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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비상 정지상태는 반드샤 그 원인과 발생장 

소가 규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환 해결 방안야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 

소에 적용되고 있는 사고추어처리시스댐은 이러한 발전소의 사고상태나 비상 정치상 

떼가 발생된 이후에 이에 대한 원인과 사고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고 또는 버 

상정지 장태가 발생한 장소， 시간동에 대한 청보를 순서별로 기록하는 계통이다. 

울잔 3，4호기 발전소에 사용된 사고추이처리계통은 발전소자료수칩계통에 포함되 

어 었고， 자료수집계통에 쓰이는 컴퓨터와 소표트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사고신호의 처리과정이 복잡하다. 그 

리고 3개 채널 각각에 설치된 사고처리 프로세서에 대한 풍기신호 발생시 발전소컴퓨 

더계통요로 출력되는 데이타와 충톨이 얼어날 수 있는데， 야는 곧 사고추이 처리시스 

템의 가동올 정지 시커므로 사고추이 분석에 문제가 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제점을 해결하기 취해서 단일 프로세서를 사용한 독립 

적인 사고추이처리장치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울진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적용 

되고 있는 발전소자료수집계통과 여기에 포함왼 사고추이처리계롱의 하드웨어외· 소프 

트웨어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사고추 

이처리장치의 구성올 위해 VMEbus와 VM30 CPU, 상태변화 입출력카드 퉁의 하드웨 

어와 OS-9 운영체제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조 및 기능올 분석하였다. 단일처리 

사고추이기록장치의 시험을 위해 모의 사고신호를 만들어 입력한 다음 이의 출력을 

PC 화면으로 연결해 사고신호가 순차적으로 기룰 될수 있는지를 페스트 하였고， 이 

시험장치의 발전소 척용 가능성과 실제 척용시 추가되어야 할 사항올 분석 정리 하였 

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자료수집계통과 사고추이처리계통의 교 

채 또는 개발시에 중요한 기술적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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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where and why an event or a trip is occurred in 

thc Nuclear Power PJant(NPP) and to provide proper resolution against above 

situntion. In order to analyze the prime cause or conspicuous reason of trouble 

occurred nfter events or σips occur, the Sequence of Events(SOm system has 

becn adoptcd in Korean NPP to aCQuÎre the sequential information along where and 

when an event or a σip take place. 

The SOE system of UCN 3&4 Plant which is included in' the Plant Data 

Acquisition System(PDAS), shares the 3205 computer and sysrem software with 

PDAS. Sharing of the computer H끼V and S/W, however, requires more 

complicated process to provide the events or trip signals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 system. Moreover there are high potentiality of 

collision between synchronization signals and data transmitted to the Plant 

Computer System(PCSl, when the synchronization signals are sent from PCS to 

the tlu-ee SOE processors. When this collision happens the SOE system will break 

down, thus it is not possible to analyze the trend of events or trips. 

An independent SOE system composed with single processor is proposed in 

this paper. To begin with, the analyses on the hardware and software of SOE 

and PDAS system of UCN 3&4 ware perfonned to justify the problems and the 

resolution if it exists. In order 10 test the new SOE system, Vl\:IEbus, VM30 

CPU. change of status I!O card and 05-9 for the 0않rating system ware adopted 

and lhe analysis for this test system was done as f01l0ws ; the verification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simulation ; the simulated signals for events are given the 

tcst system as inputs and the outputs are monitored to verify whether the 

se(juential events logging function works we l1 or not on PC. 

n J 



10 cooclusion, this report is expected to provide the 뽀chnical background for 

the improvement and éhanging of the NPP PDAS & SOE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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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

윈 A녁만전소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우선적으로 안전성야 확보되어야 하묘로 

발선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비상 정지상태는 반드시 그 원인과 발생장소가 규명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 

에 사용되고 있는 사고추이 처리시스템은 이러한 사고상태의 원인규명올 위해서 사고 

또는 비상정지 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 장소와 시간 동에 대한 청보를 순차적으로 

처리 기록하는 계통이다. 

윷진 3，4호기 발전소의 사고추이처리계통은 발전소자료수집계통에 포함되어 있으 

며 .3개로 분산된 처리 프로세샤를 이용하여 동기신호에 의한 시간 버쿄방식으로 사고 

발생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다. 0\ 방법은 사고신호에 대한 전용적인 처리구조가 아 

닌. 발전소차료수집계통에 쓰이는 컴퓨터와 소표트웨어를 이용함으로서 사고신호를 처 

리하는 과정이 복잡해 처리능력에 푼제가 될수 있으며， 하나의 프로세서가 고장시 그 

채널로 달어오는 사고신호는 월론 전체적인 사고신호 감지에 문제흘 일으킬수 있다. 

그러고 사고기록올 발생순서대로 표시해주는 발전소컴퓨터계통과 사고.신호를 보내주 

는 자료수집계똥간의 데이타 전송시 3개 프로세셔에 대한 동기신호와의 데이타 충될 

이 말생될 수도 있으며 이로인한 사고추이처리계통의 정지상태도 발생할 수가 있다. 

분 보고서 에서는 이러한 사고추이 처리장치의 문제점올 개선하기 위해 원차력 

받전소에 적용되고 있는 자료수집계통과 사고추이처리계통에 대한 하드돼어와 소프트 

웨어의 구조 및 가능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올 도출하였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 

한 해결방안 및 성능개선 방안으로 단일 프로세서를 사용한 사고추이 처리시스탱의 

구축망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폰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성놓깨선 방안요로 

선정된 독립적인 사고추이 처리시스댐의 구축올 위해 사용된 VME 시스댐의 하드워l어 

와 OS-9 운영체제를 분석 정리 하였고， 모의 사고신호를 생성하여 단일처리 프로세 

서에 압력한후 출력되는 사고기록용 PC 화연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분석시험을 수행하 

였다‘ 결론에서는 단일 프로세서 SOE 처려장치의 발전소 적용가능성과 실제 적용시 

의 문제점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동을 분석하고， 본 보고서 작성의 결과로 기패되는 

성과 및 활용도 동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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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료브 
L._ 로

 」

제 l 절 발전소자료수집계통(PDAS)의 소개 

1. 계통기능 및 하드웨어 동작 

가.기능 

발전소자료수집계통(Plant Data ACQusition System: PDAS)윤 원자력 발전소 운 

전쉐 필요한 정보를 집약하여 주제어실 풍의 제어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발전소감시 

계통의 입력부분으로써， 현장 빛 계촉제어계통의 입력 신호를 입출력 장비와 컴퓨터를 

이용해 신호처리 및 멀티플렉싱한 디지탈 정보를 발전소감시계풍의 주전산기녁l 전송하 

는 계통이다. 이러한 일련의 겨}통 기놓은 발전소자료수잡계풍의 컵퓨터에서 소프트웨어 

로 구현된다. 그렴 l은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계통도를 나타낸다.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다음의 5개 기능 즉 입출력 (110) 처리기능， 고정형노내검출 

기증폭계통(Fixed ln-core Detector Amplifier System: FlDAS)기능， 사고추이 분석 

(Sequcnce of Events: SOE) 신호 처리기능， 부적절노섬냉각감사계통(lnadequate Core 

Cooling l'vlonitoring System: ICCMS) 인터페이스기능 빛 데이타 링크(Data Link)기놓 

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기농셀명은 다용과 같다I:!] 

(]) 입출력 처리기능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기본기능은 입출력 처리기늄이다. 현장 및 계측계 

통으로부터 운전감시를 위해 입력되는 접점신호 및 아날로그(Q-5uA， 4-20mA, 

O-lOVdc)신호， 주파수 빛 펄스신호， 열전대 (Thennocoup]e) 및 nTD신호들을 

읽어툴여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고 그룹화 한뒤 광케이블 령크을 통해 1초마다 

발전소감시계통의 주전산기에 제공하며， 주전산기의 출력정보를 용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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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정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발전소 경보계통과 각종 기록장치에 제 

공한다. 

또한 자료수집제통은 입력되는 아날로그 및 디지탈 신호들을 위해 신호 

전단처리 및 분리기능올 제공하며 자료수집계통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신호는 

4개의 안전채널 (채널 A. 니， C， D.)과 3개의 비안전채널 (채널 ~l. N2. N3)에 

분배되어 처리된다. 

(2) 고정형노내검출기증폭(FIDAS) 가능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45개의 고정형노내검출기 집합체로부터 입력된 전 

류신호륜 전압신호로 변환한후 이 신호를 디지탈화 시킨다. 고정형노내검출기 

집합체로부터 입력된 전류신호의 방위는 0에서 5 J..IA이다， 발전소자료수집계통 

은 고정형노내검출71증폭계통를 위해 다음의 기능올 제공한다. 

(가) 걷월기 과전압 보호기능 

(나) 분리된 차동입력 

(다) 낯은 업력 임피던스 (22 ohmsl 제공 

(랴) 전류 대 전압 변환기능 

(마) 배경잡음 제거가능 

(바) .L\ nti-μliasing Filtering 

(사) 아날로그 대 다지할 변환기능 

1:-3) SOE(Scquence of E\'ents) 신호처 리 기능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원전 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및 사고순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512개의 SOE(Sαluence of Events)신호를 처리하고 4 msec 

RcsoJution의 발생시각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발전소감시계통의 주전산기와 광 

케이블응 통해 SOE신호를의 시간동기를 위해 동기산호를올 송/수신한다. SOE 

신호는 PDJ1S의 비안전채널(Nl ， N2, N3l에서 처리된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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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적절노심냉각겁·시계통nCCl\:IS) 인터페이스 기능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부적절노섬냉각감사계통을 위해 하드워l어를 제공 

한다- 채널 A와 B는 자료수집기능 뿐만아니라 부적철노심감시계통을 위한 프 

로세셔로서의 역할도 한다. 채널 C 및 D는 부적절노섬냉각감시계통 입력신호 

들줌에서 노섬출구열전대 신호만올 처리하여 광 케이블올 통해 채널 A 및 B 

에 전송한다 (~J 

(5) 데이타 링크 기능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뎌지탈화된 각종신호들을 그룹화하여 l 초마다·광 

케이블을 통해 말전소감셔계통의 주전산기에 전송하고 또한 각종 명령 및 정 

보륜 송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영광 3，4호기애서는 4000여개의 입출력 신호처리 능력올 갖으며 울진 3,4 

호기의 경우에는 BOP<Balance of Plant) 선호를 제외한 2500 여개의 신호륜 

처리하고 있다. 표 l은 영광3.4호기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입출력신호 갯수이 

다. 그림 2는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입출력 구조를 나다낸다. 

표 1. 발전소자료수집계통 입출력 신호 (영광 3，4호기) 

At」l-숭~ 등 。료프 ，흐 l 갯수 

Analog Input 1384 

FIDAS (0-5 uA) 2ïO 

Contact Input 1600 
-

SOE 512 

FreQuency lnput 8 

Pulse Input 32 

Contact Output 208 

Analog Output 28 

TOTAL 4042 
L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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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2. 발전소자료수집계통 입출력 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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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하 t.:: 웨이 구성 

딴전소자료수집계통은 안전채널 (1\. B. C. D)과 비안전채널(N l， N2. N3)로 구성되 

1사 각 사l 널은 입출벽장비와 프로세싱 컴퓨터 및 기티· 주변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프 

로세상 컴퓨터는 CPU/Memorr 브드， 입출력제어 보드(MPC). SOE Clock 보드 

(νCLOCK)， EPHOf\1 보드(Macroloader) , 디스크/테입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보드로 구 

성펀마 그럼 3에 1쌀천소자료수집계통의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내었다. 

안전채널뜰은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올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그띠고 신호 연계가 필요한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올 위해 안천채널간( A,C 빛 B, 

)))에 광 케이플이 설치되어있다. 안전계통에 속하는 자료수집계통과 비안전계통인 발 

전소감시게통의 주전산기 사이에도 통신시의 격리를 위하여 위해 광모댐과 광케이블 

유 섣치해 사용하고 있다. 

입릭신호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입력단자에 접속되며 단자를 통하여 업력된 신호 

는 과전압‘ 과전류 망지 및 잡음억제 차드를 거쳐 각각의 프로세싱 카드에 입력된다. 

프로세싱 카드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과 그룹화 또는 입력 특성에 맞게 신호를 처리 

하며 。l 신호는 인터페이스 보드를 통하여 프로세싱 컴퓨터에 연결된다. 프로세싱 컴 

퓨터는 입출력 장비로부터 처리된 신호볼 읽어서 주기척으로 광 케이블 및 모템올 통 

히여 만선소감시계통의 추전산기에 전송한다. 

(j) 입촌랙 장비 [:!J[:!J 

(가) 입출력단자 (ßarrier Temlinal Strip Cable Assembly, BTSCA) 

입출력 단자는 각 입출력 신호 케이괄의 접속단자로서 신호 종류별로 각각의 

단자를 이용하며 접점입력의 경우에는 접점상태 감지를 위한 전원이 인가된 

다. 0-10V와 4-20mA용 단자. SOE 접점 입출력， 펄소 입력용 단자는 각각 

같은 모델의 아날로그 및 접점단차를 이용한다. 열전대 신호는 UTR 

(Unifoml Tempcrature Referencc) Plate에 칙 첩 첩 속된 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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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염플;렉장바 인 Ei페이스보드(lnputlOutput Bus Converter. IOBC) 

임출-역 장바에서 처리된 신호툴올 프로세싱 컴퓨터에 인터페이스사키는 기능 

블 한다. 

(다) 범용입출력제어기 <Universal InputlOutput Controller. U10C) 

16개의 프로세싱 카드를 내장할 수 있으며 각 프로세싱 카도의 데이타를 

Backplane을 통하여 제어한다. 범용 입출력 제어기에 설치되는 RTP 인터페 

이스카드는 범용 입출력 제어기의 하드웨어 주소를 갖고 있어 프로세싱 컴퓨 

터와 프로세싱 카드간의 명령 또는 자료 출력올 서로 연결 시켜춘다. 발전소 

자료수집계통의 캐씩넷에는 최대 4대의 범용 입출력 채어기가 셜치되어 있으 

며 각 범용 입출력 제어기간은 RTP 1/0 Bus Cable올 이용하여 연결된다. 

(라} 과전압/천류 보호카드 

외부에서 인입되는 과전압/전류로 부터 신호처리 카도롭 보호하기 위하여 신 

호처랴 전단에 설치한 카드로써， 모든 입출력 신호는 이 카도를 통하여 표로 

세성 차드에 입력된다. 신호종류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카드가 사용된다. 

고정형노내검출기 신호 빛 주파수 입력신호는 입력단차에서 이 기놓이 수행 

된다. 

(바) 아날로그 입력 표로세성 카드 

아날로그 입력올 프로세싱 하기위한 카드는 Gate카드와 AID 변환카드로 구 

성 되 며 Gate카드는 8개 의 차동입 려올 받아들일 수 있으며 AID 변환카드는 

Gate카드로부터의 신호를 디지탈로 변환하며 14 Bit Bipolar Binary 

Full-Scale 값을 제공한다. 

(바) 접점 입력 프로세싱 카드 

접점입력음 처리하는 가능으로서 16 Bìt Optically-Isolated. 48\' 접점감지.:> 

mS 펼터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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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파수 입력 프로세싱 카드 

16 Bit Binary 카운터를 갖으며 냉각수 휩프축 속도측정 신호를 처리한다. 

(아) 상태변환 감지카드 

SOE신호 처리카드이며 ON, OFF 양방향 감지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킨다. 

48V 감지용 외부 전원을 이용하며 5 mS 필터를 갖는다.[10J 

(자) 접점 출력 프로세싱 카드 

5V， Olγ-Reed의 16 릴레이를 갖는다. 

(차) 펄스 입 력 프로세싱 카드 

4개의 16 bit 펄스 카운터를 갖으며 48 V 외부전원올 사용하며 Low True 접 

접입력 감지 타입이다. 

(카) 아날로그 출력 프로세 싱 카드 

4 채널 D/A 변환카드이며 각 채널에는 12 bit의 Register가 있으며 Unipolar 

o - 10.24\1의 출력을 발생시킨다. 

(타) 전원 접점감지 및 감시카드 

발천소차료수집계통의 5\-'. +-15V, 48\1 <Bits 0 - 11) 전원과 케비넷 Door의 

OpelJClose !ßits 12 - 15)를 감지한다. 

(파) DALCAUOigital & Analog Loopback and Calibration) 카드 

아날로그 입력의 시협 및 보정에 이용되며 케버넷 내부온도 측정 신호를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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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정형노내검출 ;1 엽랙 표로세싱 카드 

노내 검출기로부터외 o -_ ;) llA 단위의 미세 신호를 처려하는 카드로서 정밀 

성 때문에 아날로그 프로세싱 카드와는 별도로 특수 제작된 카드이다. 

(2) 프로세싱 컴퓨터 

( 가) CPU/l\“mor\" 보드 

프로세싱 컴퓨터의 중앙처려장치 및 기억장치로서 수치 빛 논려연산， 기능제 

어 둥을 한다. 

(나) 업출력제어 보드 (MPC) 

프로세싱 컴퓨터의 입출랙 제어 기능올 하며 발전소감시계통 주전산기 및 부 

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의 Plasma Display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률 위한 모템률 

이 연결되며 테스트 카트의 모니터도 이 보드를 통하여 연결된다. 

(다) SOE Clock 보드 (UCLOCI() 

CPU의 Time Clock과는 별도로 SOE신호의 발생시각올 정 밀하게 감지하거 위 

하여 사용된다. 교류전원선에 의하여 구동되는 LFC (Line Frequency Clnck) 

과 보드 내부의 8 I\lHz Cn'stal Oscillator에 의하여 구동되는 PIC (Precision 

Inter\'al Clocld의 2가지 타이 머 흘 갖고 있다. 

(라) EPHOM 보드 {ì\'lacroloaderl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켜 프로세싱 컴퓨터 가동 또는 전원 상설 후 재가동시 자 

동으로 주기억장치에 설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뷔하여 설치된 보드이다. 

(마} 디스크/테입 드라이브 인터헤이스 보드 (JPC) 

외부 장치인 디스크 또는 테입 드라이브와 프로세싱 컴퓨터간의 인터패이스 

를 위한 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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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주변기기 

(가) 테스트 카트 

디스크/테압 드라이브 및 보니터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 Loading 또는 하드웨 

어 분석시협사 이용된다. 

(나) 광 모템 

광 케이블올 이용하여 발전소자료수집계통과 발전소감시계통 주전산기간의 자 

료전송에 사용된다. 

( 다) PJasma Display 장치 

부적절노섬냉각감시계통의 화면표시 장차이다. 

{라) 판넬 

테스트 카트 및 광 케이블 모댐 연결올 뷔한 패널툴이다. 

다. 하드웨어 동작설명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은 7개의 채널로 구성되며 기능적으로는 모든 채널이 입출력 

처리기능올 갖고， 채널 A, B, C, D는 고정형노내검출기신호층폭계통기능 및 부척철노 

섬냉각감사계통기능이 추가되고， 채널 N1. N2. N3는 SOE:기능이 추가된다. 

(]) 입출력 신호처리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비안전채널얀 Nl올 선택하여 NI 채널에 입력되는 아날로 

그 신호툴올 중심으로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입출력 처리기능과 관련된 하드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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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판작읍 설명하였다. 그립 4에 입출력 장치와 관련된 Nl 채널 프로세싱 

카드의 하도웨어 배치정보를 나타내었다. 

아닐로그 신호(ü - IOVl 들은 계측계통으로부터 Nl 채덜 캐비넷의 입출력 단 

자<BTSCA)에 입력된다.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들은 과전압/전류 보호카드 및 

Gate카드를 거치고. GatC'카드의 출력은 AID 변환카드에 업력된다. A/D 변환카 

드에서 14 Bit Bipolar Binaη1 Full-Scale 값으로 뎌지탈화된 아날로그 신호는 

범용 입출력 제어기와 입출력 장비 얀터패이스 보드 (lOBC)를 거쳐 프로세싱 

컴퓨터에 입력된다. Gate카드는 8개의 채널로 구성되고 ND 변환카드는 16개 

의 Gate카드들을 수용할 수 있다. 

프로세싱 컴퓨터는 아날로그 Scan Table을 갖고 있고 Scan Table은 Gate카드 

섣치 번지， 채널 번호. Gate카드 및 A/D 변환카드의 이득 및 프로세싱 컴퓨터 

내의 데이타 저장주소 풍으로 구성된다. 

프로세성 컴퓨터의 아날로그 스캔 프로그랩은 Scan Table올 이용하여 0.5초마 

다 한번씩 해당 Gate카드의 해당채널에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AID 변환 카 

드. 범용 입출력 제어 기 (U IOC) 및 입출력 장비 인터페이스 보드를 통해 읽어 

뜰인다. 

낌
 



Slot 

Chassis 

1 2 3 4 5 6 7 8 9 

P c c c c 
1LFl 0 0 0 0 

에 s s s s 

D D D D D 

1다3 

I I I 

A A A A A 

1다5 D 

c I I I 

A A A A A 

1다7 D 

c I I I I 

P D D D D 

2LF1 

에 1 I 

A A A A 

2LF3 D 

c I I I 

A A A A 

2LF5 D 

c I I 

A A A A A 

2다7 n 
c I I 

AI : 아날로그 압력 표로세성 카드 
PI : 펄스 업릭 프로세싱 카드 
ADC : A/D 변환 카드， 

COS: 상태변환 감지카드 

Number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c c c c c c c 
0 0 0 0 0 0 0 

s s s s s s s 

D D D D D D D D D D 

I I I I I 

A A A A A A D 

I I I 0 

A A A A P F F F F F 

I I I I 1 

D D D D D D D D D D 

I I I I I I I I 

A A A A A A A A A A 

I I I I I I I 

A A A A A A A A A D 

I I I I I I 0 

A A A A A A 

I I I 

DI: 디지탈 입력 프로세싱 카드 
FI : 주파수 입력 프로세싱 가드 

Pl\'i : 전원 감시 카드 

DAL: Digital & Analog Loopback and Calibration 카드 

그림 4. PDAS 채널 Nl 프로세싱 카드의 배치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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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노내검출기증폭계통 

고정형노내겸훈기증폭제통기능은 안전채널 A ‘ B.c. o에서 수행된다. 고 

정 형노내 검출기증폭계통은 45개의 검출기 집합체로 구성되고 각 접합체는 5개 

의 검출기와 l개의 배경잡음 검출기로 구성된다. 안전채널 A는 72개의 검출기 

선호틀올 처리하고 안전채널 B, C. D는 각각 66개의 검출기 신호틀올 처리한다. 

고정형노내검출기 신호(Q - 5UAl는 발전소 현장으로부터 안전채널 캐벼 

넷의 입출력 단자(ßTSCA)에 입력된다. 입력된 신호는 전류선호로 과전압/전휴 

보호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출기 프로세싱 카드에 입력된다. 검출기 선호 

프로세싱 카드의 압력 단차에 과전압/전류 보호 가능이 제공되어 었다. 

신호 프로세 니 카드에서 전류신호는 1.000，000배로 증폭되어 전압신호로 

변환된다. 신호 표로셰싱 카드는 6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5개 채널에는 검출기 

신호가 인가되고 l 개 채널에는 배경잡옴검출기 신호가 인가된다. 신호 프로세싱 

카드의 감산회로에서 검출기 신호와 배경잡음 신호가 감산되고 이 신호는 

^nti - :\Iiasing 필터를 거쳐 A/D 변환카드에 입력된다.A/D 변환카드 이후의 

동작은 입출력 처리기능의 통작과 같다. 

<:1) SOE(Sequcnce of Events) 신호처 리 기능 

SOE신호는 사고원인 및 사고순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50E 산호는 비안전채널의 입력단자에 입력되고， 입력된 신호는 과전압/전류 

보호카드를 거쳐 상태변환 감지카드에 인가된다. 상태변환 감지카드는 16개의 

50E신호틀을 수용한다. 

상태변환 감지카드의 입력버퍼는 “이전상태”률 저장한다. 상태변환 감지카 

드의 데이타버퍼는 항상 과선압/전류 보호카드의 촌력단올 감시한다. 상태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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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카드는 입력버퍼와 데이타버퍼의 값이 차이가 있으연인터럽트(논리 ·‘0")를 

발생한다. 이 신호는 프로셰성 청퓨터에 대한 인터럽트 신호로 사용되어 밤용 

업출력 제어기와 입출력 장비 인터패이스 보드를 거쳐 프로세싱 컴퓨터에 전달 

견다‘ 프로세싱 컵퓨터의 SOE신호처리 프로그램이 이 신호를 처리한다. 프로세 

성 컴퓨터는 SOE Clock보도를 이용하여 SOE발생시각올 기록하고 SOE발생시 

각을 발전소감사계통의 주전산기와 상호 풍기 시키기 위해 SOE동기를 위한 신 

호뜸 교환한다. 

(4) 부적철노심냉각감시계통 인터페이스 기능 

부적절노섬냉각감시계통올 위해 안전채널 A. B는 각각 28개， 27개의 열 

전대 (Thennocouple) 신호를 처려하고 안전채널 C, D는 각각 11개의 열전대 신 

호를 처리한다. 열전대 신호처리 과정은 가.항의 입출력 처리기능에서 설명된 

것파 동일하다. 안전채널 C, D는 처리된 열전대 신호를 떼이타 렁크흘 통해 안 

전채년 A, B에 전송한다. 

(6\ 더!여타 링크 기능 

발전소자료수집계통윤 발전소캅시계통의 주전산기와의 통신올 위해 팡 

모템 빛 팡 커l 이블을 갖고 있고 뎌지탈화된 각종 신호틀올 l 초마다 광 케이블 

올 통해 발전소감시계통의 주전산기에 전송하고 또한 주전산기로부터 각종 명 

령 및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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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소프트웨어 분석 

반전소자료수집계통의 각 채널은 업출혁장비의 하드웨어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 채 

델마다 다른 하드돼어를 포함하는 운영체계를 갖고 있고 구현된 소프트혜어 구조는 

크게 3종류로 분류된다. 입출력 처리기능만 갖는 C세〕 채널‘ 부척철노심냉각감시제통의 

표로그렌이 추가되는 1\18 채널. SOE 끼능이 추가되는 N 채널은 각각 공통의 71능올 

수행한다. 그렴 5에 발전소자료수집계통 소프트웨어의 대표적 기능올 나타내었고， 그 

럼 6은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데이타 처리구조를 나타낸다. 

반전소자료수집계통의 설행 프로그램은 FOTRAN VIl 및 Assembly 언어로 구현되 

며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입출력신호를 읽는 부분， 각 소프트웨어 모툴툴올 연결하고 

자료전송블 담당하는 부분， 콘솜과의 통신올 담당하는 부분， 부적절노심냉갇감시계통 

및 SOE 기능을 제어하는 부분 퉁으로 구성되며 각 테스크별 설명은 다음과 갇다.[15] 

계통에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크게 5개의 테스크lLINKPROC， INSCAN. OUTSCAN, 

SOEPHOC. ICCl'vlSl로 분류된다. 표 2에 PDAS 입력타스크 산호를 정리하였다. 표 3 

욕 PDAS 소프트웨어의 주요 명령어이다. 

가. Opcrating Systcm (1 l( :!1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7개 채널은 채널마다 하드웨어 구조가 q.르기 때문에 서로 

다류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채널의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는 PDAS#.SYS(#은 채널 이 

룹)파일이 제공한다. 파일에 있는 정보중 정보수집과 관련된 하드웨어 정보는 다음과 

갇다. 

( 1 ) 각 구동프로그램의 이름 및 코드 

(2) 입출력장벼 인터패이스 보드 <IOBC)의 주소 

(3) 각 프로세싱 카드가 설치된 Chassìs의 주소 

(4) 프로세싱 카드의 위치를 표시하는 MASK 값 

r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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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5. 발전소자료수집계통 S깨1 기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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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데이타 처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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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DAS Task Inputs 

NAl'vIE TYPE FILE DEFINITION 

INSCAN. 

DEF 

INBUFF() 1*4 (**INBUF) PD.-\S data to be sent to PCS 

LINBUF 1*4 ” Length of I~BUFF in words 

INBUFFI-I( ) 1*2 ” 
Half\\'ord equivalent to 

NBUFF 

SOEPROC. 

DEF 

SOE_COUNT 1*4 (**TCOl\U Number of SOE events 

SOE_SEND 1*4 (**TCOl\l) Current SOE buffcr (1 or 2) 

ßASE_TIME 1*4 (**TCOM) Synchronization Time 

SOEBUFF() 1*4 (**SOEBUF) SOE data buffer 

SOEHBUFF() 1*2 (**SOEBUF) 
Halfword equivalent of 

SOEBUFF 

Notc : INSCAN.DEF and SOEPROC.DEF (**P.-\RAMS) are included in 

LINKPROC because the\' contain constants that set the size of 

the buffer aπ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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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ommand Parameters (Constants) 

NAME TYPE FILE DEFINITION 

LlNKPROC. 

DEF 

(**CI\1O) 

SYNC_IOZ 1*4 ” 
Send p.eriodic command to 

PDAS 

SEND_DATA 1*4 ” Send periodic buffer command 

SET TIME 1*4 ‘· Set system time comm 

SYNC_SOE 1*4 ” Sync SOE command 

SEND_SOE 1*4 ” Send SOE report command 

GEl‘ DATA 1*4 ” 
Base command for getting 

data 

EXCHANGE_ 
First queue to OUTSCA ::--1 

1*4 ” that data is availabJe to 
INFO 

output 

SYNC_SENT 1*4 " 
Sync signal RECEIVED from 

PCS 

CLEAR_LlNKS ” 
Sent to PCS to CLEARLlNKS 

1*4 
of any extraneous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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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1NKPROC 테스크 

L1NKPROC 테스크는 모든 통신올 관장하는 핵l스크로서 1개 주 모플<l\ lain 

Mod비e)과 9개 하부모률<Subroutine)로 구성된다. 구성 모률은 마음과 같다. 

(1) 주 보률 LINKPROC 

(2) 하부모.률 L1NKPWR 

하부모플 LINKTIMR 

하부모률 LINIGNIT 

마.INSCAN 테스크 

하부모플 LlNlζPRCM 

하부모률 LINKQCMD 

하부모률 LIOFIN 

하부모률 LlNKQ 

하부모률 LL'\JKSCMD 

하부모률 CMDPROC 

INSCAN은 발전소자료수집계통과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에 입력되는 모든 업력 

신호틀올 얽어들이는 테스크이다. 모든 업력신호는 0.5초마다 수집된다. 채널마다 

INBUF의 길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타는 캐비넷에 있는 Chassis 및 프로세싱 

카드의 수 혹은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 테이타의 폰재유무를 토대로 하여 정리되어 

INBUFF에 저장된다. 

(1) INSCAN 

INSCAN은 INSCAN 테스크의 주 모률이다. INSCAN은 실시간 데이타구조 

홀 초기화 하고 Trélp Handler를 구동시 킨다. 

(2) 하부모플 INSCANT 

INSCANT는 Timer Trap Handler이 다. SCAN TIMER가 Time Out될 때 마 

다 INSCANT가 수행된다. INSCANT는 하부모률 SCAN올 호출한다. SCAN 

TII\1ER는 0.5초마다 Time Out된 다. 

(3) 하부모뜰 SCAN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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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PWR은 Power Fail Hecovery Trap이다. 전원 복귀시 SCANPWR은 

sc .. \:'-l TllVIER를 세트한다. 

(4) 하부모뜰 SCAN 

하부모률 SCAN은 프로세싱 카드에 입력되는 모든 입력신호를올 얽어들인 

다. SCAN은 데이타를 얽기전에 이전의 Scan동작이 종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SCA:--J윤 디지털 입력(01)， 주파수 입력 (Fl)， 아날로그 입력 (AO， 펄스 입력 (PI) 신 

호 순서로 프로세싱 카드들을 읽는다. 

SCAN은 디지탈 업력 (DI)과 주파수 입력 (FO 신호틀을 원기 위해 기능코드 

ReaψWait로 SYSIO를 호출한다. SYSIO는 SVC변수영 역 (Parameter Block), 기 

능코드CREADWT) ， Logic Unit, 입력버꽤의 시작주소 및 버퍼의 길이를 디지탈 

입력(Dn 및 주파수 입력 (FI) 구동프로그램에 전달한다. 구동프로그램은 디지탈 

입력(DIl 및 주파수 입력 (FI) 프로세싱 카드를 읽고 그 정보를 디지탈 입력(01) 

및 주파수 입력 (F1) 버퍼에 저강한다. 기능코드<READWT)는 구동표로그랩이 데 

이타륜 다 읽고난후에 컴퓨터가 SYSIO 바로튀의 문장올 수행하도록한다. 

SCAN은 아날로그 입력 (AIl 및 펼스입력 (PI) 선호를 얽기 위해 ANASCAN 

파 PULSCAN를 호출한다. 아날로그 입력 및 펼스입력 신호의 경우 SCAN은 아 

날로그 입력 (AI) 및 펼스 입력 (Pl) Chassis들의 첫번째 프로세싱 카드를 읽거 위 

해 :\:'-lASCAN과 PULSCAN를 호출한다. 

(5) 하부모촬 PULSCAN 

하부모둘 PULSCAN은 Read/Proceed로 SYSIO를 호출한다. SYSIO는 SVC 

변수영역(Parame~er Block), 기능코드<READPR>， Logic Unit, 입력버퍼의 시작주 

소 및 버퍼의 걸이를 펼스 압력 (PIl 구동프로그램에 전달한다. 구동프로그랩운 펄 

스 업력(Pll 프로세싱 카드를 읽고 읽은 정보를 펄스 입력 (Pl) 버퍼에 저장한다. 

기능코드mEADPRl는 구동프로그램이 데이타를 다 읽지 못했을지라도 컴퓨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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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IO 바로뒤의 여러 문장등을 수행할 수 있음올 의미한다. 

(6) 하부모플 ANASCAN 

ANASCAN은 ReadlProceed로 SYSIO를 호출한다. SYSIO는 SVC 연수영 역 

(Parameter ß1ock). 기능코드CREADPR l. Logic Unit. 입력버퍼의 시작주소， 버퍼 

의 길이， 카드 채널의 수(8채널)를 아날로그 입력 (AI) 구동프로그램에 전달한다. 

ANASCAN은 또한 아날로그 입 력 (A1) 구동 프로그램 이 아날로그 압 력 표로 

세싱 가드틀올 읽기 위해 필요로 하는 데이타를 SVC변수영역에 전달한다.‘ 아날 

로그 입력 (A I) 구동 프로그램은 SVC변수영역의 7번째 주소부터 프로세싱 카드 

데이타가 시착된다고 간주한다. 

아날로그 입력 (AI) 구동 프로그램이 SYSIO당 1개의 아날로그 입력 (A1) 프 

로세싱 차드볼 읽기 때문에 각 SYSIO는 I개 카도분(8채널)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SVC변수영역에 전송한다. Scan Table은 Global AISCNTAB(X. CHASSIS)형태 

로 구동 프로그램 데이타를 갖고 었다. 여기셔 X는 7부터 프로세싱 카드내의 채 

널마다 ]씩 증가시킨 값이다. 다음은 Scan Tablc 정보를 SVC 변수영역에 전송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I;CI-IASSlS 

J=Card Number (1 - 16) 

AI_PBLK( 7.1) = AISCNTAB ((j-l)*8 + 7,1) 

AI_PBLK04,I) = AISCNTAB ((]-1)*8 +14 ,1) 

(7) 하부모플 SIOFIN 

n / 
>

n ‘ 
니
 



SIOFIN은 lNSCAN을 위 한 VO Completìon Trap Handler이 다. 하부모률 

SC^N은 디지탈 입력 mll 신호들 및 주파수 입력 (FD 신호틀을 읽어틀였을 때 

SIOFIN을 호출한다. 읽어들인 Chassis의 상태가 SIOFIN에서 세트된다. 

SIOFIN은 또한 아날로그 입력 (Al)과 펄스 입력 (Pl) Chassìs에 있는 두번째 

아날로그 입력 (AI) 및 펄스 입력 (Pl) 프로세싱 카드부터 마지막 아날로그 업력 

(^I) 및 펄스 입력 (Pl) 프로세싱 카드까지 얽기 위해 하부모률 ANASCAN 및 

하부모률 PULSCAN올 호출한다. 첫번째 아날로그 입력(Al) 및 펄스업력 프로 

세싱 카드는 하부모률 SCAN이 읽는다. 

SIOFIN은 아날로그 입력 Chassis의 마지막 아날로그 업력(Al) 프로세싱 카 

도를 읽은 후 하부모촬 SCANl\mV를 호출하고 OUTSCAN 테스크를 Queue하여 

OUTSCAN 테스크가 출력 데이타를 출력 프로세싱 카드에 보밸 수 있도록한다. 

(8) 하부모틀 SCA Nr\'l OV 

SC^NIVI0V는 LlNKPROC 테스크가 발전소감시계통의 주전산기에 정보전송 

을 효율적￡로 할 수 있도록 디지탈 압력 (01)， 주파수 입력CFI>， 아날로그 입력 

(Al) 빛 펼스입력 (PD 버돼에 저장된 정보를 정리하여 lNBUFF에 저장한다. 

INBUFF에 저장된 정보의 갯수는 Global Common LINBUF에 저장되어 

LINKPHOC 테스크가 정보전송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펄스 표로세싱 카드들은 읽어질 때마다<0，5초) 세트되기 때문에 펄스 선호들 

은 2개의 연속된 SCAN 데이타(현재 원은 정보와 바로 전에 원윤 정보)률 합산 

하여 IN"ßUFF에 저 장된 다. 

라， OUTSCA:-.J 테스크 

OUTSCAN은 아날로그 및 디지탈 출력 프로세싱 카드틀을 통해 외부 장치에 데 

- :.33 -



이타륜 출력한다. OUTSCAN은 2개 명령어툴에 의해 Queue (lNSCAN 및 

LlNKPROC에 의한)될때 데이타를 출력한다.OUTSCAN이 L1NI(PROC에 의해 Queue 

되 지 않는다면 OUTSCAN은 Timer Trap Handler를 구동한다. 이 것은 데 이 타가 1초 

마다 한번씩 출력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1) OUTSCAN 

OUTSCAN은 OUTSCAN테스크의 주 모률로서 실시 간 데 이 타 구조를 초기 

화하고 Timer Trap Handler들올 구동한다. 

(2) 하부모플 OUTSCANQ 

OUTSCANQ는 출력 프로세싱 카드에 데이타륜 출력할 시간이 되었는지흘 

판단하고 시간이 되었으면 OUTCRD를 호출한다.OUTSCANQ는 출력할 시간올 

결정 하기 위 해 LINKPROC 으로부터 의 Queue와 INSCAN 으로부터 의 Queue를 

기다린다. LINKPROC의 Queue는 OUTSCAN 테스크가 출력버퍼 (Output Buffer) 

의 데이타를 。1용할 수 있음올 알려주고. INSCAN의 Queue는 OUTSCAN 테스 

크가 출력버퍼의 데야타를 출력 프로세싱 카드에 출력 시킬수 있다고 알려준다. 

CPU를 위한 Flag(CPU_FLAG(1), CPU_FLAG(2))는 OFF로 세트된다. 이들 

Fla딩는 다시 LlNKPROC에서 ON으로 세트되고 OUTSCANQ가 데이타 링크 Fail 

를 결정할 수 었도록한다. OUTSCANQ가 2개 CPU_FLAG카 。FF된 상태에서 

30회 (30 Second) 수행되면 OUTSCANQ는 Lìnk Fail State 값올 출력버퍼에 입력 

한다. 

(3) 하부모률 OUTSCANT 

OUTSCANT는 OUTSCAN를 위 한 Timer Trap Handler이 다.OUTSCANT 

의 기놓은 두개의 데이타 랭크가 Down될 때 출력버퍼의 데이타가 1초마다 한번 

씩 출력 되 도록 OUTSCAN올 Queu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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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부오한 OUTSCANP 

OUTSCA:-.I P는 Power Fail Recovery Trap Handlcr이 다. 

(5) 하부￡한 OUTCRD 

하부모단 OUTCRD는 출력 프로세싱 카드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기능을 한 

다 OUTCHO는 PDC. 디지탈 출력 mo) 및 아날로그 출력 (AO) Chassis의 존재를 

확인하여 해당 Chassis가 았으면 데이타를 출력한다. 

OUTCHD는 기능코드(WRlTEWT + Y ’ 14 ’)로 SYSIO률 호출한다. SYSIO는 

S\'C변수영역 (Parameter Block). 기놓코도(WRITEWT + Y ’ 1-1’). Logic Unit. 출 

력버펴익 사착주소 빛 버퍼의 길이를 해당 구동프로그램에 전달한다.OUTCRD는 

데이티륜 출력 프로세싱 카드에 출력한후 하부모률 OUTFIN을 호출한다. 

(6) 하부모찬 OUTFIN 

하부모쉴 OUTFIN은 OUTSCA.N을 위한 νo Completion Trap Handler 이 

다. OUTFI;-J운 하부모플 OUTCRD의 수행상태를 조사하고 수행상태에 따라서 

CO)JLI :"J K첼 Queue 한다. 

n} , SOEPHOC 테 스크 

SOEPH.OC은 사고플의 순서를 제어하는 테스크이다. 이들 사고들은 상태변환 감 

지카드들의 입럭 버퍼룹 OFF에서 ON 혹은 ON에서 OFF로 변환한다. 이들 변환은 장 

태변환(Change of Status) 이라고 한다. SOEPROC은 2분동안의 상태변환 혹은 5i2개 

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사고들을 처리한다. 둘중 먼저 벌생한 경우의 데이타를 발전 

소김시게통의 주전산기에 전송한다. 그림 7에 SOE 처리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타내었 

고， 그립 8은 1알전소자료수집계통에서 수행되는 SOE 데이타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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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이 경과하기전에 512개 이상의 사고 데이타가 발생한다면 SOEPROC은 최초 

512개 사고 데이타를 SOE기록버퍼 l에 업력하고 나머지 사고들에 대한 데이타를 

SOE71록버퍼 2에 저장한다. 즉 2개 버퍼를 사용한다. 최초 버퍼는 배열(Aπ'ay)의 첫 

번째 방(Element)에서 시작되고 두 번째 버퍼는 배열(Aπa\"'의 1028번째 방에서 시작 

된다. 

구동프로그램 (COSACLK)은 사고 데이타를 배열(Arrayl COS_LIST에 저장한다. 

COS_LlST(1)은 4로 초기화된다. 또한 사고 신호처랴가 종료된후에도 4로 세트된다. 

COS_LIST(1)은 매 상태변환 마다 구동프로그램에서 8씩 증가되고 처리할 데이타가 

남아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초 사고 데이타는 COS_LlST(2)부터 저장 

된다. COS_LlST는 64개 방(Element)올 갖는 배열(Aπay)로 선언된다. 

바. CO::\LlNK 태스크 

CONLlNK는 메세지틀올 론솔에 기록하는 디버그 테스크이다. 

사. ICC Ì\ IS 테스크 

부적절노섬냉각감시계통 자료를 처리한다. 그립 9에 발전소자료수집계통에서 처리 

되는 ICC~IS 계통의 데이타 처리구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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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8. PDAS/SOE Data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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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워}어 처리 하드웨어 정보 

발전소자료수집계통 소프트웨어는 5개의 테스크로 구성되므로 소프트웨어에서 펼 

요한 하드워I어 정보를 테스크 별로 분석하였다. 

가. 운 영 체 계 (Operating System) 

발전소자료수집계통 프로세싱컴퓨터의 운영체계는 작 채널마다 하도웨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채널마다 zrzt의 운영처l계를 갖으며 어는 PDAS#.SYS (#윤 채널표시) 

이 제공한다. PDAS#.SYS 파일에서 제공되는 하드훼어 관련정보는 다옴과 갇다. 

(1) 프로세싱 카드 구동프로그램 이름 및 코드 

(2) 프로세 싱 카드가 장착된 Chassis의 주소 

(3) Chassis내에서 프로세싱 카드의 위쳐를 표시하는 MASK 값 

(4) 입출력장비 인터페이스 보드<IOBC)의 주소 

(5) 아날로그 프로세싱 카도 Chassis의 전체 채널의 수 및 명령어 

(6) 구동프로그랩틀올 위한 Logic Unit 

(7) 데이타 링크 구동프로그랩 이름 및 코드 

나.INSCAN 테 스크 

lNSCAN 테스크논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이 필요로 하는 신호롤 읽어 들이는 테스 

크로서 이 테스크에 제공되는 하드뭐l어 관련 정보는 INSCAN.DEF, SCNBD#.FTN (# 

은 채널표시)， ANAST AB#.DEF (#은 채널표시) 파일에 었다. 

(1) lNSCAN.DEF 파일 

lNSCAN.DEF 파일은 발전소자료수집계통 소프트웨어의 INSCAN 테스크가 

사용하는 각종 변수들을 정의한다. 이들 변수들중 입력 프로세싱 카드의 추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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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삭제시 직접 관계되는 정보는 다음과 감다. 

(가) 디지탈 입력<DI). 아날로그 입력 (Al)， 펼스 입력 (PI> 및 주파수 입력 

(FI)버퍼의 길이 

(나) 디지탈 입력(01)， 아날로그 입력 (AI) ， 펼스 입력 (PIJ 빛 주파수 입력 

(Fll Chassis의 갯수 

(:2) SCNBD::.FTN 파일 

SCNBD#.FT~ 파일은 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INSCAN 테스크에게 각 채 . 

널에 대한 정보를 처l 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다옴과 깥다. 

(가) 펼스 입력 (PD 프로세싱 카드의 수 

( 나) 디 지 탈 압 력 (01). 아날로그 입 력 (AI) Chassis의 수 

(다) 펼스 입력 (Pl)， 주파수 입력 (FO. SOE Chassis 및 부적절노섬냉각계통 

기능의 존재 유무 

(라) 아날로그 업력 (AI) 프로세싱 카드를 읽기 위한 초기치 

C~)λNAST:\B#.DEF 파일 

J\NASTA#.DEF 파일은 아날로그 입력 (All 프로세성 카드를 읽기 위한 

SC <ln 정보률 제곤한다. 아날로그 입력 (AI) 프로세싱 카드는 8채널로 구성되므로 

Sc:m 정보는 채널마다 정의된다. 채널의 Scan 정보는 카드가 설치된 SJot 주소， 

카드내의 채널변호. 채널의 이득 빛 아날로그 입력 (Al) 버패의 Index로 구성된다. 

다.OU'I‘SCAN 테스크 

OllTSCA~ 테스크는 발전소감사계통의 주전산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발전소 

강보계통 및 각종 기록계들에 제공하는 테스크로서 이 테스크에 제공되는 하드웨어 

정보는 OUTSC.-\N.DEF. OUTBD#.FTN (#은 채널표시). OUTSTAB#.DEF (#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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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파일에 었다. 

(1) OUTSCAN.DEF 파일 

OU')‘ SCAN.DEF 파일은 발전소자료수집계통 소프트혜어의 OUTSCAN 테 

스크가 사용하는 각종 변수틀올 제공한다. 이들 변수를중 출력 프로세성 카드의 

추가 혹은 삭채시 직접 관계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뎌지탈 출력(00)， 아날로그 출력(AO) ， PDC 버퍼의 길이 

(나) 디지탈 출력(00)， 아날로그 출력(AO) ， PDC Chassis의 갯수 

(2) OUTßD#.FTN 파일 

OUTBD#.FTN (#은 채널표시) 파일은 정보의 출력과 관련하여 OUTSCAN 

테스크에게 각 채널에 대한 정보흘 제공한마. 제공되는 정보는 마음과 갇다. 

(가) 디지탈 출력(00)， 아날르그 출력(1'.0)， PDC Chassis의 존재 유무 

(니.) 아날로그 출력(AO) 프로세싱 카드의 수 

(3) OUTSTAB#.FTN 파일 

OUTST AB#.FTN (#은 채널표시) 파일은 다음의 정보를 채공한다. 

(가) PDC Scan 정보 

(나) 디지탈 출력(00) Scan 정보 

(다) 아날로그 출력 (AO) Scan 정보 

라. SOE 테스크 

SOE 테스크는 사고 데이타를 수집하고 사고 데이타에 대한 발생 시간 정보를 

부여하는 테스크로써 이 테스크에 제공되는 하드웨어 정보는 SOEPROC.DEF. 

COSBD#.FTN (#은 채널표시) 파일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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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EPROC.DEF 파일 

SOEPIWC. DEF 파일은 발전소자료수집계통 소프트웨어의 SOE 테스크가 

사용히는 각종 변수들을 제공한다. 이들 변수들중 하도웨어와 직접 관련되는 정 

보는 SOE 버퍼길이 및 상태변환 감지 카드가 설치된 Chassis의 수이다. 사고 데 

이티는 512개 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SOE 벼퍼길이는 하드웨어의 변경과 관련 

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 4에 SOEPROC.DEF 파일에 쓰이는 변수흘 나타내 

었다 

C2) COSB]}#.Fl‘ N 

COSßD#.FTN 파일에 있는 정보중 하드웨어 관련 정보는 (가)와 같다. 그러 

니 그 정보는 하드웨어의 변경과 관련하여 영향올 받지 않는다. 

(가) 사고 데이타의 발생시간 정보를 위해 4msec의 Res이ution를 제공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Timer올 위한 값 

마 Ll~KPHOC 테 스크 

Ll~KPROC 테스크는 다른 태스크들올 관리하고 발전소감시계통의 주전산기와 

통신읍 담당하는 테스크로서 이 테스크에 제공되는 하드웨어 관련 정보는 LINKPROC 

.DEF 파멜에 았다. 그러나 LlNKPROC 테스크의 경우 펼요한 하드웨어 관련 정보는 

데이타 렁크 관계된 것 뿐이므로 광 케이블의 추가 혹온 삭제는 발생하지 않올 것으 

로 본다. 

바. lC:Tl\ 15 테스크 

lCCì\'IS 테스크는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므로 정보수집과 관련하 

여 특별한 하드웨어 정보가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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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OEPROC.DEF file (PARMS) 

VAR NAME TYPE VALUE/SlZE DEFINITION 

RESOLUTI0N 1*4 120애O 
Length of time to record 

SOE events 

SOEMXSIZ 1*4 512 
Maximum SOE events in 

a buffcr 
-

SOEFRSIZ 1*4 SOEMXSIZ*2+3 Size of SOE frame in words 

MAXSOEFR 1*4 SOEFRSIZ*2 Max number of SOE frames 

SOE_FIN1SH 1*4 2 Param command to send 

SOE_START 1*4 
Pal강m comæand to stflrt 

SOE 

NCSANLU 1*4 2 Number of LU ’ s to scan 

I TERM_CH 1*4 
Last entry in soebuff to 

indicate 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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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고추이 (SOE) 처리시스댐 

1. 시스템의 사용목적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추이 {Sequence of Event: SOEl 처리 시스템은 발전소 사고발 

생 이후에 그 사고(Event)의 원인과 사고추이 (Sequence)를 분석하기 위하여 발전소 

사고 또는 비상정지 상태에 관련된 신호정보들의 발생시각을 감지하여 기록하는 계통 

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추이 처랴시스댐에서 수행되는 주 

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사고발생 산호의 감지 

- 시 간 동기신호의 설 정 (Synchronization Signa)) 

- 사고(Event) 신호의 발생시각 부여 (Time-tagging) 

- 사고 데이타의 저장 

- 발천소 컴퓨터 계통으로 전송 (기록유지 및 보고) 

2. SOE 신호의 종류 

현재 울진 3.4 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SOE 입력의 종류는 표 5와 곁다. 

표 5. SOE 입 력 의 종류 [Ij [:ij [~~j 

잃끽풋 접점입력 수 
Spare 

소계 총계 
업력수 

발전소보호계통(PPS) : 112 

안전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mSFAS) : 28 
총 512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RTSS) : 8 22 256 

다종보호계 통<DPS) : 8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CEDMCS): ï8 (실제사용 
비안전계통 381 개) 

보조설비계통moP) : 147 109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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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 처리계통 울진 3，4호기 발전소의 제 3 절 

기능 t:tl 
Ã l. 울진 3，4호기 SOE 처리계통의 구성 

가. SOE 처리계통의 구성 

현재 울진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고 있는 사고추이 처리계통은 그립 10에 

PDAS-N1과 PDAS-N2 빛 비안천 채널인 나타낸 바와 같이 발전소자료수집계통의 

SOE 처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벼안전(Non-safety) PDAS-N3에 상태변화 입력카드와 

계통에서 발생되는 사고신호들은 Hard-Wired 케이블올 통해 직접 N1 , N2 또늪 N3 

안전(Safety) 계통에서 발생하는 SOE 신호는 격리 7 l<Isolator)를 거 채널로 연결되고， 

쳐 Nl. N2. N3 채널에 나누어 업력된다. 표 6에 실제 연결된 채널별 SOE 입력수를 

표시하였다. 각각의 PDAS-N 채널에서 처리된 SOE 데이타는 Fiber Optic Modem 과 

광케이블 데이티· 링크를 통해 발전소컴퓨터계통에 전달된다 (2) [4] 

발천소캠퓨터계풍 

(PCS) 

PDAS-N2 
SOE Processor/ 

COS Card 

C 
E 
D 
M 
C 
S 

RT 
SG 

Pi 

n
-
〔
、
“

P 
P 
S 

P 
P 
S 

P 
P 
S 

CH CH 
CH 
D 

CH 
C 

CH 
B 

CH 
A B,O A,C 

ESFAS 

-B 

ESFAS 

-A 

B 
O 
P 

D 
P 
S 

- : Hard Wired Line 

울진3，4 호기 SOE 처리겨l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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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G. 처리기 채널당 SOE 업력 수 [:~l 1:!1I 

r-

SOE SOE 수 (381깨) 
겨l 통 선호전탈 

처리 채널 소계 합계 

--> Nl 56 
발전소 --> N2 53 112 

보호계통 (PPS) 
--> N3 3 

공학적안전설비 --> Nl 14 
28 

작동계통 <ESFAS) --> N2 14 

웬자로정지 --> Nl 4 
8 

차단기계통 IRTSG) --> N2 4 

다중 보호 --> N2 3 
8 

계동 (DPS) --> N3 5 

제어봉 구동장쳐 --> N3 78 78 
제어계통 (CEDl\1CS) 

--> NI 90 

보조설비계통 <BOP) --> N2 44 147 

--> N3 13 

채널당 SOE 
처리 갯수 

M 

-
뼈
 -재
 

뼈
 -
뻐
 

-% 

나 .. SOE 처리계통의 기능 l기 [:1} 

윷진 3.4 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사고추이(SeQuence-of-Event: SOE) 처리 

및 기록시스템은 원자로의 비상 정지시 또는 공학척안전껄비착동계통(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stem)의 착동시， 이와 관련된 주요 장비에서 오는 접점 

입력(Contact Inputs) 신호를 감지해 기록한다. 접점업력은 접점업력 채멀당 한개씩 

션정되며 접점펴로카드 하나당 16개의 채널올 수용할수 있다. 사고발생시 상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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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c of State)의 발생순서에 대한 구별 능력은 4 msec 이내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SOE 발생 시각정보는 자체 Clock에 의해 기록되며. SOE 처리흘 위한 3 채널 

의 흉기화는 PCS로부터의 동기신호에 의해 처려된다. 상태를 변화시키는 접점신호에 

대한 식별값이 종속적인 데이터처리를 위해 각 접점마다 관련된 시간기록 

(끼 

프로세싱 컴퓨터는 SOE 처리를 위해 디지탈 선호의 천이상태를 기록하고 사고 

발생시의 시간기록올 유지하기 위한 Clock 산호를 발생시킨다. SOE 처리기에 대한 

시간 동기신후(Synchronization Signal)는 발전소컴퓨터계통(PCS) 으로부터 생성된다. 

PCS는 각각의 비안전 PDAS 채널에 있는 SOE 처려기로부터 Periodic Data Link를 

통해 사고선호 정보흘 수신하고 불류(Sorting) 알고리즘올 이용해 SOE 발생순서를 제 

조정 한다음 조정된 정보를 기록(LoggÎng)및 보고<Reporting)한다‘ SOE 신호허리 과 

정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올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
PDAS - N 채낼 

그링 11. 울진 3.4호기 SOE 처리 하드웨어 구성 

발전소 
컴퓨터계롱 

(PCS) 
Logl 

하드웨어를 통한 SOE 신호처리 과정은 다음과 갇다. 그램 2에서 PDAS-N 채널 

로 들어온 상태변화 업력신호는 채널내에 있는 과전압/전류 보호차드를 거쳐 상태변환 

감지 인터렵트카드로 전달된다. 상태변환감지 인터럽트카도는 16 개의 상태변화신호 

룹 수용한다. 상태변환감지 인터럽트카드의 입력버펴는 향상 ”이전상태”룹 저장해두고， 

데이터 버퍼는 과전압/전류 보호카드의 총력단올 감시한다. 입력버퍼와 데이터버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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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차이가 있을경우 상태변환감지 인터럽트카드는 인터럽트 (논리 “0")를 발생하여 

범용 입출력 제어기(UlOC)와 업출력 인터페이스<IOBC) 보드를 통해 PDAS 내의 

CCC( Concum'nt Computer) 3205 프로세싱 컴퓨터 에 전달한다. 

CCC 320;-) 컴퓨터는 SOE 처려프로그램올 수행하며. SOE Clock 보도흘 이용하 

여 상태변화 발생시각올 버퍼에 기록하고 데이터 렁크를 통해 동기요구 신호를 발전 

소 컴퓨터계통에 전달한다. 발전소캠퓨터계통은 동기신호(SY;..JC)블 즉시 PDAS의 비 

안전 세채널에 내보내고 프로세싱 컴퓨터로부터 SOE 데야타를 받아틀인다. 

2. SOE 처리 하드웨어 분석 

SOE 처리기가 설치되어 있는 발천소자료수집계통의 비안전채널틀은 여기에 필요 

한 각각의 입출력장비와 묘로세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SOE 처획용 

상태변화 인터럽트 카드와 SOE 처리기록에 관련되논 입뿔력장비 및 프로세싱컴퓨터 

의 구성 및 기능플 분석하였다. 

가. 상태변화(COS) 인터랩트 카드 I“J lïl 

상태변화(Changc-of -State: COS) Interrupt Card는 입력산호의 천이상태가 발생 

할 때마다 CCC 3205 프로세싱 컴퓨터에 인터렵트 요구신호를 보낸다. COS 카드의 

임력신호 조정화로는 5 - 48 V 내에서 변화되는 접접 입력신호릅 받아 틀인다. COS 

카드는 Hì 개의 입력산호 조정회로(Signal Conditioning)를 갖고 있으며 이툴 각각에 

시정수 5 mscc의 필터를 내장하고 았다. 압력신호의 상태를 나타내는 16비트 레이타 

입력 、、:ord 를 프로세싱 컴퓨터에 천송한다. 상태변화 인터럽트 카드에 대한 블력 다 

이어그램윤 그렴 12에 나타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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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Address 

Input 

Test Return 

DATA 0-15 

ICB 

Coml뻐nd 

11'.1' .'\ddress 

INT ReQuest 
RTP 110 BUS 

lNT Priority 

Representative System 

Card Selection 
and 

Control 
Logic 

Data Input 
and 

Registerl 
State Change 

Logic 

Interrupt 
Logic 

COS Interrupt Card 

그립 12. cos 카드와 프로세싱 컴퓨터의 연결구조 

COS 인터렵트 카드에 대한 세부척인 기늄윤 다옴과 같다. 

(1) 카드선택 및 제어기능 

카드 제어신호는 프로세싱컴퓨터에서 전달되는 명령에 의해 RTP 얀터메이스 

카드 에서 만들어져 HTP 1/0 BUS를 통해 천달된다. 카드 슬롯의 번지수 확인 

으로 카드가 선택되고 업력착업이 시작되면， COS 카드는 카드의 상패신호와 

엽력신호의 상태변화정보를 함께 실어 프로세싱 컴퓨터에 전달한다[;;) 

(2) 신호 조정회로 

COS 카드는 16개의 통일한 신호조정 (Signal Conditioning)회로를 갖고 있는데 

'"신호조정회로는 연산증폭 천압비쿄회로와 수둥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압비교 

기에 설정된 기준전압파 시정수 5 msec의 필터를 통해 룹어오는 5-48 Volt의 

업력전압올 바교해 그 차이 전압에 대한 논리적 버교신호를 만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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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엽트 요구 

인터럽트 논리회로는 업력신호의 상태변화가 있올때 인터렵트 요구신호를 발 

생하고 인터럽트 모드를 설정하며， 인터럽트 동작중에 있는 COS 카드를 프로 

세싱컴퓨터가 식별할수 있도록 인터럽트벡타 카드번지(번지: O-F)를 프로세싱 

컴퓨터로 천송한다. 인터럽트 벡타 카드 번지가 프로세싱 컴퓨터에 전달되고 

있을때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이 업력레지스터로 전탈된다. 

(4) 입력 데이타의 전송 

카드가 설청되연 데야타 word가 데이타 버스상에 위치하게 되고 프로세싱 컴 

퓨터는 데이타업력 지시문올 실행하여 데이타를 전송받는다. 각 입력 word는 

현장에서 즐어오는 신호에 대한 16개 대표값을 포함하는데 이 압력 word는 현 

재 둡어오고 있는 신호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시간에 발생한 

업랙선호만올 나타낸다. 

냐. 입출력 처리장비 I깅11김l 

( ] ) 입촌력 단자<Banier Tcrminal Strip Cable Assembly; BTSCA) 

입츰력단자는 50E 입출력 신호케이블의 접속단차로서 이용되며 접점입력을 위 

해 접점상태감지를 위한 전원올 사용한다. 

(2) 과전압/전류 보호카드 

외부에서 인압되는 과전압/전류로부터 신호처리카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처 

리카드 전단에 설치된 카드로서， SOE 신호는 어 카드를 통하여 표로세싱카드 

에 입력된다. 

C-3) 상태변환감지 인터럽트 카드(Change of State; COS lNT Card) 

50E 신호를 처리하는 카드로서 ON , OFF 양방향을 감지하여 인터럽트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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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48V 입력신호 감지용 외부전원을 이용하며. 사정수 5 msec의 필터를 

사용한다. 띠l 

(4) 범용 입출력 제어기(Universal Input!Output Controller: UIOCl 

16 개의 프로세성 카드를 내장할 수 있으며 각 프로세싱 카드의 데이터를 

ßackplane 단자를 통하여 제어한다. 범용 입출력제어기에 설치되논 RTP 인터 

페이스 카드는 그 입출력제에기의 하드혜어 주소를 갖고 있어 프로세싱 컴퓨터 

와 상태변화 카드간의 명령 또는 자료출력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 l51 

(5) 업출력 장버 인터페이스 보드(Input/Output Bus Converter; IOBC) 

입출력 장비에서 처리된 SOE 신호들올 프로세싱 컴퓨터에 인터페이스 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 프로세싱 컴퓨터 낀J (씌 

(]) CPU~lemory 보드 

표로세상 컴퓨터의 중앙처리창치 및 기억장치로서 SOE 처리를 위한 논리연산， 

기능제어 풍올 수행한다. 

(2) 법출력제어 보드(MPCl 

프로세싱 컴퓨터의 엽충력 쩌l어기능을 담당하며. SOE 표로세서와 발전소컴퓨 

터계통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데이타 링크가 설치된다. 

(3) SOE Clock 보드mCLOCKl 

CPU에 사용되는 Time Clock 파는 별도로 SOE 신호의 발생시각플 정밀하게 

감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교륜 전원선에 익하여 구동되는 LFC(Line Frequency 

Clockl와 1 rvlHz 신호를 만틀어 내는 8 MHz 크리스탈 진동자릎 사용한다 lï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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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 EPROrvI 보드(M'!~roLoader)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켜 프로세싱컴퓨터의 가통 또는 전원 상실후 재가동시에 

자동적으로 주기억장치에 실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능올 수행한다. 

라. 하드웨어 구동용 소프트웨어 

(1) 디바이스 드라이버 COSCLP.KO 

COSCLRKO는 SOE 카드를 구동하는 프로그랩이다. 드라이버 번호 #237닙 사 

용하며 도라이버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정보는 다옴과 감다. 

(가) SOE 카드가 설치된 Chassis 의 위치(주소) 

(나) 입출력장비 인터페이스 보드UOBC) 의 주소 

(다) 입출력장비 인터페이스에 있는 인터럽트 디바이스의 주소 

(라) SOE 클력(UCLOCK) 의 주소 

COSCLRKO에 대한 드라이버 데이타의 형식은 다음과 갇다. 

C051: , C2, 237, USER = (MASK = 7FFO, IOBC = CE. 

CNTR = C4, CLCK = 7C) 

위에서 C051은 드라이벼 프로그램의 명칭이고. C2는 16진수의 SOE Chassis 

어드레스， 237은 드라이내의 변호. MASK는 SOE Chassis 상의 카드위치를 나 

얀낸다. 그리고 C:-JTR은 인터럽트 디바이스의 번지수I CLCK는 UCLOCK 보 

드의 번지수플 표시한다. 

3. SOE 처리 소프트웨어 분석 

울진 3，4호기의 말전소자료수집계통에서 SOE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U:-.J KPHOC와 50EPROC 타스크이다. LINKPROC은 PDAS의 SOE 데이타 링크에 대 

한 모든 통신망을 관장하고. SOEPROC는 전반척인 SOE를 처리하는 타스크로서 9개 

의 서브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IJ [IJ 그림 13은 SOE 발생시의 데이타 처리구조이고 

그럼 14눈 L1NKPROC타스크와 PCS간의 데이타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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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 
EVEN'I‘ 

* Inte lT1.lpt Data 내 용 
- 카드 CháSis 주소 
- 접점(Point) 위치 
- 발생시각 

!INT 

o ,.t ._" . 

* IntelT1.lpt Data 

SYNC Timing 

그립 13. SOE 발생시 데이타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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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J 

INBUFF 

CMDBUFF 

CMDBUF 

INBUFF 

CMDßUF 

I 

OUTBUFF 

그림 14. LlNKPROC ._ PCS 간의 데이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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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lNKPROC 타스크 (LINKPROC.TSKl 

LINKPROC.TSK는 발전소자료수집계통과 발전소컴퓨터계통 간의 전체적인 

동산을 처리하는 타쇼크로서 3개의 타스크로 되어있다. LINKCPUl은 PDAS와 

PCS CPUI과의 통신올 처리하고 LINKCPU2는 PDAS와 PCS CPU2를 처리한다. 

L1NKICMS는 PDAS 안전 계통간의 데이터링크를 관장한다. 그리고 SOEPROC 

타스크로부터 오는 SOE 인터렵트에 대웅하여 동착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SOE 

와 관련된 서브루틴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는 L1NKPROC과 SOEPROC 타스크에 

의한 SOE 처랴구조를 나타낸다. 표 7은 SOE 버퍼와 데이터 령크에 사용되는 변 

수를 나타내고 표 8은 SOE 버퍼의 형태를 표시한다. 

(1) 서브루틴 L1NKQ 

LINKQ는 LINKPROC 타스크를 위한 큐 트랩핸툴러(Queuc Trap Handler)로 

서 SOEPROC 으로부터 큐명령어를 받으변 현재 프로세스가 수행중에 있는지 

를 점컴하고 수행이 끝나면 데이터령크의 Logical Unit올 초기상태가 되게한 

다. 

(2) 서 브루틴 L1NKSCMD 

LINKSCMD는 PCS에 SOE 버퍼를 보낼때 SOEPROC 타스크에서 SOE 버퍼 

의 처음과 마지막 요소흘 계산해 데이터의 전송킬이를 산정한다. 

(3) 서브루단 LINK1NIT 

L1NKINIT는 데여터링크를 초기화시키는 하부모플로서 렁크의 상태와 각링크 

를 위한 명령의 상태플 함께 초기화한다. LINK1NIT은 만일 Logical Unit에 

Aperiodic( SOE) 링크값이 나타나면 즉시 Aperiodic Link 를 세트시킨다. 

- 56 -



니 늬OEPROC 티 스크 (SOEPROC. TSI0 

SOEPROC.’l‘SK는 사고발생의 순서를 처리하는 타스크이다. 각 분야에서 

말생하는 사고신호는 상태변환 캅지카드의 입력버퍼를 ON-OFF 또는 

OFF-ON 요로 변환시킨다. 따라서 SOEPROC은 이들 상태변화가 처옴발생한 

것플 기준으로 512개 발생하거나 또는 2분동안 발생된 것을 처리하여 발전소 

컴퓨터계통에 보낸다. 만일 2분 이내에 512 개의 SOE가 발생하면 SOEPROC' 

븐 그 5127ij 데이터가 저장된 첫번째 버퍼를 즉시 PCS로 전송하고， 두번째 버 

퍼블 시작해 그 이후의 SOE 를 기록한다. 즉 하나의 버퍼를 2중버퍼로 사용 

한다. 첫번째 버퍼는 배열(Aπay)의 처옴(EJemenr J)부터 시작되고， 두번째 버 

퍼는 배열의 1028 번째에서 시작된다. 

구동 프로그램 (COSACLK)은 SOE 데이터를 배열 COS_LlST에 저장 하 

는데 COS_LIST는 64개의 방으로 선언된 배열이다. 초기배열 COS_LIST( 1 )은 

4로 초끼화 되어 사고 신호처리가 종료된 후에도 4로 쩔정되고‘ 배 상태변환시 

마다 구동프로그램에서 8씩 증가된다. 이는 처리할 사고데이타가 남아 있는지 

판 표시한다， 최초의 시·고 데이타는 COS_LlST(~l 부터 시착된다. COS_LlST 

는 G..J개의 망블 갖는 배열로 선언된다. 

(l) SOEPHOC 주 프로그랩 

SOEPROC-는 SOE 타스크의 주 프로그램a로서 다음의 초기화를 수행한다. 

(가) 설시간 데이터구조를 초 71화 하고， 트랩핸들터를 구동시킨다. 

{나) SOE 발생시각올 설정하기 위한 계수타이머를 통작시킨다. 

(다) 상태변환 감지카드의 초기상태를 읽고 COS_LIST( 1 ) 을 4로 세트한다. 이 

것은 서브루틴 COSTGD 의 버퍼크기 계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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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OE 명령어를 위한 첫번째 1 word를 설정한다. SOEBUFF는 버퍼 l 과 

버퍼2 로 설정되고 버퍼 l 은 배얼번지(1)부터 (027)까지， 버돼2는 배열번 

지 (1028) 부터 시착한다. { (1028) 은 (512 SOE x 2 word + 1 word 명 

령 + 1 word SYNC_TIME + 1 word EOF) 로 계 산되 므로 버 패 2 는 

002 + 1) 에서 시작된다} . 

(마} 버퍼를 버퍼 1 로 셜정해 크7](Length)를 초기화 한다. 

(2) 서브루탄 COSTGD 

COSTGD는 상태변환캅지카드에 대한 인터럽트 Trap Handler로서 카드에서의 

상태변화는 COSTGD를 구동한다. 이 서브루틴은 SOE 버돼애 데이터를 기록 

하며 버퍼의 크기를 계산한다. COSTGD는 COS_LIST(})이 (2xSOE수 x4) 

보다 크게 될때까지 계속 SOE 버퍼률 채운다. 또한 발전소감시계통의 주전산 

기에 SYNC 를 요구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인터럽트카 최초인지， 상 

태기록이 진앵중인지흘 항상 점검한다. 

(3) 서브루틴 COSTIMR 

COSTIMR은 SOEPROC를 위한 타이머 Trap Handler 이다. SOEPROC은 3개 

의 타이머륜 사용한다. SOE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2분 타이머와 PCS 로부 

터의 SYNC 신호를 받지 못할때 2분 타이머를 세트시키는 5초 타이머가 있다. 

그리고 SOE 발생시각올 기록하는데 사용된 겨}수타이머룹 리셀시키는 1시간 

타이머가 있다. 

(4) 서브푸틴 COSQ 

COSQ는 SOEPROC를 위 한 큐(Queue) Trap Handler 이 다. 한개 의 큐 파라미 

터가 COSQ에 인식되는데. COSQ는 다른 두채널올 동기시키는 LINKPROC 

타스크에 의해 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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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브루틴 COSPWR 

COSI끼VR은 SOEPHOC를 위 한 전원상실 11 ap l-landler 이다. 전원상실상태가 

복구되면 COSPWH 븐 전원상설사고에 대한 기록여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SOE 기록이 진행되었으면 기록을 중지하고 상태변환감지카드를 읽는다. 

({j) 서브루틴 COSSTRT 

COSSl‘IrI‘ 템턴은 5초 타이머를 세트하고. SOE 상태플래그를 시작시킨다. 또 

한 SOE 71 록을 위해 어떤 버패를 사용할치를 결정하고. Sync_Time올 획해 

SOE 버퍼의 두번째 주소를 0 으로 설정한다. 

(7) 서브쑤틴 COSSTOP 

COS~ïl‘OP 푸턴은 현재 내퍼의 사용올 종료하고 발전소컴퓨터계풍에 SOE 기 

콕읍 전송하기 위해서 버퍼의 시작주소와 길이플 결정하는 Global Common 변 

수뜯에 현재 버퍼의 갯수와 크기를 입력시킨다. 그리고 SOE 기록올 전송하기 

위 해 LI :--l KPHOC륜 큐(Queud 한다. 

(}{) 서브푸딘 COSI\'ISG 

서 브푸 틴 COSl'\'ISG는 SOEPHOC를 위 한 메 시 지 Trap Handlcr 로서 콘솔로부 

터 메사지륜 얽고 그 메샤지에 응답한다. 주로 디버깅에 사용되는 푸틴이다. 

( ~) ) 서브파린 COSFI~ 

COSFI;..! 서브루틴운 SYSIO의 수행상태를 접검한다. COSFIN은 구동프로그랩 

띄 나쁜상태를 보고하고 여러 서버스 메시치를 론솔에 전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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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E_TI)IE 

SOEBUF 

PCS 

SOEHUF 
PCS 

CLEAICLlNI<S 

ιLEAICLINKS 

... PCS 

그림 15. LINKPROC - SO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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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OE Buffer9.1- Data Link Globals (TCOI\[) 

VAH NA I\1E TYPE VALUE/SIZE DEFINITION 

SOE_BASE 1*4 
Detennines which buffer is used 

for recording SOE event data 

SOE_LEN 1*4 Size of SOE buffer 

SOE __ COUNT 1*4 
End addres of SOE buffer 

heing sent to PCS 

SOE_SEND 1*4 
Start address of SOE buffer 

bcing scnt to PCS 

l써I페E i I*4 Synchronization timp 

--_----------, 
LS'J‘λ1‘() 1*4 (NCSCANLUl Status of chassis 

뉴---_. 

P13LKSY>J2 1*4 8 Parametcr block 

r-----

SOE_S’l、:\TE 1*4 
Flag if sct indicatcs SOE 

recording in progrcss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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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SOE Event Data Buffer (module : SOEBUF) 

VAR NAME TYPE VALUE/SIZE DEFINITION 

COS_LIST() 1*4 (64) 
Buffer fil1려 by driver with 

SOE event data 

SOEBUFF() 1*4 (MAXOVERl Actual SOE event data buffer 

SOEBUFF (2) - SYNC TIME 

SOEBUFF (SOErvlXSIZ*2+3) - End of file marker buffer 1 

-
SOEBUFF (l\lAXSOEFR*2) - End of file marker buffer 2 

SOEHBUFF() 1*2 (MAXSOEFR*2) 
Halfword equivalent of 

SOEBUFF 

SOEHBUFF (1) - Command sent to PCS 

Number of events prior to 

SOEHßUFF (2) - receiving SYNC signal from 

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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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OE 처리계통의 동작 

사고 발생후의 SOE 신호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동작과정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감다 IIJ υ n 1:) “ 

(1) 3개의 SOE 처리 채널중의 한 채널에 SOE 신호가 입력되면 자체 Clock으로 

신호정보 및 시각올 기록하며. Apenodic Data Link를 통해 동기요구 신호를 

발전소 컴퓨터계통(PCS)에 요청한다‘ 

(2) SOE 처리 채널로부터 동기요구 신호를 받은 PCS는 동기신호를 만들어 

Penodic Data Link 를 통해 3개의 SOE 처리 채년 각각에 동시에 전송하고， 

전송한 시간블 기록해둔다. 그랴고 각 채널로부터 올 SOE 데이타를 기다련다. 

(;1) SOE 처리기는 첫번째 사고신호에 대한 동기신호를 받윤후 2분동안 처리된 

SOE 데이타름 보내거나 또는 2분이내에 512 개의 SOE 데이타 저장메모리 가 

모두 채워졌올때 그 정보를 PCS로 천송한다. 각 SOE 신호의 업력은 동기 

(S:‘ J1 C) 신호를 기준요로한 사고경과 시간<Elapsed time)과 식별<Identification) 

코드를 포함한다. 그렴 16은 발전소컴퓨터계통과 SOE 처리기 간의 통신 프로 

토할을 나타내고. 그림 17은 SOE 데이타의 형식올 나티낸다. 

(4) SOE 데이타는 I10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해 바이트m，.te) 크기로 전송되 

는데. 데이티의 길이 mata Length) 룰 나타내는 2 바이트 코드값이 Data byte 

의 전단에 위치한다. 

(5) 채크섬 (Checksum) 바이트는 송신된 2진 데이타의 각 바이트에 대한 채크섬으 

로 구성된다. 채크섬은 데이타가 송신되고 난 다옴 발생하며. 정해진 수만큼의 

바이트가 송신된 후에 치l 크섬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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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송신축 신호방향 데이터 수신측 

Send ENQ ---------> Recei\'e ENQ 
(Start Timer) 

Receive ACK <--------- Send ACK 

Send Message ----------> Receive Message 

Compute CRC-16 or LRC 

lf CRC checksum agree 

then 

Receive ACIνNACK <--------- Send ACK or NACK 
(lnfonn Application) 

그렴 16. SOE 처리기와 발천소컴퓨터계통간의 통신 프로토콜 

(6) PCS는 데여터의 길이를 저장해주고， 바이트 카운트가 알치할 때까지 계속해 

서 수신되는 데이타를 특정 버돼에 모은다. 그라고 수신된 데이타 바이트 들 

에 대한 PCS 자신의 단일 체크섬올 수행한다. 그림 18에 SOE 전송버돼와 내 

용올 나타내었다. 

(7) 지정된 수의 데이타 바이트가 수신되었을때， PCS는 그 다음에 오는 2 바이 

트의 체크섬올 자신의 체크섬과 비쿄하여 그 결과가 툴리면 수신된 데이타를 

무사하고 다시 데아타를 요구한다. 

(8) 수신된 테이타 중에 쌍으로 된 데이타 바야트가 있으면 PCS는 이를 16버트의 

2진 데이타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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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0 

2 Bvtes 

H씨~ 1 

Jl、/.，72

I-I \V 3 

11\\' 4 

1(\\' :3 

HW 1533 

11\‘7 1534 
H\V 1535 

IIW 1536 

2 B\"tcs 

.‘- - - - - Bit 15 

l-IEADER 

SOE Report Command 

Synchronization Time (n파!Ù_) 

in l\li11iseconds 

Time Tag (딛와승2) in Msec. 

Card 510t 

50E Data 

Time Tag in :\Isec. 

Card Slot 

SOE Data 

X ’FFFF' (Temlination Charactcr) 

TRAILER 

그림 lï. SOE 처리기가 발생하는 SOE 데이타 형식 

Event #1 

Event #2 

Notc: 1, 만임 SOE 처리기가 첫번째 SOE 신호블 보냈올때 발전소컴퓨터로부터 통기 

신호명령윷 받으면 이껏은 첫 SOE 발생시작 이후의 경과시간이 되고， 첫 

SOE 발생 이전에 동기신호를 받을 경우 이값은 O(Zero) 이다. 

2. 딴일 SOE 처리기가 첫번째 50E 신호를 보냈올때 발전소컴퓨터로부터 동기 

신호를 받으띤 이값은 0부터 시작되어 멀리초 단위로 증가하고， 첫 SOE 발 

생 이전에 동기신호를 받올경우 이값은 동기신호에서 경과된 시간에서부터 

계산된다. 

HW: l-Jalf Word :: :2 B\'te :: 16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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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B 

O 

2-byte 

number of 

byte 10 

data field 

SOE Comand 

Word 

n-b}'te data 

SOE Data 

15 

SYNC 이전에 발생한 

SOE Event 갯수 

PCS SYllchronization Time Tag (msec) 정 보 

Event Time Tag (msec) 정 보 

SOE 맙생 카드 Slot의 SOE 카드의 16버트 

주소 저장 데이타 정보 

‘· ” 

“ ” 

Event Time (msec) 정보 

SOE 발생 카드띄 주소 저장 

SOE 카도의 16 비트 데이터 정보 

End of Buffer marker 

그렴 18. SOE 전송 버펴의 내용 

‘ 66-

2-byte trailer 

Checksum 

MSB 

31 

첫번째 

SOE 
더l 이타 

두번째 

SOE 
데이타 

. 

512 번째 

SOE 
데이타 



라 싸고 l꽉생의 순서 설정 

SOE 반생시각에 대한 순서설정 방법은 다음과 잔다. 그립 19에 SOE 발생시각 기 

꽉\'1‘ I l1le- 1lI되딩 ing)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설명한다. 

:~개 치l 널에 있는 SOE 헤리기종 하나가 동작되어 동기요구신호를 PCS 에 요챙 

해 강'l]신효를 받으면 이때를 기준으로 시각을 계산하는데， 채널 각각에 타이머가 았 

으므로 SOE 발생 시각이 서로 다르게 설정된다. 

예펀-븐어 N1 채널에서 제일먼저 SOE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Nl에서 가장빠른 

:-)OE까 박생하여 자치I C10ck올 O.으로 설정하고 동기신호를 PCS에 요구한 뒤에， Nl 

이 IIO() I11 S(.'C, N2는 1000 msec. N3는 o msec 얼때 동기신호를 받었다·고 가정 한다. 

그버띤 NI 의 첫번째 SOE(Nl- l)는 동기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1100 으로 기록되고， 

두벤째 SOEC\l I-긴는 N]-1 에 비해 100 msec 후에 발생했으므로 동기신호를 기준하면 

)(씨() 이 된다. 

IJ} 친 가지로 N:2 채널의 첫번째 SOE 가 발생한후 1000 msec 얼때 풍기신호를 받 

으브로 N2의 첫 l낀째 SOE( :--J2-1 )는 -1000 으로 기꼭뇌고， N2-2는 0 이 기록된다. 또한 

\1:-3 새널의 첫 SOEC\J3-] )는 동기신호를 받은 순간에 발생했으므로 0으로 기록되고 

두 l피째 (N~-3 --2)는 1000 mscc 후에 발생되므로 +1000 이 기록될 것이다. 

。l 러한 망볍으로 전처l 적인 SOE 발생시각의 순서가 동거신호를 기준므로 하여 늦 

가니 빠르게 섣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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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존 SOE 처리계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l. 기존 SOE 처리계통의 문제점 분석 

윷진 :~.4호기 발전소에 사용중인 SOE 처리계동의 문제점올 분석해본 결파는 다음 

과 갇다. 

가.D“ta 의 충팔(Collision) 가능성 

.이periodic Data Links플 통해 SOE 처리기와 발전쇼컴퓨터계통(PCS) 사이에 명령 

어촬 주고 받융때 더l 이타의 충돌현상이 발생활 수 있다. 그림 20에 데이타의 충돌가능 

성 분석도룹 표시하였다. 

P 

C 

S 

l CH - Nl I 
- 3: §總nput뉘 麻r I 

- ;: §;:;Qformutif보얀f셉 l CH - 씨 
,--- 5. Request SYNC_SOE I 

4. SOE_event 발생 
Nl SOE 가 Buffer 를 보내고 있는동안에 

N2 SOE 가 PCS 로 새로운 S~C_SOE 률 요구함. 

그 림 20. Data Collision 현 상 분 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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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l럼 20에서 Nl 채널에서 발생한 SOE 신호에 패한 동기신호를 받은다읍 게속 

해서 :-.J l 처리기가 큰 사이즈의 SOE 버퍼를 PCS로 보내고 있는 도뚱에. N2 SOE 처 

리기가 작유 사이즈의 버퍼플 보내고 나서 즉시 또 다른 SOE 신호가 발생해 PCS어1 

동기신호활 요구하면. PCS가 각각의 SOE 처리기로 SYNC_SOE를 보내주는데 이때 

Nl에서 보내고 있는 SOE 버퍼신호와 PCS에서 나오는 SYNC_SOE 신호간에 총룹이 

일어날수 있는 것이다. 

나. 고장발생 및 SOE 데이타의 순서 상설 가능성 

표 6에서 설명된 바와 판이 현장의 각계통에서 발생하는 SOE 신호가 Nl , N2. N3 

에 나누어져 틀어가므로 3개 채널에 의한 고장확률이 높아지며. 이중 어느 한채년에 

이상이 생길경우 그 채널에 연결된 계통의 SOE 신호는 감지 할수가 없다. 또한 이로 

인해서 나머지 두 채널 신호에 대한 전체적인 사고추이도 혼란 스럽거나 분석이 불가 

능 해젤 수 X 파. 

다. 신호처퍼 능력(분해놓)의 한계 

SOE 신호를 감지하는 상태변환 인터럽트 카드는 1 lVlhz의 Clock올 사용해 1 μ 

scc의 처리속도를 갖고 있으므로 단일 표로세서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4 mscc의 

SOE 기록을 처리할수 있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방식에서는 3개 채널에 대해 동기신 

호를 맞추어야 하고， 순서적으로 Time-tagging올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신호처리를 

뷔해 여러가지 입출력 카드를 거치는데 드는 시간 풍으로 해서 4 msec 이내에 SOE 

정보를 완전하게 처리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울진 3.4호 7] SOE 처리기록은 

4 msec의 분해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더욱 정밀한 SOE 신호 분석을 위해 I 

msec 이내의 처리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라. 처리구조의 복잡성과 비능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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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 처리 /1 가 발선소자료수집계통에 포함되어 있어서 PDAS를 위해 사용되는 여 

러까지 처리쑤탠과 함께 처랴되고 또한 여러개의 입출랙 카드를 거쳐 처리되므로 그 

치 러파정 이 복잡하고 따라서 EITOf 1괄생융이 높다. 또한 소프트워l어 구조가 모든 하드 

웨어 정보륜 운영쳐l 저II<OS/32)의 장치<Deviccl 정보에 저장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위치의 변경풍과 감은 맨번히 발생할수 있는 수정 작업시에도 05를 재생성 해야 

하므로 벼능결·적이다. 

2. 성능개선 방안 

앞에서 분석한 바와감이 윤진 3,4 호기 발전소의 사고추이 처리시스템은 몇가지 

문제점윤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분제점이 발생되는 주요원인은 SOE 처리 프로세서가 3 

개 채널에 나뷔어져 있고， 발천소자료수집계통에 쓰이는 컴퓨터와 운영체재를 SOE 처 

리애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 

림적인 SOE 처리 시스템윤 구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도출된 문채점에 대한 

해결망안올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가능한 방법A로서 SOE 프로세서의 설치방법과 그 

장단점음 분석 하였다. 

i' 1 .. 데이타의 춤돌 7t능성에 디l 한 개선 l앙안 

데이타의 춤둡현상은 3개 채널에 SOE 프로세서콜 각각 사용하고 이에 대한 동기 

신호블 발천소컴퓨터계통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 

겨 위해서는 동기신호를 사용치 않고， 프로세서를 하나로 해서 이 프로세서의 클럭으 

로 모든 SOE 신호에 대한 시간기록을 설정해야 할것이다. 

니. 처리구조의 복잡성파 고장 가능성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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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SOE 처리프로세서가 발전소자료수집껴l 똥에 쓰이는 하드위1 어와 소프트 

휘|이델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말생하는 것이므로， 단힐 프로세서를 사용해 모든 SOE 

입력블 처리하면 해결될 수 있다. 단일 프로세서의 고상에 대비하여 Hedundant 표로 

세서감 사용하논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 신호처리능력의 개선방안 

50E 시간기록에 대한 문제는 단지 프로세서의 책리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 

니고 사용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처리능력과도 관계되므로， 전체척인 SOE 

처려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일 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 이에 사용되는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가 SOE 전용으로 구성되어야 할것이다. 

라. SOE 표로세서의 설치방법에 대한 분석 

SOE 처리능력과 하드워l 어 구조를 재선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 

용은 SOE 처리 프로세서에 대한 설치 방법이다. 적용 가능한 3 가지 방법에 대해 장 

단점블 분석하였다. 

(]) 각 계통의 프로세서에 설치하여 PCS에 직접 전송하는 방법 

(가) Time Synchronization 문제가 여천히 존채한다. 

(나) 4 msec 여내의 분해능올 각 시스댐에서 만족시킬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 

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 시스템의 CPU에 큰 부담<Burden)이 될수 있다. 

(다) 여전히 데이타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 안전계통에 대한 격리를 각각 해주어야 한다. 

(2) 안전 또는 비안전 계통별로 2개의 처 리 기를 성치하는 방법 

꺼
 
μ
 



(가) '\PX써}- 에서 저1 시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여전히 ’IÏmc 센.JlchronÎzatÎon 

에 문째가 있다. 

(나 l 격리 (bolatioll ) 분제를 처리하기가 수월하다. 

(다) :!개의 표토셔l서와 PCS 간에 데이타의 총룹(Collision) 가능성이 존재한다. 

!:-3 ) 단일 프로세서로 구성하여 모든 SOE 를 처리하는 방법 

(가) :-;OE 의 처리과정이 단순화 되므로 Error 발생플이 줍어든다， 

(나) 끼mc 센.nchronization이 자체 Clock 으로 해결되므로 Time-tagging 0 1 수 

월해지고 iL} 라서 처리능력이 개선된다. 

(다 1 Data Collision 이 발생하지 않고 PCS 로의 전송이 편리하다. 

(라 1 Processor 성능에 따라 분해능(l1esolution)의 개선이 용야하다. 

(마) 안전계동에 니l한 격려가 필요하다 . 

.ll 9에 SOE 프포에서의 셜치방법에 대한 장단점올 비교하였다. 

표 얀. SOE 프로세서의 설치방식별 장단점 비교 

;펀慧 각 시스댐의 안전， 비안전 계통별 단일 Processor 로 j 

묘효;세서에 섣치 프로세서 사용시 

Ti ll1C -5\" l1c. FrOlll PCS From PCS 자체 Clock 사용 

각 겨l 통 악 Processor 각 SOE Processor 
SOE Proccssor 의 

I ~l'sul utio !1 빛 Comn1unication 및 Comlllunication 
성능에 의존 

Capabilit~， 에 의 존 Capability 얘 의 존 

Isolation 1 각 안전제통간에 안전 계통과 PCS 안전계통과의 

모두 설치 사이에 설치 격리장치 사용 



마 성늠새선 망안의 설관 

위에서 분석해본 결과륜 종합해 볼때 끼me-Synchronilatit >n과 DéI떠 Collision의 

문제플 해결하고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열 프로세서촬 사용해 독립적인 

SOE 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안전계통과 SOE 처리거 

입력간의 격리(lsolationl 문제가 제고되어야 하겠다. 그립 21 은 단일 프로세서를 사용 

한 snE 처리 구성도이다. 프로세서의 고장사를 대비해 Rcdundant 프로세서를 사용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젓이다. 

CH-A CH-B 

Single SOE 
Processor 

CH-C 

Redundant 
SOE Processor 

CH-D CH-N 

그림 21. 단일 프로세서를 사용한 SOE 처리시스댐 구성 

바 SOE 프로세서와 Net\\'ork 의 기능요건 

성능개선을 위해 새로운 SOE 처리 시스템올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감은 조 

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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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E 프로세서의 기능요건 

(사):) 포트의 네트월 입랙 기능을 만족해야 한다. 

( 나 ) 총 512 개 의 입 력 Readin딛. Storing. Comparision 과 ] msec 이 내 의 

Timc ‘ tagging 능력올 가져야 한다. 

{다) Net、‘'ork A. B. C. D 각각 약 32 바이트 Data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라) :'-Jctwork N 채널의 약 64 바이트 용량처라가 가능해야 한다. 

( 참고) Memory 계 산 ( 32 bit Processor 기준) 
= (-2..쁘.Q.rr\ I Signal X 512 개 )X ...2_+ a 

Timc+ Data Double Buffer 
a : Communication 에 소요되는 정보량(수 - 수심 바이트) 

(2) Communication Ñetwork 의 요건 

(가) Network A , ß , C, 0 각각 256 K 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가져야 한다. 

(니 ) ::--!ct\\"ork N 윤 최소 512 K 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가져야 한다. 

(다) 단망향 또는 Isolation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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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단일처리 SOE 기록 시험장치 구현 

사고처리 성능의 향상을 위한 단힐처리 SOE 기록 시스템의 구축올 위해 PEP 

l\ lodular 사의 Vl\ IEbus(\'ersa rVloduJe Euro bus)와 VM30 CPU 및 VMOD-2 입촌력 

인터페이스 카드. PB-CI02 상태변화 인터럽트차도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실시간 운 

영 제제 로서는 05-9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그립 22는 SOE 처리 성눔개선 시스 

댐의 구성도이다. 울진 3.4호기 발전소의 SOE 처리계통과 비쿄해 나타내었다. 

PC 

Card 05-9 (P C S) 

RTP CCC 3205 P 

N-

3.4 

그림 22. SOE 처리 성능개선 시스댐의 구성도 

SOE 처리 성능개선 셔스템에 구성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겨능븐 

마음파 갇다. 

1. 하드웨어 구성 

가. Pß-CI02 상태변화 입력카드 (X] 

Pß-CI02 입력카드는 20 채널. 24VDC 표준 PiggyBack 입력카드로 상태변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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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인사 끽- lfj71] 바얀과 빙，상 4개 라인으로 구성된다. 두개의 독린적인 8버트 포트가 

OH , λ:\U， OH Priorit~'. Encoded. \'cctor 모드 증 3개의 서로다른 모드로 프로그램 될 

;: 얀니 즉 다증 :r_드에서의 상태변화 패턴인식올 위한 비프 프르그램이 가농하다. 

1i’-t- \i\IEbtJ~ 상의 인터럽트 백타와 버스라인올 사용하고 이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수싱헬수 있다， PB-CI02는 주로 상태변화에 대한 검출. 입력 패턴인식 풍의 독 

굉적인 ~I)이가 필요한 상태제어에 사용된다. 표 10은 PB-CI02 카드의 사양올 나타내 

고.' L 팀 :2:1븐 I'B-CI02 모뜰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랩올 나타낸다. 

표 10. PB-CI02 하드 떼 어 사양 

분
 

설 정 치 

Input Channel 20 Digital lnput Lines( with G~Dl 

Input "oltage 24 \'DC 

Input Currcnt 7.5 mA 

S\\'itchin딩 Le\'c1 < 9V = Low. 능 12V = lI igh 

C10cked Spced 4 l\ lhz 

Idcntification B\"tc $F5 

D1‘AιK Generμtion 。n-Board

POi“'er Hequiremcnts +5 VDC (:t 5%). :2:10 111,-\ 

24 \'DC Extemall \'1\ IOD module} 

1‘cmprcalurc Hange o .c - 70 'c 

Operμtin꾀 Humidit~' o - 95% Noncond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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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YRES', IRlw' 

IOS0', IOS1 ‘ 

C5' lNTA' 1”|lLl‘0jr!2l ]11| 1 INT. 

lAl ,IA2.1A6 UDTACK ISYSCLK‘ 

(용례): 

10 Vector Control 

CIO Z않36 PROCESSOR 

(Sample Identification) 

24Vdc Potential Separation 

User lnterface Debouncing, 

GNDBE PBOE 

PC7E 

Circuit Level 

PCOE 

PC3E 

PAOE 

PA7E 

口 : VMOD-2D 로 연 결. 口 : PiggyBack CI02 카드부분. 

그렴 23. PB-CI02 카드의 블럭 다이아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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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 ’ II- Cl02의 카드주소 섣 정 

111←C102의 카드주소는 Piggyback의 위 치 (pig따']);Il‘l‘ λ: 비Jper. )Jl암gyback B: 

lo\\'cr) 에 따라 \ï\10D-2D의 카드주소에 하나의 오프셈 값블 추가해 섣정한다 

표 11 에 차드주소 설정방법윤 정리하였다. 차드의 기본 주소는 뒤에 설명된 

、"1\10D-2D 카드에서 섣정된다. 

표 11. PB-CI02 의 Addrcss 션 정 

PiggyBück A PiggyBack B Addressing 

Basc Address + $01 Base Addrcss + $81 Port C 

BLlse !\ddrcss + $m Base Addrcss + $03 Port B 
Base Address + $05 Base Addrcss + $05 Port A 
Base Address + a:r17 Base Addrcss + $07 Control Register 

Basc λddress + $4 1 Base Addrcss + $Cl lD Vector 

-

(2) CIO Z8.=)3G 프로세셔 (\1] (~] 

PB-CI02 모한에 들어었는 Z8536 프로세서는 차운터/타이머와 병렬 인터 

페이스-륜 제공한다. 두개의 독립적인 8 버트， Double buffercd뭔 양방향 입출력 포 

트와 4 비트의 특수복적 포트름 갖고 있다. 3개의 독랩적인 16비트 카운터/타이 

머 당 4개의 9-)부접속라인(Count ìnpu t. output, Gate. Triggerl을 연결할수 었고 

3개 의 입 뿔력 Duty C~'c1e(Pulsed ， One-shot. Square-wavel포트가 트리 거 발생 유 

무를 프로그램 하는데 사용된다. 각착의 레지스터가 고유주소를 갖고 있으므로 내 

부 레지스터(Command. Status , Data)와 기록용 레지스터 (Command. Datal 룹 조 

함하여 디바이스플 시·용한다. 그렴 24에 Z8.::ï36 CIO 프로세서의 펀구조를 표시하 

였다. 

- 79 -



l'OlrJ‘ .'\ -------1- POHT C --1----- POHT B ----.-----1 

7 6 

PA PA 

5 ~ 321 032 1 0 i G 5 4 321 0 

PA PA PA PA PA I'A PC PC 1객: PC PB PH PB PH PH PH PB PB 

χ8536 CIO CHIP 

GNU 

‘ 5V • 

PCLK -

D7 lJ(ì D5 D.t U3 D2 DJ DO 쁘ß ßD Al AO CE 파I 씬IAζK IEl IEO 

!:.:l!!l:il: ! ! 1! 

1- - -- D:\’ l‘:\ HlIS ------1- CO:-':THOL, HESëT -1---- INTEHHUlr r ----1 

1-- Tl ìl.tING ---1 

그림 24. Z잃36 CIO 프로세서 구조 

Z&=536 C10 프로세서의 핀별 가능은 다음과 같다. 

AO-AI : 입 력 주소의 버스로서 포트 A, B. C 의 레저스터와 Control 레지스터를 

선택한다. 

ÇE: Active 1.0w 상태의 입력신호로 Chip Enable 시키고 CIO의 Read!Write 기 

능을 수행한다. 

DO-D7 : Data ßus 로서 8비트 데이터가 CPU와 CIO 사이에서 전송된다. 

IEl : lntemtpt Enable In. Active High 로서 IEO와 합께 여러 인터럽트발생시 하 

나의 Dais‘. Chain 용 형성한다. 

IEO : h.temtpt EnabJe High. lEl 이 High이면 lEO 도 High 상태. 

꾀工 : Intcmtpt Request 기능. CIO가 인터럽트를 요구할때 Activc Low 신호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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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딘r^ζ낀 ‘ Intcrrupt t\cknowlcdge 입 력 으로 Active LO\‘- 로 동착. CIO가 인 터 럽 

얄 에 대한 음탑블 보내고 있는상태로. 반드시 PCLJ(와 동기되어야 하고 

인터럼트 옹답사간 동안 안정되어야 한다. 

Iη\O-Pi\7 : POl1 A의 임할력 8비트 라인. C10 Port A와 외부 디바이스 간 정보 

·를 교환한다. 

PBO- PB7 Pol1 B의 암출력 라인. C10 Port B와 외부 다바이스 간 정보교환에 

쓰이고 카운터/타이머에 대한 외부억세스시에도 사용된다. 

PCQ- PC3 POJi C의 1/0 라인으토 서 Handshake를 제공하는데 포트A와 H는 

만끽낀:와 HEQUEST에， 그리고 카운터/타이머와 포트 C는 외부억세스를 

지원한다. 

PCLK Peripheral Clock. Intemal Control Logic 과 타이 머 동작을 위 한 Clock 

으로 사용한다(CPU Clock 파는 별개). 

HD : Head 입력. 간닫샌닫4좌관， CPU가 CIO 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온다. 

쁘II : Writc 입력 .11ctivc 1.0\'~. CPU가 C10 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Z앉j:~6 CIO Counter/Timer & Parallcl 1/0 프로세서는 하나의 CPU 인터페이스와 

3개의 업출벽 포트. 16 비트 카운터/타이머. lnterrupt Control Logic BIock. 

Intcmal Control Logic 으로 구성된다. 그림 25에 CIO Z8õ36의 인터페이스 블럭 

마이어그램을 정리하였다. 

- 81 -



PORT A 

8 bit 1/0 

CPU .... OUIILt:II 

다웰팩 Interface Timer 3 

Clnmtetrm。 a1Logic | 

Counter/ 

「합짚 Timr 2 
COUnler/ 

그 립 25. 28536 CIO Block Diagram 

나. YMOD-2D 입출력 카드 [l oJ 

VÞ. IOD-2D 는 사용 목적에 맞게 변수를 셜정할수 있도록 설계된 VMEbus 입출 

력 인터패이스 모률이다. VMOD-2D 보드는 8개의 기은 주소를 사용해 셜치되는 각 

피거백 카드마다 11개의 주소와 8-16 벼트의 테이타 버스라인올 제공한다. VMOD-2D 

의 피기백 카드에 대한 외부 리셀(Local Reset) 기능과 소프트왜어를 사용한 원격 설 

정이 가능하도록 Board ID 바이트를 사용하였다. 표 12에 VMOD-2D 모륨의 특성과 

사양윤 기술하였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Piggyoc:ck 즉 업출력， 스위칭， 신호조정 및 변환， 시리얼 

통신 등의 Pigg~'back 모뜰이 VMOD-2D 에 장착될수 있는데 싣제로는 이 들중 최 대 2 

개의 피 기백 카드가 장착된다. 그림 26에 VÞ. IOD-2D Base ßoard에 대한 하드웨어 

구조 와 접퍼 우성을 니-타니1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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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1(1) • 2D 카드의 기관 수소 섣 정 

\'1\'101)-2D 카도의 주소는- 어도레스 수정용 점퍼 (03)를 적당히 섣정해서 만 

드는더l 어드레스 라인 1\7-1\11 윤 추가적으로 사용할경우 ß 1 f) jumper 를 세트 

시켜 주소갈럭 (Addrcss ßlock)윤 증까시켜야 한다. 

、’MOD-2D에 장착된 Piggsback 증 첫번째 모뚱(상단펴기백}윤 항상 카드의 7'1 

본 주소를 사용하고. 뚜번째 모률(하단피기백) 은 기본 주소와 함께 추가된 주소 

블럭읍· 사용할수 있다. 즉 Al -;\6 에 A7 - Al1 주소 라인을 사용할수 있는 것이 

다. 

여H뭘뜰어 1'1’-HEL 펴기백 모한 사용시의 주소 설정은 다음과 판이 한다. 

피기액 A(VTvIOD-:m 의 상단섣치) 의 주소 : 

VI\IO))-2 Base Addrcss + $4 li’ $4 1" <--‘ Pß-REL 의 ID Vector (read onl、.)

V1\ 100-2 Base Addrcss + $011 $01' <--- 세it 출력포트 레지스터 (read/w꺼te) 

피 71 백 B(Y l\lOD-2D 의 하단션치) 의 주소 : 

VI\I(1)-2 Base Address + $C11 $1041- <-- )lB-HEL 의 ID Vector (read only) 

\'1\10])-2 Base i\ddrcss + $HlI $1001" <-- 8bit 출력포트 레저스터 (read/write) 

위에서 n 표시된 추소둔 카드의 점퍼 B16 어 설정되었올 경우에 증가된 어드 

레스 값이다. 즉 기본 주소괄럭이 256 바이트에서 81( 바이트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Vì\IOD-2D 카드의 Base Adnress 설정윤 주소 라인에 대응하는 점퍼를 

사용해 섣정한다. 표 13에 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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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L VI\-100-2D ßoard 의 특성 및 사양 

구 ; 닝r 특성 및 사양 

외부 인터페이스 50 핀용 Flat ßand 케이블 커넥터 사용 

Vl'vIEbus 인터페이스 A2-1: D8/16, 1\ 16: 08116 Slave 사용 

VI\ IE Addrcss 범 위 
256(21\.) ßytes 와 8K Bytes. 각 펴기백마다 AI-All 사용. 

Base Address 를 위 한 점 퍼 선 택 가능. 

Interrupt 요구(발생) 
단일레벨로 IRQI-7선택가능. 인터렴 E 빽터논 피기백카드 

에서 발생 또는 VMOD-2 의 점퍼세팅으로 발생가능. 

외부 Rcset 압력 
Front Panel 커넥터의 밍 26번 핀에 연결된 벼상정지용 버 l 
튼사용시， 또논 자동정지시 착동， 정돼선택가놓. 

전원소요 +5V OC( i:5%) ‘ 140 치A 

허용견도(가동중) 피기백카드 사용시: -40 에서 +85 "c ( 0 - 70 "C 표준) 
(비가동시) 一;);J에서 +85'C 

카드 사이죠 Singlc-height Eurocard 100 * 160 mm 

VMEbus Connectιr D1N 41612 typc C. 96 wa~’ Cable 

Front Panel 50 Pin Male Ribbon Cable Header with retain/eject 

Cunnector latches 또는 50 핀 On-board Header Connector. 

Piggyback l'vlodule 공용화된 피기백 카드 사이즈만올 적용. 

의 장착(사이=) Width: 48 mm. Length: 100 mm. Depth: 12 mm 

전기/기계적 연결 전기적 기계적 접속장치가 정확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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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26. VMOD-2D 차드의 하드웨어 구조 빛 Jumper 구성 

표 13. VI\WD-2 Base Addrcss 설 정 

I λ〔따 
-’‘~~---

、 I\ IOJ) -:m 
B02 812 Bl3 BI4 Bl5 BIG Basc Addr 

Jumpers 

Default 션 정상태 Sct Sct Open Set Set Open 
$FE2400 

(판근l 값) ( 0 ) ( 0 ) ( 1 ) ( 0 ) ( 0 } ( 1 ) 

Addrcss 라인 A15 A14 A13 A12 All 256 바이트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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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MEbu‘ 용 인터럼트펙터와 레벨설정 

Vl\tIO[)-:m에 장착된 각 Pi~따’back 모륜븐 레벨 I 에서 7 까지의 인터럽트륜 

발생 또는 요구할수 었으나 vrvIEbus용으로는 하나의 레벨올 고정적으로 사용한 

다. 이 레벨의 설정은 ßl7, 8J8, BJ9 세개의 정퍼를 사용해 결정하고 세 점퍼를 

모두 세트시키면 IRQ가 동착되지 않는다. 인터럽트 빽터는 VMOD-2D의 점퍼셜 

정에 의해 생성될수도 있고 VMOD-2D에 설치된 Piggyback 카드자체에 내장되거 

나‘ 펴기백카드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셜정할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Vl\ IOD-2D의 점퍼 세팅에 의해 서로다른 3 가지의 인터럽트 벡 

터를 설정하는데 그 예는 표 14와 갇다. 여기서 점퍼 Bll 이 1-3 으로 설정되면 

피기백 카드 A의 DO 는 논리 0으로， 카드 B의 DO는 논리 1로 세트되고 점퍼 

1-2 가 설정되면 A. B 차도 모두 DO= 0 으로， 그리고 B11이 오픈상태이면 .'\,B 

모두 1로 세트된다. 언터럽트 벡터레벨은 817, ß18. ß19번 점퍼를 사용하여 IRQ 

lcvel 1 - 7 까지 설정할수 있으묘로 VMEbus 시스댐에 맞는 레벨올 사용할수 

있다. 표 15에 Bl7 - 19번 점퍼에 의한 빽터레벨 설정값올 나타내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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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 I-l 인터럽트 벡터 설정 

I InlclTUpt \-ector Bit 1)7 I 1)6 05 04 03 I 02 DI DO 

I JUnllX'r 변호 BO~ I 1305 B대i ß07 B08 B09 BIO Bll 

섣정 예 ;: 1 OlX'n Open Set Open Set 1-3 

(논리값) ( 1 ) i ( 1 ) ( 1 ) ( 1 ) ( 0 ) ( 1 ) ( 0 ) 연결 

피기백 A( 상단) 벡터 4 (0) 

피기백 A(상단) 벡터 5 ()) 

섣정 예 ;; 2 Open i Open Open Open Set O뿜n Set 1-2 

(논리값) ( 1 ) I ( 1 ) ( 1 ) ( 1 ) ( 0 ) ( 1 ) ( 0 ) 연결 

피가백 ‘낀(상단) 벡터 F 4 (0) 

피기백 A(상단) 벡터 F 4 (0) 

섣정 예 :; 3 Open IOpen Open Open Set Open Sct 
열립 

(논랴값) (1)1(1) ( 1 ) ( 1 ) ( 0 ) ( 1 ) ( 0 ) 

피기백 끼 f 상단) 벡터 F 5 (1) 

피기백 A(상단) 빽터 F 5 (]) 

표 15_ Bl7 - 19 점퍼에 의한 빽터레벨 셜정 

IHQ Lcvel 셜 정 값 Blï B18 B19 

Oisahlcd Set Set Set 

lQH 1 (기본설정치) Set Set Opcn 

1QH 2 Set Open Sct 

IQR 3 Set Open Open 

IQR 4 Open Set Sct 

IQR 5 Open Set Open 

1QR 6 Open Open Set 

IQR 7 Open Ope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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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caJ Hesct 빛 Identification Byte 의 설정 

VIVI0D-2D 보드는 장착된 피기백카드의 외부조건 변회에 따라 내부적으로 

resct 기능올 수행할수 있다. 점퍼 B20 번의 1-3 올 연결함으로서 Local reset 기 

능을 섣정한다. 1-2 번 핀을 연결하면 야 기능이 정지된다. 정퍼 B20은 반드시 

1-3 또는 1-2로 연결되어야 한다. 

VIVIOD-2D에 설치되는 각각의 Piggyback 모률에 대한 식별Udentification: 

IDl바이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른 피기백 모률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매 

우 종요한 바이트이다. 각 피기백 모률은 자체적으로 ID Byte를 갖고 있으며， 

\'l\ IOD-2D 는 이 바이트를 셜정하여 각 모률올 구분한다.50E 처리용￡로 사용 

된 PßCI02 차드의 lD는 $F5를 사용하였다. 

다. Vl\ 130 CPU Board 111) 1121 

\i’f\1:30 CPU 보드는 12 MIPS 처리능력올 갖고 있는 3개의 프로세서， 즉 hκ68302 

Intcl1 igent l'\'lultiprotocol ProcessorUMP) 와 32-bit 68EC030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Aπ6&랬2 Floatin당 Point Unit Co-processor 를 탑재한 중앙처리 컴퓨터로서 멀티 

프로세싱과 멀티 타스킹 및 설시간<Real Time) 처리기능올 수행한다. 

VI\ I~O 보드는 네트웰올 이용한 통신제어를 위해 PROFIBU5 시스템을 사용할수 

있고 리얼타임 커널용 운영체제로는 05-9 이나 VxWorks, 5pectra 둥율 사용할수 있 

다. SOE 신호처리 시스템에서는 05-9올 사용하였다. 그립 27운 VM30 보드의 기응구 

조 이고. 표 9에 VM30 보드의 사양과 특성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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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r‘ i -ported 
S-RA.\l 

2 Mbyte 

Data 1 ine 

그렴 27. VI\ I30 CPU 보드의 기능구조 

Slave 
IJMEbu5 

lnter‘ face 

( 1 ) 하드웨어 기능 

그립 16에 나타낸 V1\130 CPU 보드의 하드웨어 기농은 다음과 판다. 

( 7.) VrvlEbus l\1astcr Interface 

VM30은 Arbiter와 40 Mhz 시스댐 콜렉드라이버. lACK Daisy Chain 드 

라이벼를 내장하여 VMEbus 시스댐에 때한 시스템 콘트롤러 기능올 수 

행한다. 시스댐에 대한 리셉기능은 전원감사회로의 리셀신호에 의해 처리 

되는데 그방법은 Power monitor, Reset button, VMEbus system reset, 

Watchdog timeout. CPU reset instruction 둥에 의 해 발생 된 다. VMEbus 

에 대한 인터렵트를 발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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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ì\ IEbus Slave Intcrface 

\"1\ 130은 다른 Master VMEbus 시스댐을 사용할때에 야에 대한 하부시 

스템으로 사용된다.2중 포트 RAM올 68EC030 CPU와 VMEbus 간에 설 

치해 :2 l\ lbyte 부가메모리를 사용한다， VME location nlonitor를 위한 보 

드 인터럽트를 사용해 확장된 따스터 VMEbus 시스댐에 언터럽트로 사용 

한다.3개의 CPU 프로세서C68EC030， 잃302， Master Vl'\'IEbus)에 대한 256 

KByte. 1 MB. 2 MB의 동적 RAM올 사용해 인터랩트 및 데이타의 주소 

를 셜정한다. 3개 프로세서에 대한 인터럽트 우선순위는 MC않3027~ 1뷔 

이 고.2위 는 MC68EC030， 3위 는 마스터 VMEbus 순이 다 

( 다) l\ IC68EC030 라이크로 프로세서 

、'1\-130 보드의 메인 프로세서인 MC68EC030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입출력 

프로세서(MC68302)를 제어하는 것으로 그 사양은 다음과 감다. 

- 32 비트 주소 버스와 데이타 버스 구조. 

- 16 개의 데이타와 주소 레지스터. 

- 2 개의 32비트 스택 포인터와 7개의 특수목적용 제어 레지스터 셔용. 

- 256 바이 트의 Instruction and Data Cache 내 장. 

- 2 개의 억세스 제어 레지스터로 메모리에 대한 접근 제한. 

- -i Gbytc의 주소 범위 제공. 

( 라) I\IC68302 Il\lP 프로세 서 

1\ 1 C68302 프로세서는 VLSI 칩으로 시스댐 입출력올 위한 통합기웅과 입 

출력 장비에 대한 통신 및 제어기능올 수행한다. 

- 독립적인 DMA 제어기와 인터럽트 핸툴러를 사용. 

- 인터럽트를 지원하는 병렬 업출력포트를 지원. 

- 1 칩 2포트 RAM과 3개의 타이머 기능. 

- RlSC 프로세서를 사용한 3개의 독렵적인 칙렬(Se꺼a)) 통신포트 사용. 

- HDLC, SDLC, DDCt\'IP 풍의 통신프로토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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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30 CPI ’ 보드 특성 몇 사양 

사 양 기능설병 

Prima디’ CPU I Specd 1 l\ ICG、EC030 40 ]\Ihz or MC68떠o 25 ]\'1117. 

FPCP specd | I\1C빼2. CPU Clock 40 1\'lh 

I\1cmorv RA I\I IIG 써 lo\\" power DRAM 

HOI\I 256 - 2048 KBrtes. 16-bit. 125 nsec 

EPROI\ I 1 2펴KB. II\IB. 21'\'IB. 16-bit wide data path 

RTC DP8.~ïl day/weeklyear counter. Programmable I 

TICK Programmable periodic interrupt from RTC 

Interrupt I 7 le\"cl IRQl - 7 enable/dìsable 

Abort switch le,'el 7 autovector 

ACFλlL level 7 autovector 

RTζ TICK level 6 autovector 
s、'stem Vectors 

SYSFAIL level 3 autovector 

Location monitor level 5 autovector 

1\1다8302 level 4 non-autovector 

BUS req/ Arbiter Daisy chain logic. single level 

Clock generation 
16 ~lhz s、'stem cJock 

40 :\lhz CPU & FPCP cJock 

Vl\lEbus interfaces A24:DI6IDS. master and second CPU 

Slave function Location monìtor. local reset. dualport HAM. 
-

Sccondrv CPU I\IC68302 20 Mhz 

Scrial VO ports 
68302 SCC serìal poπ. 2 l)orts are configurable 

AII 1'0l1s are DTE 

Protocol SDLC/HDLC 

lntcrrupt IHQ-l interrupt handler 

Clock generation 20 :\Ihz secondary CPU c1k. 

Power req , +5\"( =5%). 1000 I11A type 

VJ'vlEbus connector DI.\-l1612 (C). Pl connector 

Local interfaces CXC - 96-pìn DlN41612 (C) socket. 
」

- 91 -



(마) 1\κ6888~ FPll 코표로세서 

MC68RB2 FPU 코프로세서는 산출계산과 논리비교 동의 연산기능올 전담 

하여 시스댐의 컴퓨팅속도를 개선한다. 사스댐의 신호쳐리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MC68EC030 CPU와 동일한 Clock 발생기를 사용하였다. 

(바) Rcal ’ fime Clock mTC} 

DP857 I 리얼타임 콜럭 칩을 사용해 년월일에 대한 시간을 설정한다. 16 

비트 타이머와 44 바이토 버퍼 RAl\ I올 사용하고 인터렵트레벨 6의 오토 

백터에 의해 트리거 된다. CPU 나 VMEbus 보드의 전훤 정저사에도 청 

확한 시간올 유지하기 위해 VME 보드내에 리륨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 

다. 

(2) VMEbus의 주소 설 정 

V1\130 CPU 보드는 VMEbus 인터페이스를 통해 VMEbus에 연결된다. 

VMEbus는 Arbiter와 Rcquester, Controller 그리고 Data/ Address/Control 버 

퍼를 내장하고， 24개의 주소와 16개의 데이타， 6개의 주소 수정모드 둥의 접 

속라인올 제공한다. VMEbus의 메모리 랩<þ.매p)은 그림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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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FF FFFF 

RESER'."ED 

$8800 0000 

VMEbus 16 MSytes for Standard Supervisory 

씨。n Privi ‘edged access 

A~I codes 39/3A/3D/3E 

$8700 0000 

VMEbus RESERVED 

AN codes 31/32/35/36 

$8600 0000 

\/MEbus 64 KBytes Short Access 

AM codes 31/32/35/36 

$8501 0000 

RESERVED 

$8500 0000 

VMEbus RESERVED 

AM codes 21122125/26 

$8400 0000 

VMEbus 16 MByte User Defined 

AM codes 19/1A/ID/IE 

$8300 0000 

VMEbus 16 MByte User Defined 

AM codes 11/12115116 

$8200 0000 

VMEbu~ RESERVED 

AM codes 01/02105/06 

$8000 0000 

그립 28. VMEbus 때모리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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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구성 

SOE 처리 성능개선 시스템에 사용된 하드웨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OS-9 운영 

시스댐읍 사용하였다.OS-9은 모토룰따 68000 계열의 CPU 상에서 개발된 시스템 운 

영체제로서 시스템 자원(메모리. CPU time. 1/0 디바이스. Co-processor. 인터럽트. 내 

부통신 프로세스 동)을 관리하며 사용자와 입출력 장비 및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Rcal-timc, [\ω 

가.OS-g 운영체제의 기본기능 

05-9 운영체체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다옴과 같다. 

(1 ) 메모리 할당 빛 인터럽트 관리. 

(2) 디스크 파일 및 다중 디 렉토리 관리. 

(3) 시스템 및 User 프로그램의 Loading 및 수행. 

(4) 엽촌력 인터페이스 Control. 

(5) 다중 사용자 환경지원 (j'Vlulti-task 및 Time-sharing 기능). 

( ()) 응용 프로그랩과 유틸리티 제공. 

(7)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인터패이스 제공. 

나.05-9 운영채체의 특성 

OS-g 운영 체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rvlulti User Support, Multi-task 프로써스 수행이 가능하다. 

(2) l1eal Time Operating System 이다. 

(3) He-entrant. Position Independent Memory l\lodule 가능 제공으로 옹용프 

로그램에 대한 메모리할당이 용이하다. 

(4) 입출력에 대한 보조 프로세서와 연산기능을 수행한다. 

(5) Pre-emptive Task Switching 기능을 수행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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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수행되도록 한다. 

((ì l 입출력 다바이스에 대해 개별척으로 Devicc File Mana탐cr 와 Dcvice 

Driver 판려기능을 수행한다. 

m Hierarchical FiJe System 구조로 UNJX 뎌렉토리 구조를 지원한다. 

다.OS잔 운영체제의 입출력 구조 (17) 따1 

OS-9 운영체제의 입출력 시스템은 크게 05-9 커널과 VO Manager, FiJe 

l'\'lanager. Dcvice D꺼 \'er 와 Device Descriptor, 그리고 실제의 VO 디바이스로 구성된 

다 그림 29에 입출력 시스댐의 구조를 나타내었고 그립 30윤 OS-9 S!W의 상세구조 

를 나타낸다. 

05-9 KERNEL 

VO MANAGEH 

시스댐에 대한 입출력 저l 어 

FILE MANAGEH 

( RBF, SCF, VBF, SBF ) 

디바이스별 시스템 구조설정 

DEVICE DESCRlPTOR 

PATH DESCRIPTOR 

디바이스와 파일관리차 간의 변수 설정 

DEVICE DmVER 

디바이스 구동 프로그램 

VO DEVICE 

실제 디바이스 카드 

그립 29. OS-9 운영체제의 입출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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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함력 시스댐구조에 대한 기능은 다음과 갚다. 

( 1) KemclllOl\1AN : 커널은 시스템관리자 로서 시스템에 대한 메모리 관리 및 

입출력 제어기능， 입출력 프로세스 관리기능. Interπpt와 Exception 처리기능. 

시스댐 할의 제어률 위한 보조기능. Time-sharing 과 IVlulti-tasking 기능을 수 

행한다. 그림 :31 에 OS-9 운영체제의 메모리 버퍼구촉를 나타내었다. 

(2) File Managcr : 각종 디바이스에 대한 부류설정 및 기억장소 할당. 파일과 다 

렉토리 섣정， 디바이스에 대한 킥종 변수제어 퉁올 수행한다. 주요 디바이스에 

대한 파옐 관리자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SCF : Sequential Character File Manager로 Character 구조를 갖는 터 미 

널 장비와 프린터， 모템 풍에 대한 입출력 소프트워l어 관리를 수행한다. 

(나) RBF : Random Block File Manager로 랜럼억세스와 블록구조흘 갖는 하 

드 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의 입출력 관리에 사용된다. 

(다) SBF : Sequcntial B10ck File Manager로 블럭구조의 각종 테이프 저장장 

치블 위한 ν0 처려에 사용된다. 

(라) VBF : Variable Block File Manager 로서 VMEbus 용 콘트롤러 기능윤 

갖는 VMOD, VDAD와 같은 제어용 보모의 입출력 처리에 사용한다. 

(3) Device Driver : 물리적으로 vo 디바이스에 대한 연결을 수행하며 다중 입출 
력제어기(디스크 드라이버， 직렬통신포트 드라이버， VME controlJer)들을 위한 

인터페이스 관리를 수행한다. 기본척으로 다옴의 7 가지 기능올 서브프로그램 

으로 수행해야 한다. 

- lnitializé device controller hardware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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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ad unit 기 능 

- Write unit 기 능 

- Hctum device status 기 능 

- Set dcvice status 기 능 

- Deinitialize device 기 능 

- Error handling 기 능 

(4) Device Descnptor :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랩을 위해 하드웨어 주소와 드 

라이버 및 파일관려자 명창， 디바이스의 초기 상태변수 및 스택설정 풍올 정 

의한 파일로서 특청 vo 디바이스 마다 지정되어야 한다. 

(5) Path Descnptor : VO 디바이스와 파일관려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커널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결통로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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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I\ernel 

그 립 30. 05-9 소프트웨 어 모률구조 

‘ 

VME 110 DEn CE :\DDRESS ARE.-\ 
$87FE •.... 

BOOT5TR꾀P Rml :\REA 
$40000 0000 

U:-il5ED .-\REA 
( RAM 혹은 Rα1 확장을 위해 사용) 

RA~1 r\REA 
mNI시DI 128 K. 512K RECO써’ENDED 

( Size 가 를수록 좋음 ) 

05-9 System 
GLOBAL VARl r\BLEI J lf..1P TABLE 

$0000 0400 
인터럽트 벡더률 위한 ROM 또는 RAM 영역 

$0000 0008 
5P, PC • 11\IT VECTOR 용 Rml 영 역 

$0000 0000 L_ 

그립 31. 05-9의 메모리 버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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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C Library 

ADDRESS 0003H 어l 

저장된 어드레스 

8K의 배수어드레스 

어드레스 00000400 

어드레스 00000008 

어 드레스 00000000 



마. 엽출력 처리용 기본프로그램 [1 5] [11;] [1씨 

SOE 처리시스댐에 사용된 디바이스의 업출력 프로세싱올 위한 기본적인 VO 프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VMEbus용 Vl\IOD-2 보도에 대한 VO 처리는 VßF(Variable 

Block File Manager)를 사용하고 펴기백카드는 PB-CI02 를 사용했으므로 이를 기춘 

으로 한다. Makefile을 제외한 디바이스의 입출력 모률파일의 예를 부록-1에 실었다. 

1) 05-9/68K VMOD 용 Piggyback VBF Descriptor 생성올 위한 l\.lakefile : 

~ •••••••••••••••••••••••••••••• ** •• * •• * •••• * ••••• ** •• * •••••• * ••••••••••• 
.... mal‘efile for OS-9/68K VMOO Piggyback \.BF Descriptors 
***‘***********.**.***.******** ••• * •• *.* .... *.* ••••••••••• ** ••••••••••••• 
ODIR = .JOBJS 
RDIR ::‘/RELS 
R " 벼8 
SYSOEFS = $<DEFS)/oskdefs.d S<BSPOEFS)!systype.d 
\l3FOEFS = S!BSPOEFS)/vbfdcsc.d 
\.:\IOO_CIO = cio_O cio_1 cio_2 cio_3 ciov_4 ciov_5 
\":\100 = S(VMOD_CIO) 
lIS lOg: 
all: S(Vi\IOD> 
=== Vì\100 PH-CIO desc꺼ptors 
cio_O: cio_O.r $(SLIHl 

• 

168 $<RDIR1/S •. r -1=$(SLIHl -O=$(ODIR)/S. -n=$* 
cio_1: cio_].r $<SLIBl 

168 $<ROIR1/S •. r -1=$<SLIHl -O=$<ODIR)/S. -n=$. 
cio_~: cio_2.r $<SLIHl 

l태~ S<RDIRl/S •. r ‘ 1=$(SLIHl -O=$<ODIR)/S. -n=$. 
== assemble device descriptors 
cio_O.r cio_l.r cio_2_r cio_3.r \ 

: S<VHFDEFS) $(SYSOEFSl 
S<R l 5*.a -o=S<HOIR)/$ •. r 

2) CI0_2.A : 이것은 VBF Piggyback CIO에 대한 Device Descriptor 매크로를 

선언한 것으로 매크로 이름과 디바이스 포트의 주소， 인터럽트 빽터 섣정값， 인 

터럽트 레벨， 우선순위， 패리티와 Stop 비트. 드라이버 이름올 차례로 설정한다. 

3) OSKDEFS.D : 시소템에 사용되는 모률에 대한 타입. 사용언어， 접근허용모 

드 등을 위한 기억장소를 할당해둔 파임.이다. 

4) SYSTYPE.D : 1\1C없000 계열의 시스댐 사용불 위한 시스템 변수를 설정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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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5) VECT.D : VBF Descriptor 의 매크로에 셜정된 인터럽트 벡터값을 셜정한 파 

일이다. 

6) ADDR.D : VBF Descriptor 의 때크로에 설정된 다바이스 드라이버 포트에 때 

한 주소를 나타낸다‘ 

7) VBFDESC.D : 다바이스 디스크립터 파일(cio_2.a)에 설정된 매크로를 위한 변 

수를 정의하고 디바이스 관련 기능값 및 VSF 관련 변수와 이에 필요한 Opti0n 

사항을 설정한다. 

8) MODULE.A : 각종 I10 모률올 위한 변수셜정에 사용될 혜더의 Stack 올 설정 

한 파일이다 .. 

9) IODEV.A :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I10 Static Storage 률 설정한 파일이다. 

10) IOVBF.A : VBF 파일 매니저를 위한 디바이소의 Path Descriptor 파일이다. 

11) VBFDEV.A : VßF용 디바이스 드라어버에 대한 Global 변수셜정용 Static 

Storage를 셜 정한 파일 이 다. 

12) VDRVSTAT.A : III。 카드의 각 채 널을 위 한 Static Storage 를 설 정 한 것 이 

다. 따라서 입출력 카도의 채널수를 증가 시키면 VBFDvSiz 가 추가되어야 

한다. 

13) VBF Static Storage의 설정을 위한 라이브러리 생성용 lVlakefile : 앞에 사용 

된 VBFDvSiz 플 추가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수정힐정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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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I08536.H : CI0 28536 첩에 대한 변수를 설정한 헤더파일 이다. 

바. 하드웨어 구동프로그램 ll!l] [~"J [~I ’ 

SOE 성능개선을 위한 테스트수행에 사용된 하드웨어구동 프로그램은 다옴과 같 

다. 

(1) PB-CIO 구동 프로그랩의 컴파일을 위한 Makefi1e 의 생성: 

•••••••••••••••••••••••••••••••••••••••••••••••••••• 
‘· Makefile for PB-CIO demo Version 
*****‘ •••••••••••••••••••••• ‘** •• ***.****‘ •••••••••• 

ODm = CI\1DS 
rmlR = RELS 
R = 펴8 

CFLAGS = -a -b -to=osk -tp=68k 
l\10DE = ucc 
BSPDEFS = ../../../l3SP!DEFS 
PBCIOLIB = ../../ .. IBSP끼MOD/PBCIOlLlB/pbcio.1 

SCLJB = sys_c1 ib.’ 
U~1nf! 

compile: demo_cio 
demo_cio: demo_cio.r S(BSPDEFSl/ci뼈536.h 

cc -mode=SIi\'10DE) $ •. c S(CFLAGS) -fd=$(ODlRl/$. -I=$(PBCIOLIB) \ 
-1=$(SCLJBl -v=$<BSPDEFSl 

load: 

unlink: 

aur S(ODJH)!S* -e 

load ../../.지3S1ν'COMì\'ION/OBjShobf -d 
load ../../../BSPNi'"rOD;PBCIO/OBJS/cioVMOD -d 
load ../../ . .!BSPNMOD;PBCIO/OBjS/cio_O -d 
load ../..! . .!BSPNMOD/PBCIO/OßjS/cio_l -d 
load ../../ .. IBSPNrvlOD까~BCIOIOBjS!cio_2 -d 
load ../../ .. 1B5P;이'MOD/PßCIOIOßJS/cio_3 -d 
load S(ODIR)/demo_cio -d 

unlink vbf 
unlink cioVMOD 
unlink cio_O cio_l cio_2 cio_3 
unlink demo_cio 

;;H t end of makcfi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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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MO_CIO.C : CÎoVMOD 드라이퍼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 stdio.h > 

<modes.h>. <s암stat.h>. <eπno.h>. <signal.h>. <cio8536.h> 둥의 헤더파열읍 

lnclude 시 켜 사용 한다. 

(3) PB_CIO.A : 이것은 cioVMOD 드라이벼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인 demo_cio.c 

파얼에 정의된 입력 Path. 포트， 레지스터 둥에 대한 라이브러리 루틴으로 각 

종 시스템 콜에 다}한 정보를 제공한다. 

(4) CIOHD.A : cioVMOD 드라이버에 대한 시스댐 콜을 위해 사용되는 라이브퍼 

리 파일(PB_CIO.A)이 지정하는 프로그랩 섹션의 엔트리(CIOentry) 를 정의한 

다. 드라이버 이름， 사용된 면드명， Revision Number, Stack 크기 둥이 포함된 

파일이마. 

(5) PBCIO.C : V{\.{OD PB-CIO 드라이 버 구동에 휠요한 C 프로그랩으로 

CIOHD . .-\ 어엠블리 헤더 파일에 랭크된다. MC68032 칩에 대한 Local 변수 및 

내부 인터럽트릎 설정하고 드라이벼용 Global 변수 및 중요 레지스터 정보 

(Path Descriptor. Device Static Storage, Driver Table, System Globals 둥)를 

포함하고. VM30 Contro l1er 와 VIUCNSBC 모률에 대한 주소 정보를 갖고 있 

다. 또한 PB-CIO 어셈블리 Device Driver 파일(ciohd.a)에 정의된 PSECT 

CIOentry 에 쓰이는 5개 루틴(lnit. Read, Write, GetStat, SetStat)에 대한 정보 

를 갖고 있다. 이중에서 기본적오로 쓰이는 4 개의 CIOentry 루틴에 대한 수행 

내역은 다음파 같다. 

(가) lnit_c 루단 : 

- 설치된 Piggyback Module 의 식별 (ID) 바이트를 검사 

- Software Reset 기능수행 빛 인터렵트 벡터의 설치 

- 도라이버 변수 빛 증요 레지스터에 대한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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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인터럽등 구동을 위한 비트(bit) 설정 

{ 나) GetStat_C' 렐틴 : 

- 특정 레지스터의 내용플 가져오거나 입력배퍼의 크기계산(SS_INPUT) 

- 최곤 사용된 언터럽트에 대한 정보 보유(SS_STAT 

- 입력버퍼를 호출자의 버돼로 복사하는 기농(SS_READl 

(다) SetStat_c 루틴 : 

- Data 의 경로와 패턴올 초기화(SS_PINIT) 

- 인터럽트의 발생 및 제거기능(SS_E:-.JAB， SS_DISAB) 

- OR 모드와 AND 모도간의 변경정보 기억 (SS_MODE) 

- 입력 버퍼의 설치 제거 및 리셀 기능(SS_BUFUSE) 

- Bit 포트에 서 I-Iandshake 포트로의 변 경 된 정 보 기 억 (SS_HANDSI-I) 

- 인터럽트 Pcnding Bit 설정 (SS_IP) 

- 오류발생에 의한 인터렵트 발생 및 제거(SS_IOE) 

- 특정 레지스터에 기록(SS_REGS) 

- Pi딩믿-back Module 에 대한 리셀기능(SS_RESET) 

(라) Term_c 푸틴 : 

- 모든 인터 럽트를 Disable 상태로 설정 

- 인터럽트 쏠링 테이블에서 IRQ Service Routines 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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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단일처리 SOE 기록장치의 시험 및 결과분석 

l 시험환경 설정 

SOE 신호처리 성농향상올 위한 단일처려 SOE 기록장치의 구성윤 PEP l\1odular 

사의 Vf\ IEbus(Versa Module Euro bus) .2} V1\130 CPU 빛 V1\100-20 입출력 언터페 

이스 카드. Pß-CI02 상태변화 인터렵트카드로 구성 하였고 이에 대한 실시간 운영채 

제로는 OS-9 소프트웨어룰 사용하였다. 입출력 카드에 대한 설정작업은 VME 시스템 

과 rc 를 RS-232C 케이블로 연결하여 PC 에서 수행하였다[1.1 (1;1 (11l! 

PB-CI02 인 터 럽 트카드는 16개 의 접 점 입 력 올 처 리하고， \"1\100-20 I/O 차드는 2 

장의 PB-CI02 카드를 내장할수 있g므로 VMOO-20 카드 한개당 32 개의 SOE 신호 

플 처리할 수 %斗. 울진 3.4호기 발전소에서 낼생될수 있는 SOE 신호의 종류는 512 

개 이나 설제로는 381 개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381 개의 SOE 신호를 처리하기 위 

해서는 12 개의 VMOO-20 I/O 카드가 V1\1Ebus에 장착되어야 한다. 

본 테스트에서는 2개의 V1\100-20 카드를 사용해 64 개의 SOE 인터럽트를 처려 

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립 32는 단일처리 SOE 기록장차의 구성도흘 나타낸다. 

가. 시험장비의 기본기능 설정 

구성된 시험장비의 SOE 신호처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수행한 기능설정은 다음 

과 같다. 

(1) PB-CI02 인터럽트카드는 VMOO-20 I/O 카드에 장착되는데. 두 차도 모두 

인터럽트를 생성할수 있다. PB-CI02가 생성하는 인터협트가 SOE 기능구현에 

적합하므로 VMOO-20의 인터럽트는 동작되지 않도록 한다. 사용된 드라이버 

프로그햄이 Pß-CI02의 인터럽트 벡터를 FO와 Fl을 쓴고 있기 때문이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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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카드설정작업 및 제어용 터미널 

SOE 출력 디스플레이 화면 

PC 사용 ( PCS 대 용 ) 

i i 

중앙처 리 장치 ( VM30 CPU 40 MHz ) 

t 
• 

• 

• 

입출력 인터패이스 버스 ( VMEbus Interface ) 

• 

입출력 처리카드 ( VMOD-2D VO Card ) 

• 

상태변화 인터럽트 카드 ( PB-CI02 Interrupt Card ) 

( 4 MHz Clock ) 

· • 

64 개 SOE 인터럽트 신호 입력 

口 : Personal Computer, 口 : VME 시스템에 설치 

그림 32. 단일처리 SOE 기록 시험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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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100-20의 인터럽트레벨올 Disable 히기 위해 B17. B18. B19 점퍼를 모두 

세드한다 11씨 

(J) V1\ 1(1)-2D의 인터럽트 빽터를 Disable 하기 위해 점퍼 Bl올 이:>en 한다. 이것 

은 Pß-CI02 카드로?터 인터럽트 벡터릅 사용하게 한다. 

(-1) ]뀌-CI02 카드를 리셀 시키기 위한 외부신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점퍼 B20 

블 1-2로 세트한다. 

(5) VI'\'100-2D 카드의 주소설정 (10) 

PB-CI02는 VMOD-20 카드의 기본 주소에 관련 용셀 주소가 추가된 주소 

를 몽해 억세스 된다. VMOD-2D 카드당 256 바이트의 주소블력이 필요하므로 

점퍼 ßl6은 。pen 상태로 세트해야 한다. V1'\'100-20 카드의 기본 주소는 

87FE4400 으로 다음과 갇이 점퍼를 세트한다. 

접 퍼 B02 = sct, 점 퍼 B12 = open , 점 퍼 Bl3 = set, 

점 퍼 Bl4 = set, 점 퍼 B16 = open. 

(6) 28536의 인터럽트 제어 ‘9] 

28536은 데이지 체인(daisy chain> 방식을 형성하기 위해 lEI 와 IEO툴 갖고 

있으며， lEI는 상위 인터험트를 갖고있는 1E0 에 연결되어 있다. 상위 인터랩 

트룹 갖는 28536 은 자신이 인터 럽트를 요구하고 있거나， 자신의 인터 럽트 서 

비스 루틴이 수행되고 있으면 IEO를 Low로 세트하여 하위 인터 럽트를 갖는 

28536이 인터랩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28536은 3개의 인터렵트 제어비 

트 즉 IE (lnterrupt Enable>, IUS (lnterrupt Under Service>. 및 IP(1ntelTIlpt 

Pending) 비트를 갖고 있다. 

인터럽트처리를 요구하는 어떤 event가 발생하면 IP가 세르된다. 이때 IE가 세 

트되어 있다면 28536은 CPU 에게 인터렵트를 요구하고 CPU에 의해 인터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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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받아둡여 지면 IUS가 세트된다. 그리고 Z많36의 IEI를 Low로 설정하여 

하위의 잃536이 CPU에게 인터럽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니. SOE 처리 알고리즘과 순서도 

05-9 운영체제에서 인터럽트를 사용해 SOE 사고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 

-완 다음과 같이 실정하였다. 그렴 33과 34에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실제 테스트 수행 

에 사용된 표로그램 순서도를 나타내었다. 테스트에 사용된 SOE 인터럽트 처리 프로 

그랩을 부록-2에 설었다. 

(1) Signal Handler Routine 

[1.0] 

[1.1] 

[1.1.1] 

[1 .2] 
[1.2.1] 

[1.2. 1.1 ] 

[1.2. 1.2] 
[1.2. 1.3] 
( 1.2.2] 

[1.3] 

[1.3.1] 

[1.3. 1.1] 

[1.3. 1.2] 
[1.3.1 .3] 

[1.3‘ 2] 

[2.0] 

[2.1] 

[3.이 

[3.1] 

들어온 Signaloj SOE 신호에 의한 것인가? ( No --> [2.0] ) 
틀어온 Signal이 척초의 SOE 신호 인가? (>Jo --) [1.2] ) 
최 초의 SOE flag를 set. 

Pllt counter가 huffer lenp:th 값 이하 인가? INo --) [1.3) ) 

Buffer가 empty 인가? (No --) [1.2.2] ) 
Signal를 signal Queue buffer에 저 장. 

Put counter률 중가시 킨 다. 

Signal arrive f1ag를 set. 

Retum. 

Put counter를 초기화한다. 
Buffer7} empty인가? (No --> [1.3.2] ) 

Signal를 signal Queue buffer에 저 장. 

Put counter롤 증가시킨다. 

Signal arrive f1ag를 set. 

Retum.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었옴을 알리는 signal 언가? (No --) [3.1] ) 

샤간 경과 Flag를 set. 

Signal 01 Dead 신호이다. 

Ex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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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t Data Routine 

[1.0] Signal이 도착했는가 ? (No --) [1.이 ) 

[1.1 ] 이 signal이 최초의 SOE 신호에 의한 것인가 ? (No --) [1긴 ) 

[1.1.1] 끼mer값블 셜정. 

[1.2] (;et counter가 buffer length값 이하 인가 ? (No --) [1.3] ) 

[1.2. 1] SOE data 버 퍼O 를 사용. 

[1.2낌 Signal Queue buffer에서 signal를 판별버퍼에 저장. 

[1.2.3J 판별버퍼의 내용에 따라 해당 포트를 얽어서 30E data 벼퍼에 저장. 

[1.2.4J Get 시스템 time 그리고 SOE data 버퍼에 저장， 

[1.2.5] Buffcr cmpty f1ag set. 

[1.2.61 Get counter값 증가. 

[ 1.2.7] 시간 경과 Flag가 set되어 있는가 ? (No ‘-> [1.2.8] ) 

[1.2.7.1] 시 간 경과 Flag reset. 

[1.2.7.2] 50E data 버퍼를 전송. 

[1.2‘ 7.3J Retum. (-->[1.0] ) 

[1.2.8] 50E data가 512개가 되었는가 ?(No --> [1.2.9J ) 

[1.2.8.1] SOE data 버 퍼를 천송. 

[1.2.9] Retum. (-->[1.0] ) 

(1.3] Get counter를 초기화 한다. 

[1.3.1] SOE data 버퍼 I 올 사용. 

[1.3.2] Signal Queue buffer에서 si양nal를 판별벼꽤에 저장. 

[1.3.3] 판별버퍼의 내용에 따라 해당 port read 그리고 SOE data 버돼에 저 
xι ... 
[1.3.4] Get 시스템 time 그리고 SOE data 버꽤에 저장. 

[1.3.5] Buffer empty flag set. 

[1.3.6] Get counter값 증가. 

[1.3.7J 시간 경과 Flag가 set되어 있는가 ? (No --> [1.3.9J ) 

[1.3.7.1] 시간 경과 Flag reset. 

[1.3.7.2J SOE data 버퍼 전송. 

[1.3.7.3J Retum. ( --) [1 ‘OJ ) 

[1.3.8] 50E data7~ 512개가 되었는가 ? (No --> [1.3.9] ) 

[1 .3.8.1] 50E data 버퍼 전송. 

[1.3.9] Retum.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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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t Status Houtinc 

[1.0] \"ì\lOD-'.2D_1 의 Upper Part를 초기화. 

[1. 1] Driver를 Hcsct. 

[1.2] lnterrupt Pattern를 설정. 

[1.3J lnterrupt Enable를 설 정 . 

[1.4] Port를 Bit Port로 선 언. 

[1.5] Interrupt l\'lode를 설 정 . 

[2.0] \"[\'10D-2D_l 의 Lower Part를 초 기 화. 

[2. 1] Driver를 Reset. 

[2.2] Interrupt Pattem를 설 정. 

[2.3] Interrupt Enable를 설 정 . 

[2.41 Port를 Bit Port로 선언. 

[2.5] Intcrrupt Mode를 설 정 . 

[3.0J VI\10D-2D_2의 Upper Part를 초 기화， 

[3. I] Driver를 Resct. 

[3.2] Interrupt Pattcm를 설 정 . 

[3.3J Interrupt Enable를 설 정 . 

[3.4] Port를 Bit Port로 선 언. 

[3.5] Interrupt Mode를 설 정 ‘ 

[4.이 \'MOD-2D_2의 Lower Part를 초기화. 

(4.1] Driver Hcset. 

(4꾀 Interrupt Pattcm'를 설 정 . 

[4.3] Interrupt Enablc를 설정. 

[4.4J Port를 Bit Port로 선언. 

[4.5] Interrupt l\Iode를 셜 정 . 

(4) De\'ice Attach/Open Routine 

[1.0) \'J'vIOD-2D_l 의 Upper Paπ블 Attach. 

[1.1] \'MOD-2D_1의 Lower Part를 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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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V ì\ I0D-2D_2의 Upper Part를 Attach. 

[1.3] V!\lúi)-2D_2의 Lo\\'er Part를 Attach. 

(1.-11 v~rOD-2D _ _1 의 Upper Part의 Path를 Open. 

[1.5] V;\10D-2D_1 의 Lowcr Paπ의 Path릅 Open. 

[1.6] V l\ IOD-2D_2의 Upper Part의 Path를 Open. 

[1.7] V1\lOD 2D_2의 Lower Part의 Path률 이:>en. 

2. 사고신호의 입출력 시험 

본 단일처리 SOE 기록장치에 대한 시험은 먼저 순서도에 따라 사고신호를 처리 

하는 드라이버 프로그램올 개발하여 처리시스댐에서 수행시키고， 모의 사고신호 

(Interrupt Signals)를 발생하여 처리시소댐에 입력해 준다음 출력되는 사고신호를 PC 

화면으로 표시하여 111000초 단위로 기록될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요로 테스트 하 

였다. 

인터럽트 입력신호로 사용할 모의 신호로서 o - 17 볼트의 접점입력올 발생하여 

이를 8채널의 Pß-디。2 데이타 포트에 입력시켰을 때. 예상되는 출력값이 입력시간과 

함께 정확하게 나타나는지를 정캄하였다. 

단일처리 SOE 기록장치에 사용된 Pß-CI02 인터럽트 카드는 4 l\1Hz의 콜럭을 

사용해 O.겸 μsec의 처리속도률 가지므로 충분히 1 msec 깐격의 처리능력올 갖고 있 

으나 발생시각읍 표시하는 타이머의 Clock Tick이 10 msec 단위로 발생되므로 본 시 

험에서의 결과는 10 msec 간격의 SOE 인터럽트 출력여 기록되었다. 표 17운 이의 출 

력결과 데이타이다. 

- 110 -



Signal 이 SOE 신호 인가? 2분경과 신호인가? 

Ycs 

SOE 신호가최초인가? 

Yes 

최초의 SOE flag 를세트 

Signal Handler Routine 

그렴 :겹. Signal Handler Routine 의 처리 순서도 



SOE 신호가 
최초발생인가? 

No 

Signal Handler Routíne 의 
Signal B띠표r 를 셰트 

SOE 데이타버펴가 
512 개가 되었는가? 

SOE 데야타버퍼 전송 

그림 34. SOE 처리 주 프로그랩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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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댐타임을얽어 
SOE 데이타버펴에 저장 

Signal Buffer 를 clear 

2분경과 시간 flag 가 
셰트되어 있는가 ? 

시 간경과 flag 를 reset 



표17， 단일 SOE 기록장치에 업벽된 사고신호의 출력 기록 

포트 
입력신효 

실체훌력 (Hex) 
시간기륙 

(1 msec 간격) (msec) 

무입력 0000 0000(00) 0(00) 

g 1011 1111 (7F) 127(7F) 22 :'38 :47.630 

7 1101 1111(BF) 191(BF) 22:38:47.640 

6 1101 1111 (DF) 223(DF) 22:38:47.650 

5 1110 1111 (EF) 239(EF) 22:38:47.660 

4 1111 0111 (F7) 247(F7) 22:38:47.670 

3 1111 1011(FB) 251(FB) 22:38:47.680 

2 1111 1101 (FD) 253 (FD) 22:38:47.690 

1 1111 1110(FE) 254(FE) 22:38:4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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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결과 분석 

단일처리 SOE 기로장치에 대한 시험결과는 제 4철 2항에서 ‘성능개선 방안’ 으로 

저l 시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그 방안이 설제로 개션될수 있는지를 이론적인 방법과 설 

험에 의해 다음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데이타의 충돌현상이 제거 되었는가? --> 하드웨어 변경 사용과 단일 처리 기 

틀 사용하였￡므로 동기신호가 필요없고. PB-CI02 카드 자채의 Clock올 사용해 사고 

신호를 발생순서대로 처리하므로 충돌아 얼어나지 않는다. 

(2) 고장 발생률이 개선되었는가? …> 단일 프로세서를 설치해 전용적인 처리구 

조를 사용했으므로 신호처리 과정이 간편 해지고 동기신호률 사용치 않음에 따라 고 

장 발생율이 줄어든다‘ Redundant 프로세서를 셜치해 2종의 backup 구조로 구성할 경 

우 고장율은 더욱 크게 감소될 것이다. 

(3) 처리구조가 개선되었는가? --> SOE 처리만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 

혜어를 이용함으로서 구조가 간단해지고， 입출력 차도의 교체나 위치 변경시에도 OS 

자체를 수청할 필요가 없이 드라이버 프로그램만 수정하면 되묘로 소프트워l어 작업이 

간편하고 따라서 처리구조가 크게 개선된다. 

(4) 처리성능이 개선되었는가? --> SOE 처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용으 

로 사용하고 단일 프로세서를 사용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었고， 

쳐려구조가 간편해져 데이타의 충돌이나 고장 발생율이 크게 줄어틀었으므로 전체적 

인 처려성눔이 현저히 개선 되었다고 볼수 있다. 입출력 실험결과{표 17)에서 알수 

있듯이 Clock Tick이 충분히 빠른 타이머를 사용할 때 1 msec 간격으로 사고신호를 

표시할수 있는 것이다. 위의 검증결과에 의한 단일처리 SOE 기록장치의 전채적인 성 

능올 기존의 SOE 처리시스댐과 비쿄 분석하여 표 18에 나타내었다. 

- 114 -



표 18. 기존시스댐과 단일 SOE 처리장치확 성능비교 

~ 울진 3,4 SOE 처리시스댐 단일 SOE 처 리 장치 (VME) 

분산된 3개 프로세서에 대한 단일 표로세서를 사용해 동기 

충돌방지 측면 동기신호 사용에 따른 Data 신호를 사용치 않고 자체 Clock 

충돌 가능성 존재. 올 사용하도으로 충툴위 험 이 없음. 

^à 느 。; 충돌과 PDAS 와의 복합처 리 단일 프로세셔 및 단얼 처리 

<Resolution) 둥으로 인해 최소 4 msec 이내 구조， 새로운 하드웨어 사용으로 

개선 측면 의 처리가 어려움. 최대 1 msec 까지 처리 가능. 

단일기능 프로세서의 3개 채널 
단일 프로세 서 와 Redundant 

분산으로 고장율이 높다. 
고장률측면 

(한개가 고장나도 시스댐 전체 
구조 사용으로 고장률이 크게 

가 Down 될수 있음) 
개선됩. 

PDAS 와의 혼합사용으로 처리 독립계통으로서 하드혜어 청보 

처리구조 측면 
과청이 복잡하고 하드웨어 정보 를 Database화 합수 있고 소프 

가 OS상에 구현되어 있어 카드 트웨어의 구조가 단순화 되석 
(S/W포함) 

의 위치 변경시에도 OS를 채 하드혜어 변경시에도 수정이 

생성 해야 함으로 버 능률적임. 편리 하다. 

분산된 프로세서와 동기신호 독립된 하드웨어와 소프트혜어， 

사용， PDAS 와의 중복사용 퉁 단일처리 프로세서 구조이묘로 

종합적인 측면 으로 전체척인 처리성능 및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시스템의 신뢰도 정확도가 향상되어 전체적인 처려성능이 

떨어짐. 개선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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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장 결 로
 」

원자역발전소의 사고추01처리계통은 발전소 사고발생 이후에 그 사고의 원인과 

사고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발전소 사고 또는 비상청지 상태에 관련된 신호청보들의 

발생시각을 감지하여 순서적으로 기록하는 계통이다. 

울진 3，4호기 발전소의 사고추이처리계통은 발전소자료수칩계통에 포함되어 었으 

며， 3개로 분산된 처리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동기신호에 의한 시간 비교방식으로 사고 

발생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방법은 발전소자료수칩계통에 。l용되는 컴퓨터와 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함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신호를 처리하는 괴·청이 복잡 

해 처려놓력에 대한 신뢰도가 펠어지고， 동기신호와의 데이타 충롤로 인한 사고추이 

기록의 부실상꽤 및 히·나의 프로세서 고장시 그 채널로 틀어오는 사고신호는 물론 전 

체적인 사고선호를 감지할수 없게 되는 퉁의 문제점올 갖고 있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환 사고추이 처리장치의 문쩨점올 개선하기 위해 현재 영광 3,4 

및 울진 3，4호기 발전소에 척용되고 있는 발전소자료수집계통과 사고추이처리계톱에 

대한 하드쉐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기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정을 도출하 

였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성눔재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성눔개선 방안으로서 

단일 프로세서를 사용한 독립적언 사고추이 처리시스댐 구축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의 

데스트 수행을 위해 8 게의 모의 사고신호를 발생하여 처리시스댐에 업력시켰을때 출 

혁되는 사고신호의 기록이 ν1000 초(msec) 단위로 기록필수 있는지를 시험하였다. 그 

리고 테스트 장비로 사용된 VME 시스댐과 05-9 훌영체제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시험장치로 사용된 단일처리 SOE 기록시스댐윤 독렵된 하드혜어와 소프트왜어 

및 단일 프로세서 구조를 채택하여 시스템의 안정성파 신뢰도가 향상되었고， 하드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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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프트웨어 처리구조플 간면하게 하여 데이타의 충톨이냐 고장 발생율옴 감소 시 

컴으로서 전체적인 사고신호의 처리놓력이 개선되었냐. 그러나 이 시스댐이 실제 원 

자력발전소에 완전하게 적용패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데스트와 발전소컴퓨터계통과 

의 인더페이스 문제， 얀전계종의 격려훈제， 단일 프로세서의 고장에 대비환 2중 프로 

세서 구조 적용시의 현장 테스트， 현장 적용시의 경제적 요건둥 쉴계변경애 필요한 여 

러가지 사항이 추가적으로 보완 수정되어야 할것이다.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자료수집계통이나 사고추이처리계통융 교체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스댐으로 개발하고차 할 때에 위에 혈거환 여러 가지 사항이 보완되어 더욱 

훌륭환 발전소 감시계통을 확보하는데 본 보고서가 좋은 참고자료로 쓰여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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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Driver Module Files 

_ CIO_2.A : 

********************************************************************** ** VBF PB-CIO device descriptor 
** Module Name : CIQ‘ 2.A 

*****************************~**************************************** 
nam cio2 
tt1 VBF PB.-CIO device descriptor 
use .J. .ι./ .. IMWOS/OS9/SRC!DEFS/oskdefs.d 
use ../.J../../BSP!DEFS/systype.d 
use ../ .. !DEFS/addr.d 
use ../..I../..IBSPIDEFS/vectd 
use ../../..!..IBSP.띠EFS/vbfdesc.d 

VBFDesc Adr_ VMOD2,VMOOcio_ V ect,LeveL3,12,0,0,cio VMOD 

align 
OevCon dc.b $00 
ends 

_ OSYJ)EFS.D : 

version 523-19/0 

********************************************************************* *** Oe티띠다on for Module Ty야ILanguage， Attr/Revision, Permissions/Mode 
*** Module Name : OSKDEFS.O 
********************************************************************* 
opt -1 
* Module Type!Language field 
* Type values 
Prgnn 려u 1 
Sbrtn eQU 2 
Multi equ 3 
Data eQU 4 
CSDData eQU 5 
TrapLib eQU 11 
Systm eQU 12 
FIMgr eQU 13 
Drivr eQU 14 
Devk equ 15 
* Language values 
Objct equ 1 
IC여e equ 2 

Program Module 
Subroutine M며ule 
M삐ti-Mod띠e 
Data Module 

Configuration Status Descriptor 
Trap handler library 

System 
File Manager 
Oevice Driver 
Device Descriptor 

Object Code Module 
Basic I-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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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lCode equ::; Cobol I-code 
FrtnCode equ 6 Fortπm J-code 
* I\ Iodule and Attr/Hevi::;ion field 
* Attribute bits 
HeEnt c멕u $80 module is re-entrant 
Ghost cqu 잃o module remains in memorγ when not in use 
SupStat equ $20 modulc must cχecute in supcrvisor state 
HeEntBit equ 7 re-entrant module bit number 
GhostBit equ 6 Ghost module bit number 
SupStBit cqu 5 supeπisor state bit number 
* l\'lodul마File Access Pcrmissions and lVlode values 
* 1f bit is set, access is permitted. 
Head_ equ %oooOooOi 
w끼te_ equ %00000010 
Exec_ equ %00000100 
U며at_ equ Read_+Write_ 
PRead_ equ %00001000 
PWrit_ CQU %아)Q 1 0000 
PExec_ equ %00100000 
PUpdat_ equ PRead_+PWri t_ 
Append_ equ %00010000 
ISize_ equ %001애000 
Share_ equ %01000000 
Dir_ αlU %10000000 
opt 1 

- SYSTYPE.D : 

append a l1 writes to EOF 
(create Mode value only) 
non-Sharable file jf set 
Directorγ file jf set 

*********************************************************************~ 
** SYSTYPE.D : Srstem Definitions for PEP 68K System 

*********************************************************************~ 
CONFIG macro 
1\1ainFram dC.b 
S\'sParam dc.b 
S\'sStart dc.b 
S\'sDev dc.b 
ConsolNm dc.b 
ClockNm dC.b 
endm 

"PEP VI\ IE Series",O 
C$CR,O 
"SysgO",O 
"/dd".O 
"/term".O 
"clock".O 

paramter to SysStart 
name of initial to execute 
initial system disk Ilathlist 
console terminal pathlist 

********** JHQ-Ievel & -vector definitions ********** 
* A TTE~TION: IRQ-vector $CO - $DF are reserved for SLA VE-boards 
LeveU equ 1 Level 1 
Level_2 equ 2 
L~cl~ equ 3 
Level_ 4 equ 4 
Lc\'cl_5 equ 5 
Le\'cl_6 equ 6 
Lc\'el_ 7 equ 7 Level 7 

AV_1 
A、--2
A\' 3 

equ 
equ 
equ 

$19 
$IA 
$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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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l'(jU $1C 
A \. ;) l'qu $10 
A \. lì t'(jU $1E 
A\'_Î ‘'qu $lF Lcvel 7 auto\'cc’ or 

Nl\lI L'qu $FE 
FIHQ l'qU $FC 
IHQ l'qu $FD 
* Addition“1 definitions 
Adrl\ lodif equ $00 Address l'\'lodificrs uscd = 00 
ClkPrior l'qu High priorit~' 
DiskPrio l'qu 2 

_ VECT.D : 

**************************************~~****************************** 
** VECT.D: lHQ \'ector Definitions for PEP’ s VMOD ModuJc ******* 
***************~~***************************************************** 

Vì\10Dcio_ Vect l'qu 5FO 2 IRQ vectors reservcd ($FO -$Fll 

_ ADDR.D : 

********************************************************************** 
** ADDR.D: Address Definitions for PEP’ s VMOO Mod바e 

******************************************************-*-************* 
Adr _ VMOD cqu $87FE2400 
Adr_ VI"10D2 cqu $87FE4400 

- VBFDESC.D : 

$100 
$100 

VMOD #1 Piggy A + 13 
V1\10D #2 Pjgg~' A + 13 

********************************************************************** 
*** Module Name : VBFDESC.D *** Device Descriptor for VMOD 

********************************************************************** 
ifndef Edition 

Edition sct 1 current edition number 
endc 
T~'PeLang set !Devic< <8)+0 
Attr_Rev set meEnt<<8)+O 
psect vbfdesc,TypeLang ,Attr_Rev,Edition,O,O 

dc.l Port port address 
dc.b Vector auto-vector trap assignment 
dc.b lHQLcvel IRQ hardware interrupt level 
dc.b Priority irq polling priority 
dC.b l'vlode Oevice mode capabilities 
dc.w FileMgr file managcr name ofiset 

- 122 -



dcvice driver name offset 
optional configuration tablc offset 
option byte count 

DcvDrv 
DevCon 
OptSiz 

dc.w 
dc.w 
dc.、、，

Options 

* name 
dC.b rn‘_SCF 
dC.b bsb 
dC.b autoecho 
dC.b autolf 
dC.b C$Bsp 
dC.b C$Oel 
dc.b C$EOF 
dC.b C$lnt1' 

dc.b C$Quit 
dc.b Pa꺼 t\' 
dC.b BaudRatc 
dC.b C$XOn 
dC.b C$XOff 

* VBF -specific locations 
dc.l 0.0 

dC.b Channel 
dC.b Protocol 
dc.\\' ChanID 
dc. \\' PTime 
dc.w WTime 
dc. w RBufSizc 
dc. 、、" WBufSize 
dc. \\' Control 

OptSiz equ *-Opticns 
FileMgr dc.b "vbl".O file manager 
* Macro to generate main fcatures of device descriptor 
VBFDesc macro 
ifne \#-7 
F AIL SCFOesc: 
endc 

Port 
Vector 
IRQLevel 
Priorit\' 
Parity 
ßaudRate 
DevOrv 
endm 

* Flag values for ’Control ’ 
HeadEdit 5et 2 VBF perforrns read-line editing 
\VriteEdit set 4 VBF perforrns write-line editing 
I\ lode sct ISize_ + Updat_ default device mode 
.. Oefault \'alucs 
Channel set 
Protocol set 
ChanID set 
RTime set 
V\:Time set 
RBufSize set 
WBufSize !-iet 
Control set 

default valuc 
SCF 
ON 
ON 
ON 
^H 
^X 
ESC 
‘ C 

‘ E 
none m 

지
 
S 

function 
dcvice type 
backspace=BS,SP,BS 
full duplex 
auto line feed 
backspacc char 
delete line char 
end of file char 
Keybcard Interrupt char 
Keyboard Quit char 
stop bits and parity 
bits/char and baud rate 
Transmit Enable char 
Transmit Oisable char 

reserved 
channel number, base 0 
communications protocol code 
additional channel ID,by the driver 
timeout on read, in ticks (0 = indcfinite wait) 
timeout on write, in ticks 
input buffer size (if driver variable) 
output buffer size (if driver variable) 
device control f1ags 

must have exactly seven arguments 
must specify a11 7 arguments 

Port address 
autovector number 
hardware interrupt level 
pol1ing priority 
parity, stop bits 
baud ratc 
driver module name 

\1 
\2 
\3 
\4 
\5 
\6 
"\7",0 

cqu 
C(ju 
cqu 
cqu 
cqu 
equ 
dC.b 

channel number 
comms protocol code (Q = async) 
additional channel ID 
indefinite wait for input 
índefínite wait for output 
input buffer size is not drivcr varia1>ll‘ 
output buffer size is not drivcr variμIlh ‘ 
no spccial contro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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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l0DULE.A : 

********************************************************************* 
*** Module Header FOmlats I'vlodule Name : lVIODULE.A 

*******************~***********************************************~* 
opt -1 
nam Module I-leader Formats 

edition set 34 
psect module,O,O.edition.O,O 

* l\1odule Definitions **** 
rv[$Rev: 며u 1 1'\'lodulc fonnat revision (for D_Cigar) 
* Universal Module Offsets 

org 0 
1'1.'1$10: do.w 1 10 code 
M$SysRev: do.w 1 system revision check value 
M$Owner: do.l 1 。、，vner lD 
M$Name: do.l 1 name offset 
M$Lang: do ,b 1 language 
l\1$Symbol: do.l 1 symbol table offset 
f\'I$Parity: do. \V 1 header parity 
M$IDSize: equ module 10 size 
* System, Program, Trap Handler. File I'vlanager, Device Driver 
l\1$Exec: do.l 1 execution entry offset 
M$Excpt: do.l 1 exception entry offset 
M$l\1em: do‘ I 1 data area requirement 
M$StélCk: åo.l 1 stack area requirement 
IVl$IData: do.l 1 initialized data ptr 
fvl$IRefs: do.l 1 initialized reference Iists ptr 
M$lnit: dO.1 1 initialization execution offset 
M$Term: do.l 1 termination execution offset 
* Device Descriptor Module 

org M$IDSize 
l\1$Port: do.l I port address 
fvl$Vector: do.b 1 hardware vector number 
I'vl$IRQLvl: dO.b 1 lnterrupt hardware priority level 
M$Prior: dO.b 1 interrupt (polling tablel priority 
I'vl$Mode: dO.b 1 device mode capabilities 
M$FMgr: do.w 1 file manager name offset 
M$PDev: do. w 1 device driver name offset 
M$DevCon: do ,w 1 offset of device dependent constants 
M$DevFlags: do.l 1 reserved for future usage 
1\1$Opt: do.w 1 device default option count 
M$DTyp: do.b 1 device type 
* Configuration Module Entrγ Offsets 

org M$lDSize 
M$Paths: do.w 1 initial path table count 
M$SysDev: do. w 1 system device name 
M$Clock: do. w 1 clock module name offset 
1\1$IPID: do. w 1 interprocessor 10 
M$CPUTyp: do ,1 1 expected cpu type: 68때0/680 I 0/68020/etc. 
M$Events: do,\V 1 initial system event table count 
M$IRQStk: do. w I size of IRQ stack (in longwords) 

- 124 -



(for revlslon 

M$IOI'\'lan: do. \\. 1 offset to IOMan module name 
** ID Field and Format values 
1\1$1012: equ $4AFC Module ]-Jcader ID 
** Devicc Type values 

org 0 
D1‘ _SCF: dO.b 1 sequential character file type 
DT _RBF: do.b 1 random block file type 
DT _SBF: dO.b 1 sequential block file type 
DT _SOC I<: dO.b 1 socket communication manager 
DT _ISDN: dO.b 1 ISDN fi]e managcr 
DT_‘ MPFM: dO.b 1 MPEG file manager 
* l\1odule Directory Entlj’ Definitions 
1\lodDir: equ 1<<8 modul" 
D_Cigarl 

format d비irec따tory 

module ptr 
module group memory size 
module link count 
module header checksum 

nu 
------’

l 

org 
do.l 
do.l 
do.w 
do.w 

I\lD$MPtr: 
I\lD$Static: 
MD$Link: 
I\lD$MChk: 
ends 
opt 1 

IODEV.A: 

********************************************************************** 
* VO Device Static Storage System Variables * Module Name : IODEV.A 
***.**************~.**.******.******.******.************************** 
org 0 

V _POHT: do .1 1 
、'_lPHC do.w 1 
,"_BUSY: do. \V 1 
,"_WAKE: do.w 1 
,"_Paths: do.l 1 

do.l 8 
V_USER: equ. 

device base port address 
last active process lD 
current process ID (O;;unbusy) 
active process lD if driver must wake-up 
Iinked list of open paths on device 
reserved 
driver allocation origin 

_ IOVBF.A : 

********************************************************************* * IOVBF.A : Device/Path Descriptor definitions for the Variable Block File 

**************************~****************************************** 
nam io\"bf 
ttl Path Descriptor for VBF 

Edition equ 3 
Typ_Lang equ 0 
Att_Hevs equ 0 
use ..!../I\'lWOS/OS9/SRC띠EFS/iodev.a 
psect iovb f.Typ_Lang,At t_Revs,Edition,O,O 

PD_FST equ 42 start of file manager variables 
PD_ Tabs equ $9b la5t SCF descript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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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vbfdcv.a 
* Filc managcr variables 

org PD_FS1‘ 

d‘1.1 1 addrcss of drive table for this channel 
1 size of in])ut buffer to allocate (<64k) 
1 address of inJ)ut buffer 
1 set for "rH\\' ,’ mode (readlwrite). 

PDV _DrvTab: 
PDV _ßufSiz: do .I 
PDV_lnBuf: dO.1 
PDV_Ra、，v: dO.b 
ifgt . -9G 
fail VßF PD section is too largc 
endc 
or딩 96 

PDV _Driver: do.b 
* Options section 

org PD‘ Tabs+9 
PDV _Chan: dO.b 1 channel number (base ol 
PDV _RTime: do. \V 1 timeout on read. in ticks (Q = indefinite wait) 
PDV _ WTime: do. \V 1 timeout on write, in ticks 
PDV _Control: do.w 1 device control flags 
* User-readable variablcs (via Get 5tatus 55_Opt) 

org S,EO 
PDV_DatCnt: do.l 1 actual transfer count of last readlwrite 
* ßit definitions for PDV_Control 
QucueBoth: equ 0 qucue rcad if write in progrcss on a channcl 
VBFREdit: equ 1 VBF performs read-line editing 
VBF\\'Edit: equ 2 VBF performs write-Iine editÎng 
cnds 

_ VBFDEV.A : 

128-. for driver use 

... 
‘ 

** VBFDEV.A : 
********************************************************************** 

VBF 5tatic Storagc Global variable dcfinitions 

********************************************************************** 

CJ 

펴
 
빠
 

u 
1 

t 

때
떼
 앤
 

떼
 뻐
 
바
 

s 
‘ 
o 

페
，
때
 

JU 

때
 

m
’ m 
m 
m 

m싸
 삐
 않
 .
맹
떠
 

n 
n 
n 
b 

뼈
 

‘‘‘ 

태
 

뼈
 

S 
I 
F--a 

O 
1 
1 
1 
1 
1 
1 
--------

U
-

매
 

、.
·
n

h 
uh 

-3 

샤
 …
새
 
찌
 찌
 샤
 샤
 샤
 샤
 새
 
j 
j 
j 
j 
j 

nq 

o 
o 
q 

、
.
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d 
d 

α
 
π
 u 
d 
d 
d 
d 
dd 

d 
d 
d 
d 
d 
d 
d 
d 

따
 
따
 
m 

m 

m 
，
페
 

; 

i 
1 

대
-
Y
-“ 

./ 

r 

‘
、

‘‘ 
* 

V _PathCnt: 
V_HBU5Y: 
V HLPRC 
V_R\NAKE: 
V WBUSY: 
V_WLPHC: 
V_WSIG: 
V _lnSize: 
V_OutSize: 
V一InBuf:
V_lnEnd: 
V _I nNxtIn: 
V _lnNxtOut: 
V _OutBuf: 

number of paths open on this channel 
lD of process currently reading (Q if none) 
lD of last process to use channel for read 
lD of process to signal on data in (Q if nonc) 
lD of process currently writing (Q if noneJ 
ID of last process to use channel for write 
signal code to send 
size of input buffer 
size of output buffer 
address of input buffer 
end of Înput buffer + 1 
ptr to "next in" location of input buffcr 
ptr to "nc:-:t out" location 
address of output btl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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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output buffer + 1 
intenupt key code (Q = none) 
quit key code (0 = none) 
XON character (0 = none) 
XOFF character (Q = none) 
for driver use 
size of one drive table 

1i 

1i 

1i 

1i 

1i 

。
。

dO.1 
dO.b 
dO.b 
dO.b 
dO.b 
dO.1 
equ 

\' OutEnd: 
\. VINT: 
、’_VQUT:
\' VXON: 
V VXOFF: 
V VD더ver: 

VBFDrvSiz: 

VDRVSTAT.A : 
*********************************************************￥*********** 

** VDRVST AT.A : OS-9/68k VBF Storage Requirements 

********************************************************************* 
nam OS-9/68k VBF Storage Requirements 

Edition equ 1 
use .J../MWOS/OS9/SRC!DEFS/iodev.a 
use vbfdev.a 

resen'e memory for one drive 

psect vdπstat.O.O，Edition ，O.O 
vsect 
dS.b VBFDrvSiz 
ends 
ends 

/* ID Offset of CXMMODs (DINl; 0106) 
/* ID Offset of PBs (PBCIO) 
/* Offset of address of control regs. 
/* Offset of address of Port A 
/* Offset of address of Port B */ 
/* Offset of address of Port C */ 
/* Port Mode Spec. Register Port A 
/* Port Mode Spec. Register Port B 

/* Port Handshake Spec. Regs. Port A 
/* Port Handshake Spec. Regs. Port B 
/* Port Comrnand and Status Reg. PortA 

/* Port Command and Status Reg. Port B 
/* Data Path Polarity Reg. Port A */ 
/* Data Path Polarity Reg. Port B */ 
/* Data Path Polarity Reg. Port C */ 
/* Data Direction Register POJt A */ 

一 CIO짧36.H: 

******************************************************************** *** CI08536. 1-1 : CIO Z8536 Variable Define 

******************************************************************** 
=define MAX_BUFSIZE 256 
/* Output register definitions */ 
::define OUTREG Ox41 
=define OUTST A TREG Ox81 
/* Control Register Defines */ 
#define CXM_IDOFF OxFF 
#define IDADDOFF 0χ41 
#define CTRLREGS OxOï 
#define PORT A Ox05 
#define PORTB Ox03 
#define PORTC OxOl 
;:define PORTMODEA Ox20 
#define PORTMODEB Ox28 
;:define PORTHANDA Ox21 
#define PORTHANDB Ox29 
#define PORTCOMA Ox08 
#define PORTCOMB Ox09 
#define DA TPOLA Ox22 
#define DA TPOLB Ox2:\ 
#define DA TPOLC 0χ05 
#define DATDIRA O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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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Dírection 11랜ister Port B *1 
1* Data Dircction Hcμister Port C */ 
1* Spl'CÍal 1I0 Control I1cg. Port A 
1* Spcdal 1/0 Control Hc앙. Port 13 
/* Special 1/0 Control Hc앙. Port C */ 
/* Data Rcgister Port λ *1 
1* Data Hcgistcr Port B *1 
/* Data Hegister Port C *1 
1* POI1 C Pin 0 *1 
/* P0I1 C Pin 3 *1 
1* P0I1 C Pins 0 and 3 */ 
1* Pattcm P이arit~' Hegister Port A 
1* Pattem Polarit~' Hcgister Port ß 
/* Interrupt Vector Hegister Port 1\ 
1* Intcrrupt Vector Rcgister Port ß 
/* Interrupt Vector Hegister Cll‘ */ 
1* Current Vector Hegis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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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Library functions for system calls to "cio\'l\IOD"-driver 
*** Module )Jamc : PB_CIO.A 
********************************************~************************ 

pscct pbciolib.O.O.O.O.O 
* llon-standard function codes for 당etstat ca l1s 
SS_Stat equ Ox80 
SS_lnput equ Ox81 
SS_Hcad α1U 0χ82 
* non-standard function codes for setstat calls 
SS_Plnit equ Ox80 
SS_IRQena equ Ox81 
SS_IRQdis equ Ox82 
SS_t\'Iode equ Ox83 
SS_ßu fUse equ Ox84 
SS_Handsh equ Ox85 
SS_IP α)U Ox86 
SS_IOE equ Ox87 
SS_Rcgs equ Ox88 
S5_Reset equ Ox89 
* subfunction codcs for setstat ca l1 SS_Plnit 
SS_Path equ OxOl 
SS_Patt equ Ox02 
SS_Catch equ Ox04 
*** entη’ point for getstat systern call to "cioVl\ lOD" ** 
_gs_PßCIO_regs: 
* pathnumber is already in dO 

movem .1 dl-d3/aO.-(sp) 
move .1 해，d2 
move.l d l.d2 

_gs_regs 

ss_port 

bra.s _gs_rcgs 

move.l #SS_Regs,dl 
OS9 I$GctStt 
bcs func_crr 
clr.l dO 
move.b d1.dO 
movem.‘ (sp)+ ,dl-d3/aO 
I1s 

move.1 #SS_Plnit.dl 
059 ]$SctStt 
bcs func_err 
movem.l (sp)+ ,dl-d3/aO 
I1s 

ss_handsh 

nofunc 

request 
func_eπ 

move.l #SS_Handsh.d1 
OS9 1$5etStt 
bcs func_eπ 
movem .l (sp)+ ,dl-d3/aO 
I1s 

move.l #208,dl 

- 12:J -

save reglsters 
clear d2 for register access 
save register address in d~ 

load code number 
dl shows register contains 
branch if eπor 
clear dO 
give back register contains 
restore reglsters 

load function code 
\\"e get back nothin당 
branch if eπor 
restore re딩lsters 

load code number 
、\"e get back nothing 
branch if elTor 
restore regísters 

set cπor = unl<nown scrvicc 



requesl 
func_elT 

move.l dl,errno(a6) 
movem .1 (sp)+,dl-d3/aO 
move.l #-l,dO 
rls 

- CIOHD.A : 

set eπur number 
restore registers 
set error as return value 

********************************************************************* ** CIOHD.A: cio Piggy Back Driver Assembly Head 
********************************************************************* 
nam ciohead 
ttl OS9/68K PB-CIO (Pattem Input) device driv망 
opt -1 
use defsfIle 
Edition equ 5 

Typ_Lang equ (Drivr<<8)+0비ct 
Att_Revs equ ((SupStat+ReEnt)<<S)+O 

psect CIOdrv,Typ_Lang,Att_Revs,Edition,Q,CIOentry 
align 

ClOentry: 
dc. W lnit initialize 마lVer 
dc. W Read read 
dc. W Write write 
dc. w GetStzt get staVJS 
dc. w SetStat set status 
dc. w Term terminate 따iver 
dc.w 0 Trap: Exception entry ( none installed ) 려# 3 

Init: 
move.l a2,dl 
move.l a2,a6 
BSR Init_c 
movem.l (sp)+,a4la6 
tst.W dO 
bne.w _I앙ror 
rts 

C needs static storage pointer in a6 
br:없lch to C subroutine 
correct stack pointer 
eπor code in dO ? 
.. yes, handle it 
…no, normal return 

Read: Write: GetStat: SetStat: Ti앙m: _e，πor: 
move.w dO,dl 
ori.b #Ca.ITY,ccr 
rts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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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2. SOE Processing Module(SOE.C) 

1***************************************************************** 
1* program for SOE using pbcio+VMOD * 

1***************************************************************** 
#include <stdio.h> 
#indude <modes.h> 
#indude <sgsta t.h> 
#include <errno.h> 
#include <signal.h> 
#includc <cio잃36.h> 
#include <time.h> 

#dcfine HDWR 3 

1* De1inition of Signals : Allowed S따nal C여es within [Oxl00;OxFFFF] *1 
#define SIGNALO OxAOO 1* SignaI for VMOD-2D_1 Upper Piggyback Port A *1 
#define SIGNALl OxAOl 1* SignaI for VMOD-2D_1 Upper Piggyback POπ B *1 
#define SIGNAL2 OxA02 1* Signal for VMOD-2D_1 Lower Pî'ggyback Port A *1 
#dcfinc SIGNAL3 OxA03 I*Signal for VMOD-2D_1 Lower l'tggyback Port B *1 
#dcfine SIGNAμ OxA04 I*SignaI for VMOD-2D_2 Upper Piggyback Port A *1 
#dcfine SIGNAI‘ 5 OxA05 /*Signal for VMOD-2D_2 Upper Piggyback Port B*/ 
#dcfine SIGNAL6 OxA06 /*SignaI for VMOD-2D_2 Lower Piggyback Port A*/ 
#dcfinc SIGNAL7 OxA07 /* SignaI for VMOD-2D_2 Lower Piggyback Port B*/ 
#dcfinc T _ELAPS OxAOA /*Signal for time elapsed */ 
#define BUF ...LEN 8 /*Length of Signal Queue Buffer */ 
#dcfine NO_PATH 4 /* Number of Paths */ 
#dciinc NO_CIO 4 /* Number of CI0s */ 
#define CYCLETIME 200 
#dcfine SOE_LEN 1024 
#dt.::inc ILSOE_LEN 512 
#define NO_SlGNAL 8 

_iJ::i m("_sysedit: equ 4"); 

long path; 
inl firs t_cos = FALSE, llag = 0; 
long si암_llagfßUF‘LEN) ; 
L1_char put_count = 0, get_count = 0, process_flag = 0, elapse_flag = 0, 

timr_start = 0 ; 
u_char tmp, l1ag_chk ; 

typedef struct soc_buf{ 
long soc_data ; 
_limc_buf soc_time ; 

) soc_buf ; 

long *decision( long , long * ) ; 
soc_buf soe_buffcr[SOE_LEN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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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lime_buf *timc_buf ; 
_timc_buf tmp_soct피le , 
long sigllNO_SIGN/.I]; 

/* Array sig_f1ag has been composed of 8 elements. The process_f1ag has * 
* 8 bits. The element of array sìg_Oag has the corresponding bit in * 
* process_flag. Bit 0 in process_f1ag indicates whether the signal in firsl * 
* clemenl ha ., been handled by main program or not. The signal has bccn * 
* already perfomled if lhe Bit 0 is cleared. Before Signal Handler * 
* routine put into the sig_f1ag Sìgnal transmitted by PBCIO driver, the * 
* routine always check the corresponding bit in process_f1ag. *********1 

gotsig미(signum) 

int si당num; 

mainO 

if ( (signum >::; OxAOO) && (signum <= OxA07)) /* OxAOO<si당n려<OxA07 *1 

if ( flrst_cos == F ALSE ) 

first_cos = TRUE ; 1* first cos occured. */ 
timr_ s떠π = 1 ; 1* S없rt Time1' fo1' checking 2 minutes */ 

if ( put_count <= BUF _LEN ) 

f1ag_chk = 1 ; 
tmp = process_flag ; 
tmp = (tmp & ( flag_chk << puLcount )) ; 
if ( tmp == 이 

sig_f1ag[put_count] = signum ; 
put_count += 1 ; 

process_flag = (process_flag I ( flag_chk < < put_count )) 

else if (signum == OxAOA) 
elapse_f1ag = 1 ; 
else if ( (signum >= Q) && (signum <::; SIGDEADLY) ) 

exitLerrmsg (signum,"Deadly Signal received\n'’)); 

char *cio[NO_CIO] ::; { "/cio_2", "/cio_3", "/cio_4", "/cio_5" }; 
char ìnput ; 
int inputl, i, alrull1ID ; 
1* int inputl, yes; */ 
lon딩 signal, *port, cos_time, cos_data ; 
long pathnum[NO_PATH] ; /* pathnuml, pathnum2, pat:lnum3, pathnum4 */ 

for (i = 0 ; i <NO_SIGNAL ; 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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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 i =0; i<NO_PATH: i++) 

else 

if ( (pathnum[i] =opcn(cio[i],RDWH)) == -} ) 

p디ntf("\n---> Can ’ t open cio\n"); 
exiHermo): 

p꺼ntf(’'\0---> Opened with path number %d\n",pathnum[i]); 

intercept(gotsign l); 
for ( i =0: i< :NO_CIO; i ++ ) 

path = pathnum[i]: 
resetpbl0: 
setpattl(i*2); 
setbitport l(); 
setmodel (); 

fct_getstat() ; 
i :: 0 , 

do 

if ( process_f1ag != 0) 1* Is a signal received from PBCIO driver ? */ 

if ( timr_start == 1 ) 

if ({ala1111lD= alm_set(T‘ ELAPS. CYCLETIME)) == -1) 
exit<_ernns딩(alarmlD，"can ’ t insta11 ala1111\n")); 
elsc 

tiη-::-_start == 0 , 

if ( get_count >= ßUF一.LEN ) 
get_count = 0 ; 
signal :: sig_flag[get_count] : 
port = decision(signal, pathnum ) ; 
cos_data :: getportl(port) : 
time_buf :: &tmp_soetime : 
getime(time_bu f) ; 

load_soe(soe_buffer, time_buf, 
cos_data, i) ; 
flag_chk :: 1 ; 

process_flag = (process_flag & ( flag_chk << geLcount )) ; 
get‘,count = get_count + 1 , 
i :: i + 1 • 
if ( elapse_f1ag ::= 1 ) 

pr끼int“tf('γ’''\r 
e떠la떠psc_f1 ag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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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_co ,,; = FALSE ; 
i ; 0 , 

elsc if ( i >= H_SOE_LEN ) 

printf("\n---> Transfer SOE data %d \n", soc_buffer[i]) ; 

} while ( flag == 0 ); 

printf("\n---) TηrÎng to c1ose\n"); 

for ( i =0; Î<NO_PATH; i++) 

clse 

if (cJose(pathnum [i]) == -1 

p꺼ntf("\n- --> ERROR: %φn"，eπno); 
exit(eπno); 

printf("\n-- - > Closed with path number %d'에"，pathnum[i]); 

printf("\n---> Closed coπ'ectly\n"); 

printf("\n---> Got %d signals for Port A as Bit POπ.\n" .sig_flag[O]); 
printf("\n---> Got %d signals for Port A as Handshake Port.\n".sig_flag[l]); 

printtl "\0---> Got %d signals for Port B as Bit Port.\n",sig_flag[2]); 
printf("\n---> Got %d wrong signals:예" ,sig_flag[3]); 

long *decision( long signaI. long pathnum[J ) 

long port_info[2]; 

switch (signaJ) 

case SIGNALO : 
porUnfo[O] = *pathnum 
porUnfo[l] = 03 
break; 

case SIGNALl : 
porUnfo[O) = *pathnum 
port_info[l] = 05 
break ; 

case SIGNAL2 : 
port_info[O] = *(pathnurn+ 1) ; 
port_info[l] = 03 
break ; 

case SIGNAL3 : 
poπ_info[O) = *(pathnum+ 1) ; 
port_info[l] = 05 

- 134 -



break ; 
case SIGNAL4 : 

portjnfo[O] ;:; *(pathnum+2) ; 
porUnfo[ l] = 03 
break ; 

case SIGNAL5 : 
port_info[O] :;; *(pathnum+2) ; 
port_ínfo[l] = 05 
break ; 

case SIGNAL6 : 
port_info[O] ;:; *(pathnum+3) ; 
port_info[l] :;; 03 
break ; 

case SIGNAL7 : 
pOlt_info[O] :;; *(pathnum+3) ; 
port_info[l] = 05 
break ; 

retu rr; jJOη_info • 

gctpoπJ( poπ) 

lonβ *port; 

long input l. bytes; 

path ;:; *I>ort , 
inputl ;:; *(port+]) ; 
if ( (bytes :;; _gs_PBCIO_port(path ,input l)) :;;= _} 

else 

printf("\n---) Get Port Info ERROR: %d\n".eπno); 
retum ermo , 

prÎntf("\n---> Port: %2x\n",bytcs&OxFF); 
retum (bytes&OxFF) ; 

load_soe( st ll.lct soe_buf soe_buffer[] , struct _time_buf *time_buf, long cos_data. int i) 

soe_buffer[ilsoe_data ::: cos_data ; 
soe_buffer[ilsoe_time.t_year = time_buf -> t_year ; 
soe_buffer[ilsoc_time.t_month ::: time_buf -> t_month ; 
soe_bu ffer[i]. soe_time. t_da)'’ = time_buf - > t_day ; 
soe_buffer[ilsoc_time.t_hour :;; time_buf - > t_hour ; 
soe_buffer[ilsoe_time.t_minute = time_buf -> t_minute ; 
soe_buffer[i].soe_time.t_second :;; time_buf - > t_second ; 

rcsetp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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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_ss_PBCIO_reset(path) == -1 ) 
printf("\n---> Resetting Piggy 8ack ERROR: %d\n"，eπno); 

else 
printf("\n---> Resetting Piggy Back O.l<.-.n"); 

setpatt 1 (Înt k) 

1011딩 inputl. input2, i. j; 
char input3[8); 
long pattem[3]; 

for (Î == 0 , i < 8 ; j ++ ) 
input3[i] == ’ t ’ ; 

for (j ::: 0 ; j < 2 ; j ++ ) 

if ( j == 0 ) 

else 

input1 = PORT A ; 
input2 = sigl[k] ; 

inputl = PORTB ; 
input2 = sigl[k+ 1] ; 

pattem[O]=pattem[1]==pattem[2] =0; 
for ( i = 0 ; i < 8 ; i ++ ) 

pattem[O] = pattem[G]<<I; 
pattem[l] = pattem[l]<<l; 
pattem[2] = pattern[2)< <1; 
switch ( input3[i] ) 

case 't': pattern[l] += 1: 
bre외<; 

case ’h ’ :pattem[O] += 1: 
pattem[2] += 1; 
break; 

case '1': pattem[2] += 1: 
break; 

case ’r ’: pattem[이 += 1: 
pattem(1] += 1; 
pattern[2] += 1: 
break; 

case 'f': pattem[I1 += 1: 
pattem[2J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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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enabl ( int k ) 

brcak; 
default: brcak; 

if ( (_ss_PBCIO_patt(path,inputl ,pattern,input2)) == -1 ) 
printf("\n---> Setting Pattem ERROR: %d\n갱rmo); 

else 
p꺼ntf( ’'\n--- > Setting Pattern 0.K.\n"); 

long input1.input2; 
mt J; 

for ‘j = 0 ; j < 2 ; j ++ ) 

sctbitportl ( ) 

jf ( j == 0 ) 

inputl = PORT A ; 
input2 = si.~I[k] ; 

printf( "\n---> Enabling Interrupt inputl: %d\n",input1); 
printf("\n---> Enabling Interrupt input2: %d\n",input2); 
printf(“\n--‘> Enabling Interrupt path: %d\n",path); 

else 

inputl ::: PORTB ; 
;nput2 ::: sigl[k+l] ; 

printf("\n---> Enabling InterruPt Înpu t1: %d\n",inputl); 
printf("피---> Enabling Interrupt inpu t2: %d\n".input2); 
printf("\n---> Enabling Interru깐 path: %d\n",path); 

if ( (_ss_PBCIO_enlRQ(path,input l.input2)) == -1 ) 
printf(''\n---> Enabling Interrupt ERROR: %d\n'’,ermo); 

else 
printf("\n---> enabling lnterrupt 0.K.\n"); 

if ( (_ss_PBCIO_bitmode(path)) == -] ) 
printf("\n---> Setting Bit Port ERROH: %d\n객πno); 

else 
printf(’‘\n---> Setting Bit Port O.K.비"); 

set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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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J; 
Jong input l. input2; 

for (j " 0 : j < 2 ; j ++ ) 

if ( j == 0 ) 

eJse 

inputl = PORT A ; 
input2 = OR ; 

inputl = PORTB ; 
input2 = OR ; 

if ( (_ss_PBCIO_mode(path,inputl ,input2)) == -} ) 
printf("\n---> Changing Mode ERROR: %d\,n".ermo); 

else 
printf("\,n---> Changing Mode O.K.\n"); 

fct_getstatO 

char inputG; 

pnntf("\n Do you want to get infonnation about a register (r)"); 
pnntf("\n information about a port (이"); 

printf("\n or the interrupt information (s)? ... "); 
scanf( "%c" ,&inputG); getc( stdin); 
switch( inputG ) 

getreg() 

case ’r ’: getreg(); break; 
case ’s ’: getinfo(); break; 
case ’c ’ : flag = 1 ; break; 
defauJt: break; 

long input l. bytes; 

pnntf("\n contents of registers:"); 
inputl = 0: 
if ( (b~.tes = _gs_PBCIO_regs(path,inputl)) =:;; -} ) 

printf("\nMASTINT (00) ERR: %d" ,ermo);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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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f<"‘ nl\ IASTINT (00) Heg: %2x" ,bytes&OxFF); 

inplltl =- 1: 
if ( (bytes := ~~_PBCrO_regs(path ，input1)) == -1 ) 

printf(" MASTCON (01) ERR: %d"，eπno); 

c1se 
printf(" MASTCON (01) Reg: %2x",bytes&OxFF): 

inputI ::: Ox20: 
if ( (bytes :: ~~;_PBCIO_regs(path ，inputl)) == -1 ) 

printf(낀 

else 
printf(" .nP_MODEA (20) Reg: %2x",bytes&OxFF); 

inputI := 0χ28: 

if ( (bytes ::: ~s_PBCIO_regs(path，input l)) == -1 ) 
printf(" P_MODEB (28) ERR: %d",errno); 

clse 
print f<" P _l\10DEB (28) Reg: %2x",bytes&OxFF); 

inputl = 0χ21 : 
if ( (bytes -= _g s_PBCIO_regs(path,inputl)) == -1 ) 

printf( "\nP _HANDA l21) ERR: %d"，en끼0); 

elsc 
printf( "‘.nP _HANDA (21) Reg: %2x",bytes&OxFF); 

input1 = Ox29: 
if ( (bytes :: _g s_PBCIO_regs(path,input l)) == -1 ) 

printf( “ P_HANDB (29) ERR: %d"，eπno); 

elsc 
printf(" P_HANDB (29) Reg: %2x".bytes&OxFF); 

input1 = Ox08; 
:r ( (bytcs = _g s_PBCIO_regs(path,inputl)) == -1 ) 

print f( "‘ nP _COMA (08) ERR: %d",errno); 
elsc 

printf( "\JlP _COMA (08) Reg: %2x’.bytes&OχFF); 

inputl = Ox09; 
if ( (])ytes -= _딩 s_PBCIO_regs(path.input1)) === -1 ) 

printf( .. P _C01\1B (09) ERR: %d"，eπno): 

else 
printf(" P _COMB (09) Reg: %2x".bytes&OxFF); 

inputl = Ox22; 
if ( (bytes == _g s_PBCIO_regs(path ,input1)) === -1 ) 

printf(" ‘ nDATPOLA (22) ERR: %d".errno); 
else 

printf( 까nDA TPOLA (22) Reg: %2:'(,bytes&OxFF); 
inputl = Ox2A; 
if ( (bytes = _gs_PBCIO_regs(path ,Înputl)) == -1 ) 

printf(“ DA TPOLB (2A) ERR: 9'1때”，eπno); 

clse 
printf(" DATPOLB (2A) Reg: %2x",bytes&OxFF); 

inputl = Ox05; 
if ( (bytes = _gs_PBCIO_regs(path ,input l)) :;; -1 ) 

p꺼ntf(" DA TPOLC (05) ERR: %d",errno);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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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f(" DATPOLC (05) Reg: %2x"‘ bytcs&OxFF); 
inputl = 0χ23; 
if ( (bytes 느 _g s_PBCIO_regs(path,input l)) = ~ -} ) 

printf("\nDATDlRA (23) ERR: %d".eπno); 
clse 

printf(’끼lDATDlRA (23) Reg: %2x",bytes&OxFF); 
inputl = Ox2B; 
if ( (bytes ::: _gs_PBCIO_regs(path,inputl)) == -1 ) 

printf(" DATDlRB (2m ERR: %d"，eπno); 

e1 se 
printf(" DATOlRB (2B) Reg: %2x",bytes&OxFF); 

inputl = Ox06; 
if ( (bytes ::: _gs_PBCIO_regs(path,inputl)) == - 1 ) 

printf(" DATDlRC (06) ERR: %d"，eπno); 

clse 
print f(" DATDlRC (06) Reg: %2x".bytes&OxFF); 

inputI = Ox24; 
if ( (bytes = _gs_PBCIO_regs(path,input l)) == -1 ) 

print f( "\nIOCONA (24) ERR: %d",errno); 
elsc 

printf("\nIOCONA (24) Reg: %2x"，byte~&OxFF); 

inputl = Ox2C: 
if ( (bytes = _g s_PBCIO_regs(path,inputl)) == -1 ) 

print f(" IOCONB (2C) ERR: %d"，eπ110); 

else 
printf(" IOCONB (2C) Reg: %2x" ,bytes&OxFF); 

inputl = Ox07; 
if ( (bytes = _gs_PBCIO_regs(path,inputl)) == -1 ) 

printf(" IOCONC (07) ERR: %d"，eπno); 

clsc 
printf(" IOCONC (07) Reg: %2x"，bytes&0χFF); 

inputl = OxOD; 
if ( (bytes = _g s_PBCIO_regs(path,input!)) == -1 ) 

printf( "\nDATA (ÜD) F.RR: %d".eπno); 
elsc 

printf("\nDAT A (00) Reg: %2x" ,bytes&OxFF); 
inputl = OxOE; 
if ( (bytes :: _gs_PBCI0_regs(path씨)ut l)) == -1 ) 

printf(" DA T13 COE) ERR: %d",errno); 
elsc 

printf(" DATB <OE) Reg: %2x’껴ytes&OxFF); 

input 1 = ûxOF; 
if ( (bytes = _g s_PBCIO_regs(path,inputl)) :::= -1 ) 

print f(" DATC <OF) ERR: %d",errno); 
else 

print f(" DA TC <OF) Reg: %2x" ,bytes&OxFF); 
input! = Ox2.S; 
if ( (bytes = _g s_PBCIO_regs(path,input l)) == -1 ) 

print f( "\nPATPOLA (25) ERR: %d",errno); 
else 

printf("\nPATPOLA (25) Reg: %2x",bytes&Ox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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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l ::: Uχ211: 
jf ( (bytcs = _g s_1’BCIO_regs(path ,inpu t})) == -1 ) 

print f(" PATPOLß (2m ERR: %d" ,emlO); 

e1sc 
printf(" PATPOLB (2m Reg: %2χ".brtes&OxFF); 

inputl ::: O.x26: 
if ( (bytcs = _gs_PBCIO_rcgs(path ,input l)) == -1 ) 

print f("\nPATRANA (26) ERR: %d".eπno): 
c1sc 

p꺼ntf("\nPATRANA (26) Reg: %2x",bytes&OxFF); 
inputl ::: 0.x2E; 
if ( (bytes = _딛s_PBCIO_regs(path ，input l)) == -1 ) 

11끼 nt f(" PA’ I‘ RANB (2E) ERR: %d".eπno); 
clsc 

printf(" PATRANB (2E) Reg: %2x".bytes&OxFF); 
inputl = 0.x27: 
if ( (bytes = _gs_PBCIO_regs(path,inputl)) == -1 ) 

printf("\nPAMASKA (27) ERR: %d" ，eπno); 
clsc 

printf("\nPAMASKA (27) Reg: %2x",bytes&OxFF); 
inputl ::: Ox2F; 
if ( (bytcs ::: _gs_PBCIO_rcgs(path,inputl)) == -1 ) 

print f(" PAMASKB (2F) ERR: %d" ，eπno); 

clse 
p꺼nt f(" PAMASKB (2F) Reg: %2x",bytes&OxFF); 

input 1 ::: 0.x02; 

getinfo( } 

if ( (bytes = _gs_PBCIO_regs(path,inputl)) == -] ) 
print f( "\nINTVECA (02) ERR: %d"，en끼0); 

else 
print f( "\nINTVECA (02) Reg: 9:':::!:‘",bytes&OxFF) ; 

jnputl = Ox03; 
if ( (bytes = _g s_PßCIO_regs(path.inputl)) =::: -} ) 

printf(" INTVECB (03) ERR: %d",ermo); 
clse 

print[(" INTVECß (03) Reg: %2x",bytes&OxFF); 
inputl ::: OxIF: 

if ( (bytes ::: _g s_PßCIO_regs(path.input1)) :::= -} ) 

pnntf(" INTCURC (lF) ERR: %d\n"，eπno); 

clse 
pnntf(" INTCURC (lF) Reg: %2x\n",bytes&OxFF); 

long input l, bytcs; 

pnnt f(’'\n You can choose betwccn the folIowing ports:"); 
p꺼ntf( ’'\n PORTA (05) PORTB (03) "); 
pnnt f(’'\n Typc thc number of the poπ … "); 
scan f<"%x",&inpu t} ì; gelc( st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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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 (bytes = _gs_PBCIO_stat{path,input l)) == -1 ) 
p디ntf(''\n-- - > Gct Status ERROR: %d\n",errno); 

else 

pnntf(''\n---> Last Înterrupt status = %2x",OxFF&bytes); 
plÌnt f(''\n Last Ínterrupt vector = %2x",(OxFFOO&bytes)/OxJOO); 
pnntf("\n with command register = %2x\n",(QxFFOOOO&bytes)/Oxl 000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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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300 단어 내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비상 청지상태는 반드시 그 원인과 밸생장소가 규명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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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사고추이차리계흥은 1갈전소자료수칩계몽에 포함되어 있어 사고신호의 쳐려과정이 복참하다. 
그리고 3개 채널 각각에 설치된 사고처리 프로세서에 대한 동기신호 발생시 발전소컴퓨터계똥￡로 
〈같력되는 데이타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곧 사고추이 분석에 문제가 훨 수 있다. 본 보 
고서에서는 이러현· 문제점을 허I결하기 위해서 단일 프로세서릎 사용한 독립적인 사고추이처리장치 
꽉 구성하고차 하였다. 먼저 폴진 3，4호기의 빨전소자료수집계몽과 여기에 포함된 사고추이쳐려져l 
똥의 하드혜어외- 소프트웨어 구조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정 및 해결방안올 모색하였다. 새로 
운 사고추이처리장치의 구성올 위해 VMEbus와 VM30 CPU, 상태변화 업출력카드 둥의 하드꿰어 
외. OS-9 운영체제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조 몇 기농올 분석하였다. 단일쳐리 사고추이기록 
장치의 시험올 위헤 모의 사고신호를 딴툴어 업력한 다옴 이의 출혁올 PC 화면으로 연결헤 사고 
신호가 순차척으로 기록 될수 있는지흩 테스트 하였고， 이 시험장~l의 발천소 척용 가능성파 실제 
적용시 추가되어야 할 사함을 분석 정려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향후 원자력1알전소의 자료 
수춰제풍과 사고추이처리계풍의 교체 또는 개발시에 중요한 기술척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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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t is importa!1t to identify where and why an event or a trip is ocαlπed in the NucIear Power 
Plant(NPP) and to provide proper resolution against above situation. ln ord얹. 10 analyze the 
prime cau않 or conspicuous reason of txouble occurred after events or 비ps occur, the Sequence 
of Events(SOE) sys않m has been adopted in Korean NPP 10 acquire the sequential information 
along where and when an event or a trip take place. The SOE system of UCN 3&4 Plant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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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 \:년th PDAS. Sharing of the compu않r H/W and S깨7， however, r쩍uires more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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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of SOE and PDAS system of UCN 3&4 was 짜퍼ormed 10 jus디fy the problems and the 
resolution if it exists. In order 10 test the new SOE system, VMEbus, VM30 CPU, and OS-9 
was adopted and the analysis for this test system was done as follows j the verification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simulation ; the simulated signals for events are given the test system 

• as inputs and the outputs are monitored 10 verify whether the sequential events logg띠g function 
I works well or not on PC. ln conclusion, this report ìs expected 10 provide the technical 
b바l‘ground for the improvement and changing of the NPP PDAS & SOE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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