODE 2 NOOE27

그립 4-4. 동기모드 연결

Fig. 4-4. Synchronous mode connection

동기모드에서는 두개의 두개의 차동신호 (differential signal) 가 쌍

(pair) 올 이루어 사용되는데 하나는 (DATA ,DATA*) 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콜럭인 (DCLK,DCLK*) 이다. 데이터는 데이터 클럭의 failing

edge 에셔 변화되고 risirg edge 에서 샘플링된다. 차지클럭 모드는

원거리 동작에서 사용되며 375 Kbps 와 62.5 Kbps 의 두가지 속도

모드가 있다. 375 Kbps 모드에서는 - 최대 2 개의 중계기를 사용

가능하고 하나의 중계기는 28 개의 노드가 첩속 가능하다. 최대

전좀거리는 300 m 이다. 또한 62.5 Kbps 모드에서는 최대 10 재의

중계기가 사용 가능하고 최대 전송거리눈 1200 m이다. 이 자기콜럭

모드의 전형적인 구조를 그림 4-5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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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AIR 、

DATA MOATA DATA
PAIR 、SO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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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REPEATER

NODE DATA MOATA NODE DATA RTS

REPEATER
NODE

SRTS SOATA
SLAVE SI.AVE
NODE NODE

"--- DATA
TRANSCEIVER DATA

CONTRO l. PAIR PAIR
RTS

SLAVE
MRTS MOATA NODE

REPEATER
NODE

SRTS SOATA

T>l ANSCEIVER

그림 4-5. 자기클럭 모드 연결

Fig. 4-5. Self clocked mode connection

자기클럭 뜯모 두 쌍의 차동신호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데이터

(DATA,DATA*) 이고 다른 하나는 전송 제어신호 (RTS ,RTS*) 이다.

중체기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송제어 신호는 필요없다.

나. 전기척 사양

데이터의 인코딩 (encoding) 은 동기모드와 자기클럭 모드에서 서로

다르다. 동기모드에서는 비교적 간단한데 각 비트의 논리 값용 비트 셀

(bit cell) 중섬에서 데이터 신호의 레벨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때 비트

셀의 중심은 데이터 를럭 신호의 rising edge 로 되는 지점으로

정악된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 4-6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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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K·DCLK*

.v
DATA·DATA* av - - -

o o o

그림 4-6. 동기모드의 데이터 인코딩

Fig. 4-6. Synchronous mode data encoding

데이터 인코딩은 zero bit 의 삽입/체거 (insertion/deletion)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플래그 (flag) 프레엄과 데아터 열 (stream) 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즉 플래그는 ’01111110 ’ 의 비트 패턴을

사용하므로 이것이 플래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플래그 이외의 다른

정보에서는 비트 1 이 연속척으로 5 개 이상은 존재할 수 없다.

송신단에서는 플래그블 제외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1 이 5 개 오면

zero bit 를 삽입하고 수신단에서는 이 zero bit 를 제거한다.

자기를벅 모드에서는 NRZI (Non-Return to Zero Inverted) 방법을

사용하여 zero bit 의 삽입/제거를 행하는데 (DATA ,DATA*) 신호선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코딩한다. 논리적 O 는 비트 셀의 극성이 바뀌는

것을 의며하고 극성이 바꿔지 않을 때눈 1 로 깐주한다. 이러한 인코딩

방법은 그림 4-7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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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4-7. 자기를럭 모드의 데이터 인코딩
Fig. 4-7. Self clocked mode data encoding

자기콜럭 모드에서 는 16 x 기준블럭의 DPLL (Digital Phase Locked

Loop) 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프레압의 전송에 항상 동기되어야 한다.

수선단의 초기 동기화는 프레임의 전송에 앞서 PFS (PreFrame Sync.)

신호의 전송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PFS 는 최소 8 개의 zero bit 에

의하여 구성된다.

다. 데이터 렁크 프로토콜

BlTBUS 데이터 럼코 프로토콜은 고신뢰도의 입증된 프로토콜인 IBM 의

SDLC (Synchronous Data Link Control) 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BITBUS 는 단일 마스터와 다수개의 슬레이브를 갖는 멀티드톱

(multidrop) 즉 버스 (bus) 형태의 토폴로지를 구성한다.

(1) 프레힐 형식 (frame fonnaO

이러한 데이터 렁크 프로토콜은 BlIBDS 연결망에 프레임을 생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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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으며 모든 프레입운 그림 4-8 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rFLAG TADDRESS I CONTROL IINFORMATlON I FCS I FLAG I r
I NUMBER

1 1 1 N 2 1 i OF
I BYTES

그림 4-8. 프레임 형식의 표준

Fig. 4-8. Standard frame format

각 프레입은 1 - N byte 크기의 필드 (field) 라고 불리는 착은 단위로

구성되며 아 때 각 필드의 LSB 가 먼저 송신되고 맨 나중에 MSB 가

송신된다.

( 가) 플래그 필드 (flag field)

이 필드는 프레임의 처옴과 끝에 사용되어 한 프레입올 구분하는데

사용되며 버트 패턴은 '01111110' 이다. 이러한 비트 열은 zero bit

삽입/체거 방식에 의해서 그 유일성이 지켜진다.

( 나) 주소 필드 (address field)

이 필드는 슬레이브 노드의 주소를 갖고 있으며 만약 이 필드 값이

슬레이브 노드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프레임은 무시된다. 이것운 8

비트의 크기로서 o- 255 의 값을 갖지만 0,251-255 는 Intel 사에

의해서 예약되어 (reserved) 사용자는 쓸 수 없다. 따라서 BITBUS 에는

총 250 개 노드 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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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 필드 (control field)

이 필드는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 사이에 명령아와 상태를 서로

교환하는데 사용되며 길이는 8 비트이다. 이것은 동기화 관리 빛

메시지 전송의 3 형태로 분류된다.

( 라) 정 보 필드 (information field)

이것윤 BITBUS 의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즉 supervisory

또는 unnumbered frame 에는 사용되지 않고 information frame 에만

사용된다.

( 마) 프레입 검사 순차 필드 (frame check sequence field)

이 FCS 는 BITBUS 연결망에서 가장 낮은 단게의 에러 검출에 사용되며

16 비트의 CRC (Cyclic Redundancy Check) 를 포함한다. 송신 노드는

이 필드률 생성 및 전송하고 수신노드는 수신한 프레입에서 이것을

조사하여 올바른가를 판단한다. 만약 CRC 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수신된 프레입은 무시된다. CRC 는 표준 CRC-CCITT 다항식인

X*exp(16)+X*exp(12)+X*exp(5) +1 에 의하여 생성되며 모든 프레입에 이

필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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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 필드 (control field) 의 정의

Bl’rBUS 연결망의 동작은 unnumbered , supervisory , information 의

세가지 종류의 control field 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프레임을

송신하는 마스터 노드는 합상 지정된 노드로부터의 응답올 기대하고

(이를 poll bit set 라 함) 수신노드는 항상 마스터 노드로 제어권을

롤려준다. (이를 final bit set 라 함)

( 가) unnumbered frame

이것운 BlTBUS 연결망에셔 마스E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간의 동기를

시키는데 a용되며 이 프레입의 control field 형식은 그림 4-9 와

같다.

빼
m”

때때웹I I I f 나

。PERATION SPECIFIC CODE

그림 4-9. Unnumbered 제어필드 형식

Fig. 4-9. Unnumbered control field format

이것은 2 개의 명령어 (SNRM,DISC) 와 2 개의 옹답 (UA ， F맑1R) 어 있는데

표 4-2 에 나타낸다.

- 160 -



표 4-2. Unnumbered 제어필드
Table 4-2. Unnumbered control field

。PERATION COMMAND RESPONSE CONTROL VALUE FIELD
SNRM v 93H
DISC / 53H

UA v‘ 73H
FRMR ν‘ 97H

FRMR (Frame Reject) 는 슬레이브 노드가 올바르지 않폰 제어필드를

강지했을 때 마스터 노드에게 전송하는 명령어로 마스터 노드가 이

명령올 받았을 때 슬레이브 노드와 재동기블 시도한다. UA (Unnumbered

Acknowledge) 는 슬레이브 노드가 NDM (Normal Disconnect Node) 동안에

올바른 명령어를 수신했을 때 쓰인다. DISC (disconnect) 명령어는

마스터 노드가 재동기를 할 때 슬레이브 노드에게 천송하는데 이 때

슐레이료 노드는 NDM 상태로 가거나 계속 머무르게 된다. SNM (Set

Normal.Mode) 명령어는 마스터 노드가 동기를 시키기 위해 슬레이브

노드에게 전송하는데 만약 슬레이브 노드가 NDM 상태에 있을 때 이

명령어는 NRM 상태로 가게 한다. 만약 슬레이브 노드가 이미 NRM

(Normal Response Mode) 상태에 었다면 이 명령어는 무시된다.

( 나) 관리 프레입 (supervisory frame)

이 프례입은 BITBUS 연결망에서 NRM 상태의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가 상태전달을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제어필드는 그림

4-10 과 같으며 RR (Receiver Ready) 와 RNR (Receiver Not Ready) 의

두가지 동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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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R
1-RNR
N, SEQUENCE COUNT

그림 4-10. 펀리제어 필드의 형식

Fig. 4-10. Supervisory control field format

마스터 노드는 information frame 에서 슬레이브 노드를 poll 하는데 RR

프레입을 사용하며 RNR 프레입은 프레입을 수신할 준비가 되지 않은

버퍼툴 나타낼 때 사용된다. RR 및 RNR 프레입은 모두 Nr 의

순차계수를 갖는데

것을 알려준다.

이 순차계수는 Nr-1 개의 프레입이 수신되었다는

( 다) 정보 프레입 (information frame)

이 프레입은 BITBUS 연결망이 메시지 전송하는데 사용되며 이

프레입만이 유일하게 information field 즐 갖는다. 그림 4-11 운

information control field 의 형식을 나타내며 이것은 Nr-1 프레입을

올바르게 수신하였다는 의미로 Nr 순차게수를 갖으며 또한 부가된

information field 에 대한 Ns 순차게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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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정보 제어펼드의 형식

Fig. 4-11. Information control field format

이 프라l입은 supervisory frame 의 superset 으로서 supervisory frame

과 같은 acknowledge 상태를 Nr 순차계수를 통해 전달한다.

(3) 데이터 렁르의 동작

슬레이브 노드에 대한 상태천이도가 그림 4-12 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NRM (Normal Response Mode) 과 NDM (Normal

Disconnect Mode) 의 두가지 상태가 있는데 표 4-3 은 각 상태에서

가능한 입력 프레입에 대한 응답을 표시한다.

표 4-3. 슬레이브 노드의 상태천여와 응답
Table 4-3. Slave node state transitions and response

SLAVE STATE INCOMING FRAME NEXT STATE RESPONSE

NOM DISC NOM UA
NOM SNRM NRM UA
NOM 。ther NOM FRMR
NRM. tNFORMATJON NRM RR,RNA,’
NAM RR NRM RR,RNA.I
NAM RNR NRM RR,ANA
NAM INFORMATION ,RA,RNR NOM FRMR

with Irrocoverable
sequence error

NRM 。ther NOM FR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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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슬레이브 노드의 상태도

Fig. 4-12. Slave node state diagram

NRM 상태에셔 슬라이브 노드는 Nr 과 Ns 순차계수툴 포함하는데 이것은

그림 4-13 의 흐름도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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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NRM 상태에서 입력되는 프레입에 대한 슐레이브 웅답

Fig. 4-13. Slave response to incoming frame in N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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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마스터 노드가 reset 될 때 또는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가

회복 불능의 프로토콜 에러를 발견했을 때 필요하다. 그림 4-14 는

이러한 동기순서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보인다.

MASTER DEVICE SLAVE DEVICE
DISC

-J、I‘，‘‘I’，빼 IES• FRMR DEPENDING
。N STATE
(SEE TEXT)

DISC

UA
i ALWAYS

SNRM .. THE SAME

4‘ UA

그림 4-14. 전형척인 초기화 순서

Fig. 4-14. Typical initialization sequence

마스터 노드는 DISC 선호를 보냄으로써 동기화를 시작하며 슐레이브

노드의 응답픈 NRM 상태이면 FRMR 신호를， NDM 상태이변 UA 신호를

보낸다. 마스터 노드눈 슬레이브 노드가 NDM 상태에 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UA 신호률 받을 때까지 계속 DISC 신호를 보낸다. 마스터

노드는 SNRM 신호률 보냄으로써 야러한 순서플 끝마치는더1 슬레이브

노드는 NDM 상태에서 이러한 SNRM 신호툴 받는 즉시 NRM 상태로 가며

동시에 UA 신호를 천송한다. 일단 마스터 노드가 UA 신호를 받으면

슬레이브 노드가 동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슬레이브 노드가

먼저 동기화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FRMR 프레입올 전송함으로써

시학된다. 마스터 노드는 FRMR 신호에 대하여 DISC 신호를 보내며 다음

과정은 위와 같다. 다옴은‘ 데이터 렁크에서 가능한 에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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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out ---' 이 에러는 마스터 노드가 10 msec 동안에 전송 프레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시깐운 전송이 완료된

시간으로부터 옹탑이 받아지고 CRC 가 확인될 때 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 에러는 또한 지정된 슬레이브 노드가 없거나 슬레이브

노드가 CRe 에러가 났을 때도 발생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마스터

노드에 의한 회복동착이 실행되며 같은 프례입이 재전송된다. 만약에

두개와 연속된 에러가 검출되면 회복불능 프로토콜 에러카 사용자에게

알려진다.

-invalid control field --- 이것은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에

의해셔 검출되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프로토콜 에러이다. 이 에러툴

슐레이브 노드에서 발견하게 되면 우선 NDM 상태로 가며 FRMR 신호로

응탑한다. 마스터 노드에서 발견하게 되면 슬레이브 노드가 NDM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재동기를 시작한다.

• 순차계수 (sequence count) --- 이 에러는 그림 4-13 에서와 같이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라. 메시지 프로토콜 (message protocol)

BITBUS 의 메시지 프로토콜은’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다수개의

슬레어브 노드 사이에서 작업 메시지 (task message)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이것끈 order/reply 구조를 ‘ 사용하여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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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노드는 슬레이브 노드에게 명령 (order) 을 하변 슬레이브

노드는 마스터 노드에게 응답 (reply) 을 한다. 아러한 구조는 데이터

링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메시지 전송에서 infonnation

frame 을 사용한다. order 는 마스터 노드의 한 task 에서 슐레아브

노드의 task 로 보내어지는 메시지로 정의되며 reply 는 슬레이브

노드의 task 에서 마스터 노드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마스터 노드의

task 로 전송되눈 메시지로 정의된다. 데이터 렁코 프로토콜은 3

비트의 순차게수툴 사용하므로 슬레이브 노드의 메시지 수를 7 이하로

정한다. BITBUS 연결망의 메시지 형식의 표준은 그림 4-15 와 같다.

MSB

D
댄맘

빼

T

이
‘

때
빼

f때「

LAST BIT - - - ....
TRANSMITTED

LENGT서

MT I SE I DE I TR I RESERVED (4 BITS)
NODE ADDRESS

SOURCE TASK I DESTINATION TASK
COMMAND/RESPONSE

DATA·

그럽 4-15. 메시지 형식

Fig. 4-15. Message fonnat

-length

이 필드는 전체 메시지의 크기룰 나타낸다. 8 버트의 필드영역이

있어셔 7 - 255 까지의 숫자가 정해지며 이 숫자는 데이터 필드의

정보량 +7 만큼의 크기와 같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필드는 13 byte

까지 차원활 수 있으므로 결국 최대 20 byte 코기의 메시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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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 (Message Type)

이 영역은 메시지가 order 인가 또는 reply 인가를 나타내며 마스터

노드는 항상 order 를 천송한다. 따라셔 이 뺨 버트는 O 로 set 되고

슬레이르 노드는 항상 reply 를 전송하므로 ’1’ 로 set 된다.

-SE (Source Extension)

어것을 order 의 송신단 측， reply 의 수신단이 마스터 장치인가 또는

마스터 장치의 확장인가를 나타내며 1 은 마스터 장치의 확장을 0 은

마스터 장치를 의미한다.

-DE (Destination Extension)

어것올 SE 와 반대로 order 의 수신단， 즉 reply 의 송신단이

슬레이브 장치인가 또는 슬레이브 장치의 확장인가를 나타내며 1 운

슬레이브 장치의 확장을 O은 슬레이브 장치를 의미한다.

- TR (TRack)

이 필드는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노드에서 메시치를 제어하는테

사용되며 메시지틀 송신할 때는 O으로 되며 수신할 때는 1 로 된다.

- reserved

이 4 비트의 필드는 추후 사용을 위해서 예약된 것으로 송신할 때는 0

으로 되고 수신할 때는 don't car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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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메시지 프로토콜 용답

Table 4-4. ‘Message protocol response
CONDITION ERROR

No error (set by user) OOH
User defined 0' H-7FH
No destinatIOn task SOH
Protocol Error 91 H
No destination device 93H
Reserved by Intel 81 H-90H,92H,

94H-OFFH

• data

이 필드는 command 필드에 의해서 정의되며 최소 13 byte 가 지원되며

최대 248 byte 까지 확장 가능하다.

、l,
l
/

mmnbim
껴u

쨌
nap

ν빠
p
ν

nnt’--‘
、聊마

이것은 슬레이브 노드엠서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단계의 command 와 response 를 청의하는데 사용된다. remote access

는 메모리의 다운로Eo (download) 와 엎로드 (upload) 는 물론 I/Oread

와 write 기능을 제공한다. 한펀 remote control 은 슐레이브 노드에서

task 의 제어와 감시기능율 제공한다. 이 RAG 인터페이스는 메시지

프로토콜의 윗 부분에서 정의되며 실제로 슬레이브 노드에서 정의되는

특별한 task 이다.

(1) 메시지 형식

이것은 메시지 프로토콜의 형식에서 destination task/response , data

훨드를 더 자세허 정의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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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address

이 필드는 order 일 때는 목적노드의 주소를， reply 일 때는

원시노드의 주소를 나타내며 데이터 렁크 프례임에서 address 필드와

같은 값을 갖는다. 유효한 주소는 1 - 250 이며 0, 251 ‘ 255 는 Intel

에 의해 예약되어 있다.

- source task

이 필드는 order 를 발생시키거나 reply 를 수신한 task 를 나타낸다.

4 비트의 크기를 감으므로 마스터 노드의 task 는 총 16 개까지 나타낼

수 었다.

-destination task

이 필드는 order 툴 수신하거나 reply 툴 발생시킨 task 블 나타낸다.

4 비트의 크기를 갖으므로 슐레이브 노드의 task 는 총 16 개까져

나타낼 수 있다.

-comm뻐d/response

이 필드는 사용자 task 와 메시지 프로토콜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며

보통의 경우에 사용자 task 에 의해서만 사용된다. 메시지 프로토콜은

에러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사용하며 표 4-4 는 이 필드의 사용 예를

나타낸다. 이것은 response 에서만 적용되며 command 눈 사용자 task

에 의해서 정의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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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ation task

관습적으로 RAC task 는 task 0 로 정의하며 사용치 않올 때 이 task

o 는 다른 기능으로 사용해도 된다.

• command/response

이 필드논 order 에서 RAC command 를， reply 에서 RAC response 툴

나타내며 자세한 것은 RAC connnand 와 RAC response 에 의해 나타낸다.

• data

이 필드의 내용은 RAC command 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13 byte 툴

지원한다. 자세한 것은 RAC command 와 RAC response 에 나타낸다.

(2) RAC command/response

표 4-5 는 RAC command 를 나타내며 OOH - UBFH 는 Intel 에 의해서

예약되어 있으며 OCOH 一 OFFH 는 사용자를 위한 RAC command 이다.

일반척으로 RAC order 는 RAG- reply 툴 수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성공적인 reset slave order 인 경우와 몇몇의 에러인 경우가

그러하다. reply 가 되롤아 왔다면 3 가지 중의 한 에러를 나타내는데

no error, 메시지 프로토콜 에러， 또는 RAG 에러를 나타낸다. RAC

에러에 대한 reply 메시지는 order 메시지와 같은데 다른 점은 cO l1Dlland

필드 자리에 에러 response 가 삽입된 점이다. 데이터 뜸필
그대로이며 표 4-6 에 RAC error response 툴 요약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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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RAC 명령어
Table 4-5. RAC commands

COMMAND ACCESS CONTROL VALUE

Reset Slave ‘/ OOH
Create Task 1/ 01H
Delete Task 1/ 02H
Get Function 10 / 03H
RAC Protect ‘/ 04H
Read 1/0 1/ osH
Write 1/0 v ’ 06H
Update 1/0 ‘/ 07H
Upload Memory 1/ OSH
Download Memory / 09H
OR II。 / OAH
AND 1/0 1/ OBH
XOR 1/0 ‘/ OCH
Status Read ‘/ ODH
Status Write / OEH
Reserved OFH-OBFH
User Defined OCOH-OFFH

표 4-6. RAG 오류 옹답

Table 4-6. RAC error response

RESPONSE VALUE

No Task 80H
Task Overflow 81H
Register Bank Overflow 82H
Duplicate Function 10 83H
No Buffers 84H
RAC Protected 95H
Unknown RAC Command 96H

3. 다중확 장치

다중화 장치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장치로서 다수개의 신호선올

하나의 신호선으로 대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다중화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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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의 제어장치를 동반한다. 입력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탈 신호로

크게 나누어지고 또한 시간응답 (time response) 이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윤 경우 등으로 나뉘어 킬 수 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입력장치 로서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등을 쏘기도 한다.

다음은 아날로그 및 디지탈 신호의 입출력 장치톨 기술한다.

가. 아날로그 입출력 장치

아날로그 신호의 입룰혁 장치로 많이 쓰이는 것종의 하나가 DATEM

사의 dDCM320 이라는 보드이며 BITBUS 연결망에셔 지역척인

제어시스템으로 많이 쓰인다. 이것은 8 채낼의 single-ended 또는 4

채낼의 differential 입력 다충화 장치를 갖고 있으며 8 버트의 신호로

변환환다. 변환 속도는 100 usee 이고 4 개의 출력 채널올 갖고 있는데

모두 천압출력 모드로 사용되며 이 충 2 개 채널운 전류출력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6 비트의 프로그램 가능한 디지탈 입출력

포트롤 갖고 있으며 iDCX51 이라는 설시간， 다충작업 처리의 운영체제롤

사용한다. 따라셔 이 제어 보드에셔 설시간 분산체어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입의로 프로그램올 작성하여 실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dDCM320 보드의 자셰한 사양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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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 : Intel 8044
클럭 주따수 : 12 뻐Z

데이터 버스 : 8 bit
명렴어 실행시간 : 1 usee (60 %)

2 usee (40%)
4 usee (곱셈과 나늦셉 연산)

코드 메모랴 : 64 Kbyte
데이터 메모리 : 48 Kbyte
아날로그 입력 : 해상도 -) 8 bit

변환 형식 -) Successive Approximation
입력 -) 8 single-ended 또는 4 differential
입력범위 -) +5V (최대)

변환속도 -) 115 usee (최대)
입피던스 -) 1 Mega ohm (최소)

아날로그 출력 : 해상도 -) 8 bit
출력범위 -) +10V (최대)

변환속도 -) 10 msec (최대)

디지탈 입출력 : 2 개의 8 bit 포트
입출력 전환 가능
펄스출력 지원

나. 디지탈 입출력 창켜

BITBUS 연결방에서 분산제어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dDCM335 보드가

있는데 이것은 24 비트의 디지탈 입출력올 제공하며 또한 dDCM537

보드는 opto-eoupling 된 디지탈 입출력을 제공한다‘ 각각의 비트는

입력과 훌력이 프로그램에 의해 철환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BASIC , C 및

Assembly 언어로 작성된다. firmware 로눈 iDCX51 및 RAC task 등이

있으며 이것들이 통신과 실시칸 분산제어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옴과 같은 3 가자 모드로 동착하며 중계기의 역할도 한다.

이것이 중계기로 쓰일 경우의 예를 그림 4-16 에 나타내며 아래에

사양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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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섬유 인터페이스

전기선호툴 광신호로 또는 광신호를 전기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광모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천송매체로 팡섬유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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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이것은쓰이는 광모댐으로 dDCM912

광 중계기로도 쓰이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BITBUS 연결망에서 많이

공급 전압 : 12V 또는 5V
전송 형식 : 천이중방식 (full duplex)
최대전송거리 : 2 Km
전송속도 : 62.5 Kbps 또는 375 !<bps

이다.HFBRl404사에서 제작된광 송신기는 HP여기에서 사용되는

광 수신기는 역시nm 툴 전송하며 LED 로 되어 있다.이것은 따장 820

사용하면 최고속도 5둘의 조합으로 해서2402 인데 이HP 사의 HFBR

HP광섬유는된다.가
mvn

최대 전송거리는 4.7Mbps 가 가능하고

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core 지름이 100 urn 이고 cladding 지틈이 140 urn

케이블의 외경은 2‘ 9 mm 이고 최대감죄는 100/140 urn 에서

또한 최소의 대역폭은 100 때z •kIn 이다.6.0/5.0 dBI뻐 이다.

또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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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섬유 단일채널 광통신 시스템 개발

를 기초로원전의 규격 인 NUPLEX80+CE 사의 개량혐본 연구에서는

4-17 은 광통신 시스댐의그럼기본개넘올 정하였다.하여 그 설계의

。

등rPC/386DPS 로서 IBM추 컴퓨터인나타낸다.H/W 상세 구성도를

연결망을

인터페이스하여 DPS 의 출력

BITBUS동신망으로다l이터

dDCM 800 보드블 DP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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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드-,사용하였다.



ystem &MUX

IBM PC/386 /

dDCM800

dDCM912
/ \

Optical Fiber

/ Optical Transceiver

\ /
lι

Control S
dDCM912 lι

dDCM335 dDCM320 dDCM537
/ \ / (\ / j\ / l\ / \/|\/IV|\/|\ / l\ / \ / l\ / J\

-

Sensor ~ignal Generator

그림 4-17. 팡총신 시스템의 H/W 상셰 구성도

Fig. 4-17. Block diagram of H/W detailed design
for optical communication system

신호를 BITBUS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준다. BITBUS 연결망은 산업용

분산제어 계동에 많이 쓰이는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로서 실시간 제어가

‘ 가능하다. BITBUS 의 전기적언 신호는 EIA-RS485 방식을 사용하며

데이터 렁크는 SDLC 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DPS 의 산호가

BITBUS 의 신호로 변환된 다읍 이 BITBUS 신호률 다시 광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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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위해 광신호 변환기인 dDCM912 광모댐 보드를 인터페이스

하였다. 이렇게 해서 광신호로 변환된 BIrBUS 신호는 하부

제어계통으로 전송되는데 이 때 하부 제어계통은 아날로그 및 다지탈

신호의 입혁을 받으며 최큰에는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하부 제어계통에 dDCM320 아날로그 다중확장치

빛 입출력 프로세서와 dDCM335 및 dDCM537 디지탈 다중화장치 및

입출력장치를 사용하였다. 이것들은 아날로그 및 디지탈 입력신호를

다중화하는 한편 이 신호들을 파라메터로 하여 그 하부계통에 할당흰

일을할 수 있다.

각 하부계통은 다중화장치뿔만 아니라 독립된 CPU 가 있고 실시간

분산제어 기능이 있는 톡립된 운영체제인 iDCX51 이 동착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체어 환경하에서 각 계통에 알맞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행시킬 수 있으며 여 때 다중작업 (multi-tasking) 처리가

최고 8 개까지 가능하여 사스템 효융이 최대화된다. 즉 분산저l 어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펀다.

이 하부계통은 DPS 와의 광신호전송을 위하여 광모템인 dDCM9l2

보드를 사용하는데 이 때 통신속도는 62.5 Kbps 빛 375 Kbps 의 두가지

방식이 었으며 최대 전송거리는 2krn 이다. 또한 통신매체인 광섬유는

820 nm 의 따장으로 동착하며 최고속도는 5 Mbps 가 가능하다.

실험에서는 50 m 길이의 광섬유를 사용하였으며 375 Kbps 의 자기클럭

모드에서 비동기식으로 사용하였다. dDCM912 는 또한 필요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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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드롭으로 여러개의 하부 제어계통을 인터페이스할 수 있으며

하부계통의 갯수 및 전송거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광중계기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하나의 dDCM912 보드에 대하여 최대 28 개의 하부계통이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하부 제어계통운 압력으로셔 디지탈 및

아날로그 센서신호와 소자장치의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실험에서는

이러한 신호들을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모의신호 발생장치를

인터페이스 하였다.

모의신호 발생장치는 SBC (Single Board Computer) 위에서 AID 및 DIA

변환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아날로그 및 디지탈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출력신호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주기가 변경 가능하다. 이

출력신호들이 제어계동의 입력으로 연결되어 다중화되며 dDCM335 빛

dDCM537 디지탈 신호 다중화장치는 최대 24 개씩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 180 -



저11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과제에서는 개량형 가압경수로에서 채택될 주제어실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

보표시계통 개발， 개량형 경보계통 개발 그리고 광풍산시스램 개발에 관한 연구

를수행하였다.

정보표시계통 개발에서 대형정보표사화면(POSB)의 운전정보는 계충적 정보구

조의 정점으로 모든 운전 모드에서 전반적인 운전상태를 신숙하게 파악하도록 하

여 주며， 우선순위 경보표시， Critical Safety Function의 표시로 안전운전에 도

옵을 준다.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를 대산하고，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

뢰성을 놓이기 위한 신호검증기법올 도입한 정보처리 및 표시시스템언 디자탈지

시기는 신속한 정보인지와 운전효율 향상에 기여하며， 제어반의 크기를 획기적으

로 감소시킬 수 있어 제어반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개량형 경보계통의 설계 륙징은 계롱구성 및 운전모드를 단순화， 자동화및 전

산화를 위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기술개발로 집약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

후에 예축되는 미래형 계측제어계롱의 도입에 따라 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위

하여 기존 경보계통의 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율 종합척으로 명가하고 최

척의 설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구성 및 실험 명가를 통하여 개량형

주제어실 도입에 따른 기술검토 및 원전 설계 국산화와 관련한 경보시스템 기반

설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o 원전 경보시스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

。 경보처리 및 표시 구현올 위한 프로토타입 경보시스템 셜계 및 구성

o 채래식 경보시스렘과 개량형 경보시스랩의 경보발생 빛 표시방법에 대

한 비교 분석을 통한 최적 설계방안 제시

。 개량형 경보시스템의 경보처리 알고러즙 및 표시기법에 대한 명가

o 개량형경보시스템 가술검토사항 쩌l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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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 광통신 척용은 신뢰성 및 경제성측면에서 필수척이다. 본 연구

에서는 광롱신 프로토콜과 광롱산시스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운 다음

과 같다.

o 광 다중화를 통한 신호선로의 단순화로 주 제어설의 설계가 간단해지고 경제

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

o 광통신 핵심기술개발을 롱하여 원전에서의 황 정보통신 기술자럽율 이룩할

않
-
수
’

。 실시간 분산제어 시스템의 개발로 광통신 계홍의 안천성 및 고숙처리를 탈성

할 A 이。, MO·

。 고기농의 팡통신 프로토콜율 이용하여 대규모 팡홍신계통의 경헤척 운용이

가능함.

본 과져l률 수행하여 얻은 연구결과률 국내원컨 건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설증기술(Proven Technology) 여부. 원전 건설단가 상승 및 공기연장동의

문제로 설현하기 어려운게 사설이다. 그러나 원천 셜계시의 신기술도 원전 건설

후에는 낡은 기술이 되어버려 고장수리도 힘풀고 예비부품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

이므로 하루 빨리 이려한 연구결과가 원전 건설에 반영되어야겠다. 그러고 선진

국에 비해 초보적인 계통설계기술을 조숙히 발전시키기 위한 해외 원자력 선진국

들과의 공동협력 프로젝트 참여를 지숙시켜야 합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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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콤L_를추 1 POSB TAG NAME LIST

I. DOT MATRIX DISPLAY

no engraVing location description address tag name

1. AIO-A14 。peration mode display 310H αlD-l

POWER - power operation 뻐10-2

HEATUP - heat up and cooldown I:MD-3
REFUEL - cold shutdown and α10-4

refueling α10-5

RxTRIP - post trip {l.ID-6

-
록부l



II. BACK LIGHT LAMP DISPLAY

no engr‘aVlng location description color address tag

Ll. RC B16 reactivity control(alarm) yellow 380H L1 -1

L2. HR C16 core cooling, RCS 381H L1 -2
heat removal(alarm) ”

L3 PI B17 primary integrity(alarm) ” 382H L1 -3
(primary inventory)

L4. PC C17 Res pressure control
(alarm) ” 383H L1 -4

L5. CI DI6 containment integrity
(alarm) ” 384H L2-1

L6. HS B18 heat sink , S/F convertion,
heat rejection(alarm) ” 385H L2-2

L7 RR 017 radiation release(alarm) ” 386H L2-3

L8. ES CI8 electrical supplies
(alarm) ” 387H L2-4

L9. EG DI8 electrical generation
(alarm) ” 388H L3-1

L10. CS C6 containment spray(alarm) ” 389H L3-2

LIl C6 containment spray
status(on/of f) red/green 38AH L3-3

L1 2. P D4 containment pressure
(alarm) yellow 38BH L3-4

L13. T D8 containment temperature
(alarm) II 38CH L4-I

- 부록 1-2 -



n。 engravmg location description color address tag

Ll4. CI EIO containment isolation
(alarm) yellow 38DH L4-2

LI5. 010 containment isolation
status(on/off) red/green 38EH L4-3

LI6. £6 PZR safety valve status
(on/of f) red/green 38FH L4-4

LI7. SD G4 safety depressure
control(alarm) yellow 390H L5-1

LI8. F4 PZR safety depressure
control valve status
(on/of f) red/green 391H L5-2

LI9. P G5 PZR pressure(alarm) yellow 392H L5-3

L20. G6 PZR pressure in/decrease
indication arrow
up(normallalarm) green/yellow 393H L5-4

L21 G6 middle(normal/alarm) green/yellow 394H L6-1
L22. G6 down(normal/alarm) green/yellow 395H L6-2

L23. L H5 PZR level(alarm) yellow 396H L6 ‘ 3

L24. H6 PZR level in/decrease
indication arrow
up(normal/alarm) green/yellow 397H L6-4

L25. H6 middle(normal/alarm) green/yellow 398H L7-1
L26. H6 down(normal/alarm) green/yellow 399H L7-2

L27. T J2 reactor core exit
temperature(alarm) yellow 39AH L7-3

L28. L J3 reactor water level
(alarm) yellow 39BH L7-4

- 부록 1-3 -



no engraving location description color address tag

L29. S뼈 H2-12 coolant saturated
margin monitoring
(alarm) yellow 39CH L8 ‘ 1

L30. del T 14 T hot-T cold (alarm) yellow 39DH L8-2

L31. Ta 16 average co여ant

temperature(alarm) yellow 39EH L8-3

L32. 17 Ta in/decrease
indication arrow
up(normal/alarm) green/yellow 39FH L8-4

L33. 17 middle(normal/alarm) green/yellow 3AOH L9-l
L34 17 down(normal/alarm) green/yellow 3A1H L9-2

L35. Res K6 reactor coolant
system(alarm) yellow 3A2H L9-3

L36. J5 RCS status(on/off) red/green 3A3H L9-4

L37. L H9 S/G level(alarm) yellow 3A4H LI0-1

L38. 19 S/G 1 level(alarm) yellow 3A5H L10-2

L39. 19 S/G 1 level in/decrease
indication arrow
up(normallalarm) green/yellow 3A6H L10-3

L40. 19 middle(normal/alarm) green/yellow 3A7H L10-4
L41. 19 down(normal/alarm) gret'n/yellow 3A8H L1 l-1

L42. 2 J9 S/G 2 level(alarm) yellow 3A9H L1 1-2

L43. J9 S/G 2 level in/decrease
indication arrow
up(normal/alarm) green/yellow 3AAH L11-3

L44 J9 middle(normal/alarm) green/yellow 3ABH L11-4
L45 J9 down(normal/alarm) green/yellow 3ACH L12-1

L46. Rx P L3 reactor power(alarm) yellow 3ADH L12-2

- 부룩 1-4 -



n。 e명ra뺑 location description color address tag

L47. TB H13 turbine bypass system
(alarm) yellow 3AEH Ll2-3

L48. Ell TBN bypass to atm.
steam dump valve status
up(on/of f) red/green 3AFH Ll2-4

L49. Ell down(on/off) red/green 3BOH L13-1

L5D. G14 TBN bapass to condensor
valve status(on/off) red/green 3B1H L13-2

L5I. F12 Main steam isolation
valve status(on/off) red/green 3B2H L13-3

L52. F15 Turbine operation
status( on/of f) red/green 3B3H L13-4

L53. FI9 Turbine generator
operation status(on/off) red/green 3B4H L1 4-1

L54. MFW III main feedwater system
(alarm) yellow 3B5H Ll 4-2

L55. H12 main feedwater‘ system
status(on/of f) red/green 3B6H L14-3

L56. CD 113 condensate system(alarm) yellow 3B7H L14-4

L57 ‘ H13 condensate system
status(on/of f) red/green 3B8H L15-1

L58. HI5 Condensor operation
status(on/off) red/green 3B9H L15-2

L59. AFW J12 auxiliary feedwater
system(alarm) yellow 3BAH L15-3

L60. J12 AFW status(on/off) red/green 3BBH L1 5-4

‘
L61. CW J15 circulating water

system(alarm) yellow 3BCH L16-1

- 부록 1-5 -



no engraVing location description color address tag

L62. J15 circulating water
system status(on/off) red/green 3BDH L16-2

L63. ELEC J17 electrical supply
system(alarm) yellow 3BEH L16-3

L64. J17 electrical supply
system status(on/off) red/green 3BFH LI6-4

L65. G18 On-site power breaker
from T/G operation
status
up(open) green 3COH L17-1

L66. GI8 middle( close) red' 3CIH L17-2
L67. GIg down(open/close) green/red 3C2H L17-3

L68. G21 Off-site power breaker
from T/G operation
status
up(open) green 3C3H L1 7-4

L69 G21 middle(close) red 3C4H L1 8-1
L70. G21 down(open/close) green/red 3C5H L1 8-2

L71. H20 On-site power breaker
from off-site power
operation status
up(o야n) green 3C6H L18-3

L72. H20 middle( close) red 3C7H Ll8-4
L73. H20 down(open/close) green/red 3C8H L1 9-1

L74 J20 On-site power breaker
from D/G operation
status
up(open) green 3C9H L19-2

L75. J20 midd1e(close ) red 3C따{ L19-3
L76. J20 down( open/close) green/red 3CBH L19-4

- 부륙 1-6 -



no engrav1ng location description color address tag

"
diesel generatorL77. m J22
system(alarm) yellow 3CCH L20-1

L78 K22 diesel generator ‘ system
status(on/off) red/green 3CDH L20-2

L79 아~R M8 residual heat removal
system(alarm) yellow 3CEH L20-3

L80. M8 뻐R system status
(on/of f) red/green 3CFH L20-4

L8I. cves M6 chemical volume control
system(alarm) yellow 3DOH L21-1

L82. M6 cves status(on/off) red/green 3DlH L21-2

L83. Sl Ml2 safety injection system
(alarm) yellow 3D2H L21-3

L84. Ml2 Sl operation status
(on/off) r‘ed/green 3D3H L21-4

L8S. soc MIO shutdown cooling system
(alarm) yellow 3D4H L22-1

L86. MIO SOC operation status
(on/off) red/green 3DSH L22-2

L87 IA Ml7 instrument air system
(alarm) yellow 3D6H L22-3

L88. MI7 IA system operation
status(on/of f) red/green 3D7H L22-4

- 부록: 1-7 -



no engravIng location description color address tag

L89. ccw M14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alarm) yellow 3D8H L23-1

L90. M14 CCW system operation
status(on/off) red/green 3D9H L23-2

L91. SW Ml5 service water system
(alarm) yellow 3DAH L23-3

L92. Ml5 SW system operation
status( on/of f) red/green 3DBH L23-4

L93. G3 Rx header air vent
valve status(on/off) red/green 3DCH L24-1

- 부룩 1-8 -



Ill. 2-4 DIGIT DIGITAL ~또RIC DISPLAY

N。 Location Description No. of Address Tag Name
digit

Dl. F6 PZR pressure 3 DIGIT 280H - 281H Dl-l
numeric display
(left)

D2. F7 (right) 282H - 283H Dl-2

D3. H7 PZR level 2 DIGIT 284H - 285H D2-1
numeric display

D4. J5 del T 286H - 287H D2-2
numeric display 2 DIGIT

D5. J7 Ta numeric display 3 DIGIT 288H - 289H D3-1
(left)

06. J8 (right) 28빠f - 28BH D3 ‘ 2

D7. lIO S/G 1 level 2 DIGIT 28CH - 28DH D4-1
numeric display

DB. JI0 S/G 2 level 2 DIGIT 28EH - 28FH 04-2
numeric display

09. L3 reactor power 4 DIGIT 290H - 291H D5-1
numeric display
(left)

DIO L4 (right) 292H - 293H D5-2

Dl1 E19 electrical output 3 DIGIT 294H - 295H 06-1
power numerIc
display
(left)

012 E20 (right) 296H - 297H 06-2

D1 3 13 coolant saturated 2 DIGIT 298H - 299H D7-1
margin monitoring
numeric display

- 부룩 1-9 -



후휴혹콕-2 Dot Matrix Display 듀L족률 프프흐료二그L 흑뀔

PORTIO: EQU IOH :* power port address 1
PORTII: EQU IIH :* power port address 1
PORT12: EQU 12H :* grαlOd port adress 1
PORT13: EQU 13H :* ground port address 1
PORT14: EQU 15H :* latch port address I
PORT20: EQU 20H :* power port address 2
PORT21: EQU 21H :* power port address 2
PORT22: EQU 22H :* ground port address 2
PORT23: EQU 23H :* ground p아·t address 2
PORT24: EQU 25H :* latch port address 2
PORT30: EQU 30H :* power por‘ t address 3
PORT31: EQU 31H :* power port address 3
PORT32: EQU 32H :* ground port address 3
PORT33: EQU 33H :* ground port address 3
PORT34: EQU 35H :* latch port address 3

C_B_WORD: EQU 4FH :* control word for Z-80 PIO input mode
C_B_PORT: EQ.U OBH :* write control word to Z-BO PIO B port
D_B_PORT: EQU 0때 :* reading data to Z-80 PIO B port

:CHARACTER "K" & "A" & "E" & "R" DISPLAY SUBROOTINE

:** CHARACfER "K" DISPLAY SUBROOTINE

if reading data is 4. jump "R" & "x" & "T’

RIGHI’ data for character "K & A"
LEFT data for character "K"
CONTROL data for ground

CI\L때Kl:

LOOPKK:

LD A.C B WORD
OUT (C_B_PORT ), A
IN A. (D_B_PORT)
SUB 1
JP Z, CALLPI
IN A, (D_B_PORT)
SUB 2
JP Z, CALLHI
IN A, (D_B_PORT)
SUB 3
JP Z, CALLRl
IN A, (D_B_PORT)
SUB 4
JP Z, CALLR2
LD IX , KIR
LD IY, KIL
LD HL , TOC
LD B, 16
LD A. (IX)
OUT (PORTI 0), A
LD A, (IY)
OUT (PORTl I) , A

if reading data is 1, jump "P" & "0" & "W"

if reading data is 2 , jump "H" &"E" & "A"

if reading data is 3, jump "R ’ & "E" & "F"

- 부록 2- 1 -



INC IX
INC IY
LD A.B
SUB 9
JP NC , CALLKK
LD A, O
om (PORTl2) , A
LD A, (HL)
OUT (PORTl3). A
LD A, O
om (PORTl4) , A
INC HL
DEC B
JR NZ , LOOPKK
JP CALLAAl

CALLKK: LD A, (HL)
OUT (PORTl2) ,A
LD A, O
OUT (PORTl3), A
LD A, O
om’ (PORTl4) , A
INC HL
DEC B
JR NZ , LOOPKK
JP CALLAAI

; 1Il1ll CHARACfER "A & E" DISPLAY SUBROOTINE

CALLAA1: LD IX, AIR
LD IY, AIL
LD HL , TOC
LD B, 16

LOOPAA: LD A, (IX)
OUT (PORT20 ), A
LD A, (IY)
OUT (PORT21) , A
INC IX
INC IY
LD A.B
SUB 9
JP NC.CALLAA
LD A.O
OUT (PORT22) , A
LD A, (HL)
OUT (PORT23) , A
LD A.O
OUT (PORT24) , A
INC 따」

- 부록 2- 2 -



DEC B
JR NZ , LOOPAA
JP CALLRRl

CALLAA: LD A, (HL)
OUT (PORT22) , A
LD A.O
OUT (PORT23) , A
LD A.O
OUT (PORT24) ,A
INC HL
DEC B
JR NZ , LOOPAA
JP CALLRRl

~ ## CHARACfER "R" DISPLAY SUBROOTlNE

CALLRR1: LD IX.RIR
LD IY , RIL
LD HL. TOC
LD B, 16

LOOPRRR: LD A, (IX)
OUT (PORT30 ), A
LD A, (IY)
OUT (PORT3I) I A
INC IX
INC IY
LD A.B
SUB 9
JP NC , CALLRRR
LD A, O
OUT (PORT32) , A
LD A, (HL)
OUT (PORT33) ,A
LD A, O
OUT (PORT34) , A
INC HL
DEC B
JR NZ , LOOPRRR
JP CALLKKl

CALLRRR: LD A, (HL)
OUT (PORT32) , A
LD A.O
OUT (PORT33) , A
LD A, O
OUT (PORT34) , A
INC HL
DEC B

- 부록 2- 3 ‘



JR NZ, LOOPRRR
JP CALLKKl

:CHARACfER "P" & "0" & "W" DISPLAY SUBROOTINE

:** CHARACTER "P" DISPLAY SUBROOTINE

CALLPl: LD A, C_B_WORD
our (C_B_PORT ), A
IN A, (D_B_PORT)
SUB 2
JP Z, CALLHl : if reading data is 2. jump "H" & "E" & "A"
IN A, (D_B_PORT)
SUB 3
JP Z, CALLRl : if reading data is 3. jump "R" & "E" & "F"
IN A, (D_B_PORT)
SUB 4
JP Z, CALLR2 ; if reading data is 4, jump "R" & "x" & "T"
10 IX. TPIR ; RIGffi‘ data for character "Ph
LD IY.TPIL : LEFT data for character "ph
LD HL, TDC : CONTROL data for ground
LD B, 16

LOOPP: LD A, (IX)
OllT (PORTl0 ), A
LD A, (IY)
OUT (PORTl l ), A
INC IX
INC IY
LD A, B
SUB 9
JP NC.CALLP
LD A.O
OllT (PORTl2), A
LD A. (따J
OUT (PORTl 3) ,A
LD A, O
OUT (PORTl4) , A
INC HL
DEC B
JR NZ.LOOPP
JP CALLOI

CALLP: LD A, (HL)
OUT (PORTl2>. A
LD A.a
OUI’ (PORTl3). A
10 A. a
OUT (PORTl 4) , A
INC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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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B
JR NZ , LOOPP
JP CALL01

;** CHARACfER "0" DISPLAY SUBROOTINE

CALL01: LD IX , TOIR
LD IY, TOIL
LD HL, TOC
LD B, 16

LOOPO: LD A, (IX)
OUT (PORT20 ), A
LD A, OY)
OUT (PORT21) , A
INC IX
INC IY
LD A, B
SUB 9
JP NC, CALLO
LD A, O
OUT (PORT22) , A
LD A, (HL)
OUT (PORT23 ), A
LD A, O
OUT (PORT24) , A
INC HL
DEC B
JR NZ , LOOPO
JP CALLWI

CALLO: LD A, (HL)
OUT (PORT22) , A
LD A, O
OUT (PORT23) , A
LD A.O
OUT (PORT24) , A
INC HL
DEC B
JR NZ , LOOPO
JP CALLWl

:** CHARACI’ER "W" DISPLAY SUBROOTINE

CALLWI: LD IX, TWIR
LD IY, TWIL
LD HL , TOC
LD B, 16

LOOPW: LD A, (IX)
OUT (PORT30) , A

- 부록 2- 5 -



LD A, (IY)
OUT (PORT3l) , A
INC IX
INC IY
LD A.B
SUB 9
JP NC.C따.LW

LD A.O
OUT (PORT32) , A
LD A, (HL)
OUT (PORT33) , A
LD A, O
OUT (PORT34 ), A
INC HL
DEC B
JR NZ.LOOPW
JP CALLPl

CALLW: LD A, (따‘)
OUT (PORT32) , A
LD A, O
OUT (PORT33) , A
LD A.O
OU1‘ (PORT34) , A
INC HL
DEC B
JR NZ.LOOPW
JP CALLPl

:CHARACfER "H" & "E" & "A" DISPLAY SUBROOTINE

:** CHARACfER "H" DISPLAY SUBROOTINE

C따‘LHl: LD A, C_B_WORD
OUT (C_B_PORT), A
IN A, (D_B_PORT)
SUB 1
JP Z, CALLPl : if reading data is I , jump "P" & "0" & "W"
IN A, (D_B_PORT)
SUB 3
JP Z, CALLRl ; if reading data is 3. jump ’ R" & "E" & "F"
IN A, (D_B_PORT)
SUB 4
JP Z, CALLR2 : if reading data is 4. jump "R" & "x" & "T"
LD IX.THR
LD IY ， T빠J

LD HL , TOC
LD B, 16

LOOPH: LD A, (IX)

- 부록 2‘ 6 -



OUT (PORTI0). A
LD A, (IY)
OUT (PORTI!) , A
INC IX
INC IY
LO A, B
SUB 9
JP NC, CALLH
LO A, O
OUT (PORT12), A
LO A, (HL)
OUT (PORT1 3) , A
LD A.O
OUT (PORT1 4) , A
INC HL
OEC B
JR NZ, LOOPH
JP CALLEl

CALLH: LD A, (HL)
OUT (PORTl2) , A
LO A.O
OUT (PORTI3) , A
LO A.O
olπ (PORTI4). A
INC HL
DEC B
JR NZ.LOOPH
JP CALLEl

:** CHARACTER "E" DISPLAY SUBROOTlNE

CALLEl: LD IX.TER
LD IY.TEL
LD HL, TOC
LD B, 16

LOOPE: LD A, (IX)
OUT (PORT20 ), A
LD A, (IY)
OUT (PORT21) , A
INC IX
INC IY
LD A.B
SUB 9
JP NC.CALLE
LD A,O
OUT (PORT22 ), A
LD A, (HL)
OlIT (PORT23) , A

- 부록 2- 7 -



LO A, a
our (PORT24) , A
INC HL
DEC B
JR NZ.LOOPE
JP CALLAl

CALLE: LO A, (따」
our (PORT22) , A
LO A.a
our (PORT23) , A
LO A, a
OUI‘ (PORT24) , A
INC HL
OEC B
JR NZ.LOOPE
JP CALLAl

;** CHARACTER "A" OISPLAY SUBROOTINE

C따‘LAl: LO IX.TAR
LO IY.T따‘

LO HL. TOC
LO B.16

LOOPA: LO A, (IX)
OUT (PORT3a ), A
LD A. (IY)
our (PORT31 ), A
INC IX
INC IY
LD A, B
SUB 9
JP NC.CALLA
Ln A.O
OUT (PORT32) , A
Ln A, (따)
our (PORT33) , A
Ln A, a
OlIT (PORT34) , A
INC HL
DEC B
JR NZ.LOOPA
JP CALLHl

따나A: LO A, (따‘)
our (PORT32) , A
LO A.a
alII’ (PORT33) , A
LD A, O

-부룩 2- 8 -



our (PORT34) , A
INC HL
OEC B
JR NZ , LOOPA
JP CALLHl

:CHARACTER "R" & "E" & "F" DISPLAY SUBROOTINE

: U CHARACfER "R" DISPLAY SUBROOTINE
CALLRl: LO A, C_B_WORO

OUT (C_B_PORT) , A
IN A, (D_B_PORT)
SUB 1
JP Z, CALLPl : if reading data is 1, jump "P" & "0" & "W"
IN A.(O_B_PORT)
SUB 2
JP Z, CALLHl : if reading data is 2, jump "H" & "E" & "A"
IN A, (D_B_PORT)
SUB 4
JP Z.C따‘LR2 : if reading data is 4, jump "R" & "x" & "T"
LO IX.TRR
LD IY , TRL
LD HL.TDC
LO B, 16

LOOPR: LO A, (IX)
OUT (PORTI0) •A
LO A, (IY)
our (PORTII ), A
INC IX
INC IY
LO A, B
SUB 9
JP NC, CALLR
LO A, O
OUT (PORTI2). A
LO A, (HL)
our (PORTI3) , A
LO A, O
OUT (PORTI4). A
INC HL
DEC B
JR NZ, LOOPR
JP CALLE2

CALLR: LD A, (따‘)
OUT (PORTI2) , A
LD A.O
OUT (PORTI3 ), A
LD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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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PORT1 4) , A
INC HL
DEC B
JR NZ, LOOPR
JP CALLE2

;** CHARACTER "E" DISPLAY SUBROOTINE

CALLE2: LD IX, TER
LD JY. TEL
LD HL , TOC
LD 8 , 16

LOOPEE: LD A, (IX)
OUT (PORT20) , A
LD A, (IY)
OUT (PORT21) , A
INC IX
INC IY
LO A, B
SUB 9
JP NC , CALLEE
LD A, O
OUT (PORT22) , A
LO A, (HL)
OUT (PORT23) , A
LD A, O
OUT (PORT24) , A
INC HL
DEC B
JR NZ, LOOPEE
JP CALLF1

CALLEE: LO A, (HL)
OUT (PORT22). A
LO A, O
OUT (PORT23) , A
LO A.O
OUT (PORT24) , A
INC HL
DEC B
JR NZ , LOOPEE
JP CALLF1

:** CHARACTER "F" DISPLAY SUBROOTlNE

CALLF1: LD IX, TFR
LD IY, TFL
LD HL,T많
LO 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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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F: LD A, (IX)
OUT (PORT30 ), A
LD A, (IY)
OUT (PORT31) , A
INC IX
INC IY
LD A, B
SUB 9
JP NC , CALLF
LD A.O
OUT (PORT32) , A
LD A, (HL)
OUT (PORT33) , A
LD A, a
our (PORT34) , A
INC HL
DEC B
JR NZ.LOOPF
JP CALLRl

CALLF: LD A, (따」

our (PORT32). A
LD A, O
OUT (PORT33) , A
LD A, O
OUT (PORT34) , A
INC 뻐J

DEC B
JR NZ.LOOPF
JP CALLRl

;CHARACTER "R" & "x" & "T" DISPLAY SUBROOTlNE

;** CHARACfER "R" DISPLAY SUBROOTINE
CALLR2: LD A, C_B_WORD

OUT (C_B‘ PORT) , A
IN A.(D_B_PORT)
SUB 1
JP Z, CALLPl ; if reading data is 1. jump "PH & "0" & "W"
IN A, (D_B_PORT)
SUB 2
JP Z, CALLH1 ; if reading data is 2, jump "H" & "E" & "A"
IN A. (D_B_PORT)
SUB 3
JP Z.CALLRl ; if reading data is 3, jump "R" & "E" & "F"
LD IX.TRR
LD IY ,TRL
LD HL. TOC
LD 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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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RR: LD A, (IX)
our (PORT10) , A
LD A, (IY)
απ (PORT1 I ), A
INC IX
INC IY
LD A.B
SUB 9
JP NC, CALLRR
LD A, O
OUT (PORT12), A
LD A, (따)
OlIT (PORT1 3) , A
LD A, O
OUI’ (PORT1 4) , A
INC HL
DEC B
JR NZ, LOOPRR
JP CALLXl

CALLRR: LD A, (따j
OlIT (PORT12) , A
LD A, O
OlIT (PORT1 3) , A
LD A, O
이π (PORT1 4) ,A
INC HL
DEC B
JR NZ.LOOPRR
JP CALLXl

:** CHARACTER "X" DISPLAY SUBROOTlNE

CALLXl: LD IX. TXR
LD IY. TXL
LD HL. TOC
LD B.16

LOOPX: LD A.(IX)
OlIT (PORT20 ), A
LD A. (IY)
OlIT (PORT2l). A
INC IX ‘

INC IY
LDA.B
앉189

JP NC, CALLX
LD A.O
OUI‘ (PORT22).A
LD A.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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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ORT23) , A
LD A, O
our (PORT24) , A
INC 따‘

DEC B
JR NZ.LOOPX
JP CALLTl

CALLX: LD A, (HL)
OlJf (PORT22) , A
LD A.O
OlJf (PORT23} , A
LD A.D
OUT (PORT24) , A
INC HL
DEC B
JR NZ.LOOPX
JP CALLT1

:** CHARACTER "T" DISPLAY SUBROOTINE

CALLT1: LD IX.TTR
LD IY ’ITL
LD HL. TOC
LD B, 16

LOOPT: LD A, (IX)
our (PORT30 ),A
LD A, (lY)
OUT (PORT31 ), A
INC IX
INC IY
LD A.B
SUB 9
JP NC , CALLT
LD A, O
our (PORT32) , A
LD A, (HL)
OUT (PORT33) , A
LD A, O
OUT (PORT34) , A
INC HL
DEC B
JR NZ , LOOPT
JP CALLR2

CALLT: LD A, (HL)
OUT (PORT32) , A
LD A.O
OUT (PORT33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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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A.O
OUT (PORT34). A
INC HL
DEC B
JR NZ.LOOPT
JP CALLR2

ORG 800H
TOC: DB lH.2H.4H.8H.10H.20H.40H.80H.lH.2H.4H.8H, lOH, 20H, 40H.80H
TPL: DB OOH.3FH, 18H, 18H, 18H.18H, 18H.18H.IFH.18H.18H.18H, 18H, 18H, 3CH, OOH
TPR: DB OOH, OFOH, 18H, OCH, OCH, OCH, OCH, 18H, OFOH, OOH, OOH, OOH.OOH, OOH, OOH, OOH
TOL: DB OOH, 07H , OCH , 18H, 30H, 30H, 30H, 30H, 30H , 30H , 30H , 30H, 18H, OCH, 07H, OOH
TOR: DB OOH, OEOH , 30H , 18H, OCH, OCH, OCH , OCH, OCH , OCH , OCH, OCH, 18H, 3OH , OEOH, OOH
TWL: DB OOH, 30H, 30H , 30H, 30H, 30H, 31H, 3IH, 33H, 36H, lCH , 18H, 18H, 18H, 18H, OOH
TWR: DB OOH , OCH , OCH , OCH , OCH.OCH, 8CH, 8CH, OCCH.6CH.38H, 18H, 18H.l8H.18H, OOH
TEL: DB OOH , 3FH , 18H, 18H, 18H, 18H, 18H. lFH, 18H, 18H, 18H. 18H. 18H. 18H, 3FH, OOH
TER: DB OOH, OFCH, 04H.OOH, OOH, OOH, lOH, OFOH, lOH, OOH, OOH, OOH, OOH, 04H, OFCH , OOH
TRL: DB OOH, 3FH, 18H, 18H, 18H, 18H, 18H, 18H, lFH, 19H, 18H, 18H, 18H, 18H, 3CH.OOH
TRR: DB OOH , OFOH, 18H, OCH , OCH , OCH, OCH, 18H, OFOH , 80H, OCOH, 60H, 30H, 18H, OCH, OOH
TPIL: DB OOH, OOH, OOH, OOH , OOH , OOH , OOH , OOH, OOH, OOH, OOH, OOH, OOH, OOH, OOH , OOH
TPIR: DB OOH, 3FH.18H, 18H, 18H, 18H, 18H, 18H, lFH, 18H, 18H, 18H, 18H, 18H, 3CH , OOH
TOIL: DB OOH, OFOH, 18H, OCH, OCH, OCH, OCH, 18H, OFOH, OOH, OOH, OOH.OOH.OOH.OOH, OOH
TOIR: DB OOH, 07H.OCH.18H, 30H.30H, 30H.30H, 30H, 30H, 30H, 30H , 18H, OCH, 07H, OOH
TWIL: DB OOH , OEOH, 30H , 18H, OCH , OCH , OCH , OCH , OCH, OCH , OCH, OCH, 18H, 3OH , OEOH, OOH
TWIR: DB OOH, 30H.30H, 30H , 30H, 30H , 31H, 31H , 33H , 36H, ICH , 18H, 18H, 18H, 18H, OOH
TElL: DB OOH, OCH.OCH, OCH, OCH, OCH, 8CH, 8CH, OCCH, 6CH , 38H.18H, 18H, 18H, 18H, OOH
TEIR: DB OOH, 3FH.18H, 18H, 18H, 18H, 18H, lFH, 18H, 18H, 18H, 18H, 18H, 18H, 3FH , OOH
TRIL: DB OOH, OFCH.04H , OOH, OOH, OOH, IOH , OFOH , IOH OOH, OOH, OOH.OOH, 04H, OFCH , OOH
TRIR: DB OOH , 3FH.18H, 18H, 18H, 18H, 18H, 18H, lFH, 19H, 18H, 18H, 18H.18H, 3CH, OOH
TRRIL: DB OOH.OFOH , 18H, OCH, OCH, OCH.OCH, 18H, OFOH, 80H, OCOH , 60H.30H , 18H, OCH, OOH
TRRIR: DB OOH , OOH, OOH.OOH.OOH.OOH, OOH.OOH , OOH, OOH, OOH.OOH, OOH, OOH.OOH , OOH
THL: DB OOH , 30H, 30H , 30H, 30H, 30H, 30H.3FH, 30H, 30H, 30H, 30H, 30H, 30H, 30H, OOH
THR: DB OOH, OCH, OCH , OCH, OCH.OCH, OCH, OFCH , OCH, OCH, OCH, OCH, OCH, OCH , OCH, OOH
TAL: DB OOH, OIH , 03H , 06H, OCH, 18H, 30H.30H, 3FH, 30H, 30H.30H, 30H , 30H, 30H, OOH
TAR: DB OOH, 80H.OCOH, 60H.30H, 18H, OCH, OCH, OFCH, OCH, OCH, OCH, OCH, OCH , OCH, OOH
TTL: DB OOH , 3FH.2IH, OIH , OlH, OIH, OlH, OlH, OlH, OlH, OIH, OIH, OIH, OlH, 03H, OOH
TTR: DB OOH, OFCH , 84H, 80H, 80H , 80H, 80H, 80H, 80H, 80H , 80H, 80H, 80H, 8OH , OCOH, OOH
TFL: DB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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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 DB OOH , OOH, OOH, OCOH, 80H, OIH, 03H, 06H.07H, 06H, 86H.OC6H, 66H, OOH.OOH.OOH
AlL: DB OOH, OOH. OOH , 60H, OFOH, 98H ， O대， 06H ， OF타I， 06H， 06H， 06H， 06H， OOH ， OOH， OOH

AIR: DB OOH, OOH , OOH , 7FH , 30H, 30H, 31H, 3FH, 3lH, 30H, 30H, 30H, 7태， OOH ， OOH， OOH

R1L: DB OOH, OOH, OOH , OCFH, 46H, 06H ,06H ,06H, 07H ,06H , 06H, 46H, OCFH , OOH , OOH, OOH
RIR: DB OOH, OOH, OOH , OFOH, 18H, OCH, OCH, 18H, OFOH, 60H, 30H, 18H, OCH , OOH , OOH, OOH
IlL: DB OOH, OOH , OOH , 3FH, OCH, OCH, OCH, OCH, OCH, OCH, OCH, OCH, 7돼， OOH, OOH, OOH
IlR: DB OOH, OOH , OOH, OOH, OOH.OOH, OOH.OOH, OOH, OOH.OCH, ICH, 9CH.OBH.30H, OOH
12L: DB OOH.OOH, OOH.3FH , OCH.OCH, OCH, OCH , OCH, OCH , OCH.OCH. 7만I. OOH. OOH, OOH
I2R: DB OOH, OOH. OOH, 03H , 04H , 04H, 03H, 03H, 04H. 08H, OBH, 04H , 83H, OOH, OOH , OOH
CIL: DB OOH.OOH, OOH, OOH, BIH, 83H.O3H, 03H.OA3H, OA3H, 63H, 61H, 90H. OOH.OOH, OOH
CIR: DB OOH.OOH, OOH, OFOH.OFCH, 04H.OOH, OOH, OOH, OOH.04H, OFCH, OFBH, OOH, OOH.OOH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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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흔륙 ‘ 3' e-1~1 탈~1 사 71 구현 프로그램

I~~**************************************************************************
Main Program for Indicator Display

****************************************************************************/
#include (stdio.h>
#include (bios.h>
#include (string.h>
#include (stdlib.h>

#include "val id. h"
#include "trend.h"
#include "init.h"

#define PERIOD 68
#define from_PLC "!PI4G452:16APLC OUTPUT!\\n”

#define from file "!PI4G452;16AVALI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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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 13: 1* carriage return *1
If = 10; 1* line feed */

sp = 32: 1* space *1

system( "cis"):
port_init = _COM_CHR8 + _COM_STOPl + _COM‘ NOPARITY + _COM_9600;
_bios_serialcom(_COM_INIT , 0, pα-t_ini t) ;

Op_code = FALSE:

style = I:
define_flash( );
1* Set up for ANSI compatible mode */
buffer[OJ = ' \0' ;
strins-size = strlen(ANSI);
concatenate(buffer , ANSI , strins-size ,new):
counter = strlen(buffer);
send data();
read do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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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pt =fopen("a: \pzr.dat" , "r"); /** simulation data **/
diffbits =I:
signal_valid(); /** signal validation **/
value = valid;
p =itoa(value , value_string, radix):
set_character_size(2):
digi tal_data( ):
range_check( ) ;
bar-&raph(vaIue, PLUS);
_bios_timeofday( ‘TIME一GETCLOCK ， &old_time);

_bios_timeofday(_T

yl =145:
yu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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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kbhi t(»

printf( "\033(9:10HData received from data file to simulate. "):
printf("\033(11: 10HStrike ’ P ’ 。r ’ p ’ to process PLC out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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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Added 0""1

input[pointer] =receive_data();
pointer++:

do_read( input);
_bios_timeofday(_TIME_GETCLOCK, &present_time):
if «present_time - old_time) )=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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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 digital value: if sensor selected, Op_code on;
if valid press again, Op_code off(valid value display) Of

if(Op_code)
value1 =CN[buttonCN].va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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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valuel =valid:
p = itoa(valuel , value_string, radix):
set_character_size(2):
digi tal_data{ }~

range_check( ):
graph_old = graph:
if(value <old_value)

bar~raph(value， MlNUS):

else

bar• graph(value.PLUS):

trend_uPciate(trend_counter):
trend counter++:

else

for(x = 0: x <8: X++)
Updated[xl =FALSE;

trend counter =0:

old_time =present_time:
} 1* end if *1

} /* end while(kbhit) *1

if «x =getch(» == ’ P’ :: x -== ’ p ’ ) /** read PLC output **1
-{ printf("\033[9:10HData received from PLC. "):

printf{ "\033[11:10HStrike any key to simulate file data. "):
strcpy(buffer , from_PLC);
counter =24:
send_data( ) :
plc_read( ):

}

strcpy(buffer , froID_file):
counter =24:
send_data( ):

} 1* end while *1
} 1'1/. end ma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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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LCREAD.C : For the signal simulation, read data from PLC discrete output•••••••••••••••••••••••••••••••••••••••••••••••••*•••••••••••••••••••••••/

#include(stdio.h>
#inc1 ude(bios. h>

#define 뻐ADR OxOlOO
#define DLE OxlO
#define STX Ox02
#define EfX Ox03
#define COMI 0
#define COM2 1
#define TRUE 1
#define FALSE 0

I. discrete output address .1

unsigned plc_read()
{

int i;
char buffer[lO]:
unsigned dataread, readbuf[50] , offset , final:
int errflag, timeflag, timeout , checksum, rea이lum ， ini t-l)이‘t:

buffer[Ol = DLE:
buffed1] = STX:
buffer[2] = 0: I~ control ID .1
buffer[31 = 1; I~ read bit ~/

buffer[41 = 17: I. bits to read: if 16(DLE signal) bits, error *1
huffer[51 = (char)(DOADR » 8): I~ high byte of address ~I

huffer[61 = (char){DOADR & JxOOff); 1* low byte............ • j

buffer[7] = DLE:
buffer[8] = 틴‘X:

buffer[91 = -(buffer(21 + buffer[31 + buffer[41 + buffer[5] + buffer[6]);
I. checksum byte *1

_bios_serialcom{_COM_lNlT, COM2, Oxe3):

for(i=O: i(lO: i++)
if{_bios_serialcom(_COM_S많D， COM2 ， buffer[i])때xl000)

{ printf("\033[22:10Hplc command send error!
errflag = TRUE;
break:

timeout = 100;
readnum = 0:
i f( !errflag)
{ while(l«dataread=펴ios_serialcomLα깨I_RECEIVE， α빼2， 0) )뻐x9eOO) \

&& (dataread&OxOOff ) !=DLE)
i f( ! timeout--)
{ printf("\033[22:10뻐o data received!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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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flag = TRUE:
break:

i f( !timeflag)
{ readbuf[Ol = dataread:

while«dataread=_bios_serialcom(_COM_RECElVE, COM2.0)&OxOOff)!=ETX)
readbuf[ ++rea마lUm] = dataread:

checksum = _bios_serialcom(_CO씨~RECElVE ， COM2 ， 0):

final = (readbuf[8]«8) + readbuf[9]:
return( final):

}
} 1* end of if *J

1************************************************00*00***0**00*00******

VALIDATE.C : SIGN따‘ VALIDATION

******************************************************빠 0***************1

#include<stdio.h)
#include<math.h)
#include"a: \include\valid. h"
extern void diffcheck():

signal_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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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for(i=O: i(12: i++) 1* Read simulation data *1
{ fscanf(data-pt , "~f" ，&CN[i].varCN):

CN[i].err = (int)(CN[i].varCN*0.02):
1* Assume as error ~ of each value *1

checkbits = 0:

diffcheck( ):

if(incons.maxdiff)
printf( "\033(22:10HFail to ’validate! \n” );

else
{ effects =0:'

err_s뼈 = 0:
for{i=O: f(12: i ++)
{ if(checkbits&(diffbits«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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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_effect = 1.0/(float)(CN[i].err*CN[i].err):
effects += CN[i].varCN*err_effect:
err_sum += err_effect:

ref valid = effects/err sum:
esti_err : sqrt«double)(l/err_sum»:
degree = 0;
for(i=O; i(12; i++)
{ if(checkbits&(diffbits«i»

i ++:
if«ms_err=CN[i].varCN-ref_valid)(O)

ms err *= -1. 0:
if(ms_err)(CN[i].err+esti_err»

degree++;

1* estimation error *1

valid = (int)ref_valid;
if(degree)

printf( "\033[22:10Hvalid signal
else

printf( "\033[22:10Hvalid signal

= ~f Improper validation!

: ~f Pr。야r validation!

", ref_valid)

", ref_val id)

1******************************************************"'*"'*********

DIFFCHECK.C : check the degree of inconsistancy.
called from validate.c

***********************************************************************1
#include(stdio.h)
#include"a: \include\valid. h"

di ffcheck()

int i , j ,k, degree , checkflag:
unsigned checkCN:
float ms err:

for(k=O: k(12; k++)
{ incons.maxdiff = 0:

incons.diffCN = 0:
for(i=O; i<12: i++)
{ if(checkflag=checkbits&(diffbits«i}}

iu:
degree = 0: 1* degree of inconsistency of channel *1
for(j=O: j(12: j++)
{ if(checkbits&(diffbits«i» j++: 1**** flag check *****1

if«ms_err=CN[i].varCN-CN[j].varCN)<O)
ms_err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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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s_err)(CN[i].err+CN[j].err»
degree++;

if(incons.maxdiff==degree)
incons.diffCN := diffbits«i:

i f( incons. [<laxdiff<degree)
{ incons.maxdiff = degree:

incons.diffCN = 0;
incons.diffCN := diffbits«i:

checkbits := incons.diffCN:
checkCN = 0:
for( i=O: i<12: i ++)

checkCN += (checkbits»i)&l:
if(incons.maxdiff==O :: checkCN==12)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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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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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초制 f빼室 改善

1991年 7 月 19 日 印빼

1991年 7 티 24 日 發行

發行A 林 昌 生

짧行處 韓國原子力冊究所

大田直轉市 f뽑城區 德律洞 150

印빼所 新 友 社

믿는마음 지컨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표시계통 개발
	제1절 정보표시계통의 설계접근 방법
	1. 개요
	2. 정보표시계통의 설계접근방법 설정
	3. 운전원 인지의사 결정모델과 인지업무정의
	4. 계통의 계층적 기능분석과 목표설정
	5. 정보표시계통의 계층적 정보구조 및 표시방법
	6. 정보표시계통의 화면설계

	제2절 대형 정보표시 계통의 설계 및 제작
	1. 개요
	2. 대형정보표시판의 목적과 설계기준
	3. 대형 정보표시계통의 표시계통 및 변수선정
	4. 대형 정보표시계통 설계
	5. 대형 정보표시계통 Panel 제작
	6. Dot Matrix Display 시스템 설계
	7. 7-Segment Numeric Display Interface 설계제작
	8. Status Light Inteface 설계및 제작

	제3절 디지탈 지시기 설계
	1. 개요
	2. 디지탈 지시기의 표시정보요건
	3.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4. 가압기 압력의 지시기 구현실험


	제3장 개량형 경보계통 설계
	제1절 원자력발전소 경보계통 설계상 문제점
	1. 주제어반 경보장치 설계 및 배치
	2. 주제어반 경보창의 부적절한 명판부착과 칼라코딩
	3. 불필요한 경보량의 제공
	4. 경보장치 배열의 인간공학적 배려

	제2절 개량형 경보시스템 설계개선 현황과 계통분석
	1. 개량형 경보시스템의 구성 및 특성

	제3절 최적설계방안
	1. 경보시스템의 목적 및 기능
	2. 설계지침
	3. 설계방안

	제4절 경보시스템 설계 및 구성
	1. 시스템설계
	2. 경보시스템 구성

	제5절 실험
	1. 실험개요
	2. 실험목적 및 방법
	3. 경보분석
	4. 시나리오 분석
	5. 실험결과 및 검토


	제4장 광통신 시스템 개발
	제1절 원전에서의 광통신 계통연구
	1. 신뢰성
	2. 경제성

	제2절 계층적 분산구조의 광통신 계통설계
	1. 통신 프로토콜
	2. BITBUS의 일반적 특징
	3. 다중화장치
	4. 광섬유 인터페이스

	제3절 광통신 시스템 실험 및 결과
	1. 광섬유 단일채널 광통신 시스템 개발


	제5장 결론 및 건의사항
	참고문헌
	부록1. POSB TAG NAME LIST

	q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